법학과 Law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법학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연마함으로써 법학 분야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자를 양성함과 아울러 사회 지도층
의 역할을 수행하는 양식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법학과의 교육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각 법학 분야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연구자 및 입
법, 사법, 행정 각부의 역량 있고 양식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함과 아울러 세계화되어가는 기업
환경에 맞게 국제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
다.
학과소개
1988년에 학부 법학과의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대학원 법학과는 학부 법학과가 추구하는 기본
적인 목표인“법을 통한 한국사회발전에의 기여 (Law for Korean Society)”를 궁극적인 달
성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본과는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교 건학의 이념과 산학일체의 교육 이념을
계승,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실력과
양식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률문헌정보실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최신 간행물을 비치
ㆍ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법학 연구에 있어서의 비교법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편, 법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영입하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교과과정 및 과목설명
석사학위과정 교과과정
이수구분

(전공 : 법학원리, 공법, 형사법, 민사법, 사회법, 국제법)

학수번호

교과목명

1542018 헌법재판연구

선택

학점 시수
3

3

영문교과목명
Studie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1542021 행정쟁송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1542022 행정법판례연구

3

3

Cas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1542045 민사소송법연구

3

3

Studies in Civil Procedure

1542062 단체협약연구

3

3

Studies in Collective Agreement

1542076 국제법판례연구

3

3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1542091 민사판례연구

3

3

Special Study on Civil Law Cases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1542093 비교민법연구

선택

학점 시수
3

3

영문교과목명
Comparative Study on Law

1542096 자연법론연구

3

3

Study on Natural Law

1542097 법존재론연구

3

3

Study on Ontology of Law

1542098 법이념론연구

3

3

Study on Ideas of Law

1542099 법효력론연구

3

3

Study on Validity of Law

1542100 법실증주의연구

3

3

Study on Legal Positivism

1542101 법학방법론연구

3

3

Study on Legal Methology

1542102 법사회학연구

3

3

Study on Sociology of Law

1542103 서양법사상사연구

3

3

Study on History of European Legal Thoughts

1542104 동양법사상사연구

3

3

Study on History of Oriental Legal Thoughts

1542105 서양법제사연구

3

3

Study on European Legal History

1542106 동양법제사연구

3

3

Study on Oriental Legal History

1542107 한국법제사연구

3

3

Study on Korean Legal History

1542108 법철학기본연구

3

3

Study on Fundamentals of Legal Philosophy

1542109 기본권연구

3

3

Studies in Political Rights & Civil Liberties

1542110 일반국가론연구

3

3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State

1542111 권력분립론연구

3

3

Studies in Separation of Powers

1542112 정당/선거제도연구

3

3

Studies in Political Paties & Election

1542113 헌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1542114 비교헌법론연구

3

3

Studie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1542115 표현의자유연구

3

3

Studies in Freedom of Expression

1542116 평등법제론연구

3

3

Studies in Legal system of equality principle

1542117 의회제도론연구

3

3

Studies in Parliamentary System

1542118 행정조직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rive Organization Law

1542119 행정작용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tive Action Law

1542120 행정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1542121 행정상손해전보연구

3

3

Studies in State Liability

1542122 비교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1542123 환경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Environment Law

1542124 행정절차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1542125 행정집행법연구

3

3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1542126 지방자치법연구

3

3

Studies in Local Government Law

1542127 개인정보보호법연구

3

3

Studies in Privacy Act

1542128 경찰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Police Law

1542129 건축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Land Use Regulations

1542130 경제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Economic Regulations

1542131 급부행정법연구

3

3

Studies in Public Service Regulations

1542132 불법론연구

3

3

Studies in Elements of Crime

1542133 책임론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Responsibility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1542134 공범론연구

선택

학점 시수
3

3

영문교과목명
Studies in Complicity

1542135 범죄학연구

3

3

Studies in Criminology

1542136 행형학연구

3

3

Studies in Penology

1542137 형사정책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Policy

1542138 형사판례연구

3

3

Case study in Criminal Law and Procedure

1542139 형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ies in Principles of Criminal Law

1542140 형사증거법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Evidence

1542141 비교형사법연구

3

3

Studies in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Procedure

1542142 형사사법사연구

3

3

Studies in History of Criminal Justice System

1542143 형사제재론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Sanctions

1542144 형사소송법기본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1542145 신종범죄론연구

3

3

Studies in New Types of Crime

1542146 형사실무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Legal Practices

1542147 미수론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Attempt

1542148 죄수론연구

3

3

Studies in Unity and Plurality of Criminal Acts

1542149 법률행위론연구

3

3

Studies in Theory of Juristic Act

1542150 담보물권연구

3

3

Studies in Secured Transaction

1542151 물권법연구

3

3

Studies in Real Property

1542152 계약법연구

3

3

Studies in Theory of Contract

1542153 불법행위론법연구

3

3

Studies in Theory of Tort

1542154 소비자보호법연구

3

3

Studies in Consumer Law

1542155 민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Civil Law

1542156 친족법연구

3

3

Studies in Family Law

1542157 상속법연구

3

3

Studies in Law of Succession

1542158 주식회사법연구

3

3

Study on Corporate Law

1542159 유가증권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1542160 보험법연구

3

3

Insurance Law

1542161 해상법연구

3

3

Maritime Law

1542162 증권거래법연구

3

3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1542163 육상/항공운송연구

3

3

Study on Law of Transfer by Land and Air

1542164 자산운용법연구

3

3

Study on Asset Management Law

1542165 금융법연구

3

3

Study on Financial Law

1542166 일본증권거래법연구

3

3

Study on Japanese Securities Exchange Law

1542167 영미회사법연구

3

3

Study on Anglo-American Company Law

1542168 미국증권거래법연구

3

3

Study on American Securities Exchange Law

1542169 신탁법연구

3

3

Study on the Law of Trust

1542170 도산법연구

3

3

Study on Bankruptcy Law

1542171 은행법연구

3

3

Study on Banking Law

1542172 국제금융법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1542173 국제거래법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Trade & Commecial Law

1542174 독점금지법연구

3

3

Study on Antitrust Law

1542175 노동조합법연구

3

3

Studies in Law of Labor Union

1542176 사회보장법연구

3

3

Studies in Social Security Law

1542177 사회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Social Law

1542178 근로기준법연구

3

3

Studies in Labor Standards Law

1542179 노사협의회법연구

3

3

Studies in Labor-Managerment Council Law

1542180 노동쟁의조정법연구

3

3

Studies in Settlement of Labor Dispute

1542181 부당노동행위연구

3

3

Studies in Unfair Labor Practice

1542182 노동법판례연구

3

3

Case Studies in Labor Law

1542183 사회법특수문제연구

3

3

Studies in Special Issues in Social Law

1542184 영미법연구

3

3

Study on Anglo-American Law

1542186 항공우주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Aviation & Outer Space

1542187 해양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the Sea

1542188 국제책임론연구

3

3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1542189 유럽공동체법연구

3

3

Study on EC Law

1542190 국제경제법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1542191 국제인권법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542192 국제법사연구

3

3

Study on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1542193 국제법일반이론연구

3

3

Study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1542194 국제환경법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542196 조약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Treaties

1542197 국제분쟁연구

3

3

Study on International Disute Settlement

1542198 국제기구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542199 지적소유권법연구

3

3

Study on Law of Intellectual Law

1542200 저작권판례연구

3

3

Study on Copyright Cases

1542201 저작권침해소송

3

3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1542202 특허/실용신안 판례연구

3

3

Case Study in Patent, Utility Model Act

1542203 특허침해소송론

3

3

Study on Principle of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1542204 디자인법연구

3

3

Study on Design Protection Act

1542205 정보법연구

3

3

Study on Information Law

1542207 정보통신법제연구1

3

3

Study on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1

1542208 정보통신법제연구2

3

3

Study on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2

1542209 인터넷법연구

3

3

Study on Internet Law

1542210 엔터테인먼트법연구

3

3

Study on Entertainmnet Law

1542211 건축계약법연구

3

3

Studies in Construction Contract Law

1542212 건축금융법연구

3

3

Studies in Construction Finance Law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1542213 건축분쟁법연구

선택

학점 시수
3

3

영문교과목명
Studies in Law of Building Disputes

1542214 도시계획법연구

3

3

Studies in Land Use Law

1542215 도시개발법연구

3

3

Studies in Urban Development Law

1542216 주택사업법연구

3

3

Studies in Housing Law

1542217 집합건물법연구

3

3

Studies in Condominium Act

1542218 부동산·건축형법연구

3

3

Studies in Criminal Law on Real-Estate and Construction

1542219 건축소송실무연구

3

3

Practices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Action

1542220 미국계약법연구

3

3

Study on Contracts

1542221 미국불법행위법연구

3

3

Study on Torts

1542222 미국재산법연구

3

3

Study on Property

1542223 미국형법연구

3

3

Study on Criminal Law

1542224 미국민사소송법연구

3

3

Study on Civil Procedure

1542225 미국헌법연구

3

3

Study on Constitutional Law

1542226 지역무역협정연구

3

3

Studies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1542227 국제재판제도연구

3

3

Studies on International Courts & Tribunals

1542228 국제인도법연구

3

3

Studie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542229 국제법현안연구

3

3

Studies on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Law

1542230 비교언론법연구

3

3

Study on Comparative Law on Communication Law

1542231 문화법연구

3

3

Study on Culture Law

1542232 방송법연구

3

3

Study on Broadcasting Law

1542233 언론법제론연구

3

3

Study on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1542234 한국법입문

3

3

Introduction to Korean Law

1542235 농업법연구

3

3

Study on Agricultural Law

1542236 요건사실론연구

3

3

Study on Cause of Action

석사학위과정 과목설명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헌법재판연구

1988년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형 헌
법재판제도와 일반 사법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미국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 검토함
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자 한다.

행정쟁송법연구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에 있어 그의 구제를 위한 법제를 연구한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법 및 기타 행정구제를 위한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행정법판례연구

행정법에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판례이론과 학설을 비교검토하고 행정
법 이론의 실제사례에의 적용 능력을 함양한다.

민사소송법연구

판결절차를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주요문제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판례를 분석함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단체협약연구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과의 관계 등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국제법판례연구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및 각종 중재재판소의 중요한 국제법 판례를 분석 검토함

민사판례연구

최근 2 - 3년 이내의 민사법 분야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판결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민법해석론에
관한 지식을 현실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비교민법연구

비교법의 기초이론을 고찰하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사법의 구조와 특질을 비교·분석하며, 특히
독일 문헌, 프랑스 문헌 및 영미 문헌을 교재로 사용하여 외국의 재산법과 우리 재산법을 깊이 있게
비교 ·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자연법론연구

현대법철학의 양대 흐름의 하나를 형성하는 자연법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현대 법철학의 주요 쟁
점을 성찰하고자 함

법존재론연구

법의 연원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감안하여 법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검토함

법이념론연구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연구함으로써 법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 목표를 탐구하고자 함

법효력론연구

법효력의 세 가지 차원으로서 합법성, 정당성, 실효성의 관점에서 법효력이 법의 본질에 대하여 갖
는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함

법실증주의연구

순수법학 및 분석법학을 중심으로 현대 법실증주의의 흐름을 개관하고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재검토
하고자 함

법학방법론연구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으로부터 현대의 수사학적, 변증론적 법학방법론까지 다양한 현대의 법학방법
론의 흐름을 조망하고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한 법의 적용 및 해석과정을 고찰함

법사회학연구

법사회학의 학문적 성격 및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법의 생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한 법과 사회의 상
호 작용을 탐구함

서양법사상사연구

현대법사상의 주류를 형성하는 서양법사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함

동양법사상사연구

우리 법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동양의 법사상을 연구함으로써 현대법사상에 포함된 동양법사상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함

서양법제사연구

로마법과 로마이후 서양법의 전개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함

동양법제사연구

한국법의 원류가 되는 중국법을 중심으로 동양의 다양한 법제도와 법사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한국법제사연구

우리 법사상 및 법제도의 시대적 발전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하고 우리의 현대 법사상 및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함

법철학기본연구

법의 개념, 법과 도덕,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등 법철학의 고전적 주제 이외에 법인식론, 법적 논증이
론, 법의 기능 등 현대적인 주제들을 검토함

기본권연구

본 과목에서는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규범적 목표설정, 내용적 효력범위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고
찰함으로써 개별기본권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헌법
학의 기본권이론 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하여 논쟁의 배경과 전개양상을 살펴 본
다.

일반국가론연구

본 과목에서는 헌법의 규율대상인 국가의 발생, 존립근거 및 국가의 목적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국
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등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 등 국가기능에 관하
여 고찰한다.

권력분립론연구

본 과목에서는 권력분립사상의 기원과 현대국가에서의 권력분립의 변질에 관한 배경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통치구조에 권력분립론이 적용되는 모습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우
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가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당/선거제도연구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헌법제도로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 현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 본다.

헌법일반이론연구

헌법학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연구한다. 즉 헌법의 의의, 입헌주의, 헌법학방법론, 헌
법해석학, 국가론,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및 자유민주주의 원리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헌법학 전반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데 시사를 얻고
자 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비교헌법론연구

우리나라 헌법규범과 세계 각국의 헌법규범을 상호 비교하여 규범적 공통점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각국 헌법의 역사적 발전, 그 법적 구조와 형성 및 그 사회적ㆍ정치적 제기능을 비교ㆍ고찰한다.

표현의자유연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며, 오늘날 정보화시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평등법제론연구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법령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ㆍ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연구한다.

의회제도론연구

의회의 조직과 권능 및 국회의원의 지위 등에 대하여 우리 헌법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필요한 범
위 안에서 미국, 일본 및 영국의 의회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의회제도에 관한 정치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함께 고찰한다.

행정조직법연구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구성, 권한 등에 관한 규율과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 요소에 관한
법체계를 연구한다.

행정작용법연구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등 법적 형식으로서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의 본질, 법
적 규율 그리고 구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행정법일반이론연구

행정법 전영역에 타당한 일반적인 법이론을 연구한다. 행정법의 법원, 개인적 공권, 행정법관계, 행
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행해진다.

행정상손해전보연구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리 및 그에 관한 법
제를 연구한다.

비교행정법연구

각국 행정법의 비교를 통하여 각기 다른 행정법체계의 구성, 성향, 방법론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법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환경행정법연구

헌법상의 환경권, 환경법의 기능과 구조,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
법상 주요 행위 형식 등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규제법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행정절차법연구

행정청이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내적인, 대외적인 교섭과정으로서 행
정절차의 기능, 필요성, 세부적인 규율,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의 효력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제도적
인 연혁, 행정실무의 현황, 행정판례의 추이를 중점으로 하고, 그밖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가 수반된다.

행정집행법연구

공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즉 법률상태와 사실상태의 불일치를 강제적으로 일치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통적인 행정집행절차에 해당하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등을 중점으로
하고, 그밖에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과 같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
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교법을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조명한다.

지방자치법연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
통적인 쟁점인 자치권, 정부형태, 사무구분, 구제절차(기관소송과 권한쟁의) 등에 대해서 역사적, 사
회학적,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나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지방재정 등에 대해서
도 검토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가 수반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연구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인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제3자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적인 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는바, 다양한 차
원에서 강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인격과 분리가 안 되는 지문정보에서
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정보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전 범위를 다룬다.

경찰행정법연구

형식적 의미의 경찰 및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경찰행정에 고유한 법리에 해
당하는 행정상 즉시강제, 경찰책임 등과 경찰행정에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허가제도, 비례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건축행정법연구

건축에 적용되는 공법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건축경찰법,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규제하는 도시
개발법을 중심으로 하고,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경제행정법연구

사적인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통적으로 자
연독점인 네트워크산업, 즉 교통산업, 통신산업, 방송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해서 행정규제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규제인지, 규제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반독점법과 행정규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급부행정법연구

공적인 주체에 의해 직접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서 강의한다. 급부
행정의 가장 중요한 형식에 해당하는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
정소송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급부행정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선진 각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발전방향을 점검한다.

불법론연구

행위론 및 범죄성립요건 중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책임론연구

형사책임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연구함

공범론연구

다수의 범죄관여자가 개입하는 범죄현상인 정범과 공범의 분야의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범죄학연구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들을 연구함

행형학연구

형집행법절차인 행형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형사정책연구

범죄예방을 위한 입법정책과 형사사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기법 등을 연구함

형사판례연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형사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론적인 시사점을 검토함

형법일반이론연구

형법의 기본이 되는 죄형법정주의, 범죄이론 및 형벌이론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형사증거법연구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증거법의 제원리와 제도들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검토
함

비교형사법연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사법을 이론과 판례의 양 측면에서 비교연구함

형사사법사연구

실체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하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다룸

형사제재론연구

형법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는 형사제재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형사소송법기본연구

형사소송법절차 일반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함

신종범죄론연구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환경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이론·판례와 실무
를 연구함

형사실무연구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및 형사재판실무를 소개하고 그 이론적 시사점을 검토함

미수론연구

수정된 범죄실현형태로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인 미수(예비·음모를 포함함)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죄수론연구

형법상 일죄인 법조경합, 포괄일죄 그리고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
구함

법률행위론연구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수단인 법률행위의 개념, 의사표시와의 관계, 요건, 목적
등에 관한 연구를 세미나형식으로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한다.

담보물권연구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민법상의 담보물권과 변칙적인 담보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독일문헌
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담보물권제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물권법연구

부동산 물권변동 및 공시제도, 점유권의 권리성과 점유권의 효력에 관하여 나아가 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 취득원인으로서의 취득시효, 공동소유에 관한 제반문제와 아울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관
하여 연구한다.

계약법연구

계약의 일반이론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내용으로서는 청약과 승낙,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능력,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와 해
지 등을 연구한다.

불법행위론법연구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양자의 차이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을 연구한
다.

소비자보호법연구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국내 입법과 외국의 제도 및 판례
를 연구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민법일반이론연구

근대사법의 기본원리와 그 배경이 된 사회적 여건과 사상, 그리고 그 원리의 전개과정(수정과정) 및
현대 민법의 지도원리와 구조에 관하여 연구한다.

친족법연구

가족 간의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전공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혼인, 이혼, 친자관
계, 입양 및 친족 등에 관한 전통적인 친족법상의 테마뿐만 아니라 현대 생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
공수정, 대리모, 성전환 등의 최신 쟁점들에 관해서도 강의함과 아울러 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
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관을 제공함으로써 친족법 관련 실무 능력까지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법연구

상속법상의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강의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반기에는 주로 상속인과 상속분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그리고 후반기에는 주로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에 관하여 강의한다. 특히 우리 민법상 현실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에 관해 사례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주식회사법연구

유가증권법은 어음, 수표, 기타 재산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다룬다. 특히 유가증권
의 발행 및 양도,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및 권리행사의 문제를 다룬다.

유가증권법연구

보험제도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높다. 보험법은 이러한 보험제도의 운영 기
타 규제에 관한 문제 및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등을 다룬다.

보험법연구

국제거래에서 해상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해상법은 해상운송을 담당하는해상기업의
조직, 해상운송계약, 해상사고 등에 관한 법제도를 다룬다.

해상법연구

국제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법상의 문제나 물건의 운송, 보험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함. 특히 유엔물품매매협약에 대하여 검토함.

증권거래법연구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룬다. 증권의 모집 매출의 규제, 증권시장에 대
한 규제, 증권회사 및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규제 등을 다룬다.

육상/항공운송법연구

육상에서의 운송에 관한 육상운송법 및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항공운송법에 관하여 학습한
다. 육상운송법은 상법상의 규율 외에 약관, 사고처리에 관한 법제를 함께다루며,항공운송법은 항공
기업의 조직, 항공운송계약, 항공사고처리 등 에 관한 법제도를 다룬다.

자산운용법연구

급속히 발전하는 자산운용시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조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관련 국내 · 외 판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금융법연구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퇴출, 운용 및 건전성규제 등 금융기관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연구하
고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연구한다.

일본증권거래법연구

미국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참작하여 제정된 일본증권거래법연혁 및 구조와 주
요 규정을 연구하고, 일본증권거래법이 우리 증권거래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현대 일본증
권거래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논점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본 판례들을 탐구한다.

영미회사법연구

영미와 우리나라의 회사법을 비교ㆍ연구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의 이해를 돕는다.

미국증권거래법연구

미국의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s) 규칙의 연혁과
구조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규정과 관련된 미국 판례법의 발전과 중요한 판례들에 대한 탐
구를 목적으로 한다.

신탁법연구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라는 신탁관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산법연구

도산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도산법의 원리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효율성을 나누어 검토한다. 나아가 헌법 및 다른 법에서 요구되는 법익
을 도산법제에서 조화시킬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법연구

은행거래법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예금자, 대출자와의 관계인 예금관계, 대
출관계의 법적 성질, 여수신약관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국제금융법연구

국제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중요한 국제금융 거래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다루는 과정으로,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및 도산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국제계약에서의 기본적인 법률
문제의 파악을 통하여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법상의 문제나 물건의 운송, 보험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함. 특히 유엔물품매매협약에 대하여 검토함.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독점금지법연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용, 노동조합의 통제권, 조합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해산 복수노조의 법리
를 사례 중심으로 공부한다. 경우에 따라 비교법적, 법사회학적 분석방법을 원용한다.

노동조합법연구

사회보장법의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쟁점별로 살펴 본다.

사회보장법연구

제3의 법역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생성배경과 현대적 변모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행하고 사회법의 특징 및 문제점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법일반이론연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시킬 것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기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몇몇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법사회학적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검
토한다.

근로기준법연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조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최근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역할에 관하여 연구한다.

노사협의회법연구

한국의 노동쟁의 조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필수공익사업
의 직권중재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쟁의조정법연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를 통해 유
형별 분석을 시도한다.

부당노동행위연구

집단적 및 개별적 노사분쟁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각급 법원의 판결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실질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판례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노동법판례연구

전통적 공법 및 사법과는 구분되는 제3의 법영역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생성배경과
현대적 변모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행하고 사회법의 특징 및 문제점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법특수문제연구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특별법인 독과점법을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법분석, 국내 판례 등을 분석, 연구함

영미법연구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체계와 다른 영미법의 방법론, 특성 및 그 접근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영미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함

항공우주법연구

항공과 우주 공간의 사용과 관할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연구함 영공, 공공 우주공간 등에 관한 국제조
약 및 관습법 등에 대하여 주로 연구함

해양법연구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집대성된 해양의 국제적 질서에 관한 국제규범을 연구함 해양법의
성립과정,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대륙붕 등의 제도에 대하여 검토함

국제책임론연구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립요건, 책임 해제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함 특시 국
제법위원회가 작성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연구함

유럽공동체법연구

유럽공동체의 조직, 입법 방식, 입법들의 효력 등 그 기본 법제에 대하여 연구함 주로 유럽공동체의
조직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 연구함과 아울러 자유이동과 관련한 유럽공동체의 실체법에 대하여
서도 살펴봄

국제경제법연구

WTO 협정 관련법을 위시한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에 대하여 연구함 WTO 규정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 WTO 분쟁해결사례에 대하여 살펴봄

국제인권법연구

보편적, 지역적 인권 협정들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 규범을 연
구함 UN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 등이 주된 검토대상임

국제법사연구

고대부터 시작하여 현대까지의 국제법의 성립 및 발달사에 대하여 연구함 서양에서 발달한 국제법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대 국제법에 대하여서도 살펴봄

국제법일반이론연구

국제법상의 주요 개념들과 평시 국제법상의 중요한 규범들에 대하여 연구함 국제법의 법원, 주체, 영
역 등 국제법 전반에 대하여 살펴봄

국제환경법연구

국제적인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범체계에 대하여 연구함 환경관련 국제조약과 관습국제법상 환경분
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함

조약법연구

국제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규약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을 조약법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함 조약의 체결, 효력, 해석, 무효, 종료 등에 관한 조약법협약상의 규정과 관습국제법에 대하여 연구
함

국제분쟁연구

사법적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에 관한 규범을 연구함 교섭 사실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등의 분쟁해결기법의 내용과 그 실제 사용례 등에 대하여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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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법연구

국제연합 등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성립, 역할, 활동 등에 관한 규범을 연구함 국제기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구, OECD등의 개별 국제기구의 조직
법, 권한, 활동 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함

지적소유권법연구

저작권법과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주요 쟁점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대한 법
체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토록 함

저작권판례연구

저작물, 저작자, 저작자의 권리(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저
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컴퓨터프로그램법 등, 저
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 등 저작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사항과 관련된 우리나라 및 해외의 주요 판례
의 체계와 흐름을 연구함

저작권침해소송

총론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으로
서의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등 저작재산권 침해 판단의 기
본 구조에 관하여 검토하고, 각론으로서 어문저작물, 시각적 저작물,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
작물 등의 저작권침해 판단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연구함

특허/실용신안판례연구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련된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특허의 성립과정,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허심판제도와 특허
소송제도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검토한다. 나아가 실용신안의 특수성과 관련한 판례를 검토한다. 주
로 최근의 판례를 위주로 검토·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평석을 통하여 법이론과 판례의 관련성을 고
찰한다.

특허침해소송론

특허권의 침해론과 손해론을 다룬다. 침해론 중 특허권 침해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용발명, 선택발명,
생략발명, 간접침해, 생산방법의 추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허권 침해의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특
허청구범위 해석의 제원칙과 균등론을 연구한다. 구제론과 관련하여 금치청구권과 가처분을 검토한
다.

디자인법연구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법률제도 등 디자인 제도 서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등록디자인의 보호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
로 한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각 제도의 장단점과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디자인권의
성립과정과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와 관련한 판례를 검토한다.

정보법연구

정보의 흐름에 따른 방송, 통신, 저작권법 등 제반 법률문제의 이해와 관련 정책의 분석

정보통신법제연구1

정보통신법제 중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행정규제, 공정경쟁 등을 검토함

정보통신법제연구2

정보통신법제 중에서 통신이용자의 보호제도를 연구함

인터넷법연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법제연구 및 인터넷과 관련된 법현상 고찰

엔터테인먼트법연구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산업과 인터넷 등의 전달매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저작권의 세부 이슈들에
대해 연구

건축계약법연구

본 강좌는 건축계약에서 일어나는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권리의무, 계약위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다룬다. 특히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다.

건축금융법연구

통상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는 자금의 적시 융통을 위하여 건축금융의 역할이 필수
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금융과 관련된 법제
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신디케이트론, 자산유동화기법,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기법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건축분쟁법연구

건축계약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건축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건축계약당
사자의 재산에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축업자.수분양자.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건축분쟁의 유형과 그 대응방안, 외국 입법례에서 나타난 특수한 건축피해구제절차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다.

도시계획법연구

도시계획법은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건물의 용도, 형태, 높이 등을 규제한다. 용도지역제
도,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시계획시설제도, 개발제한구역제도, 농지전용허가제도
등이 그 핵심적인 수단이다. 부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도시계획실무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접근하
고, 아울러 다각적인 비교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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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연구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재건
축,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공적
인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에 대해 사전적, 사후적 감독권한을 행사하
는바, 그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주택사업법연구

주택에 관한 공법적인 관심사는 주택공급과 주택관리에 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와 규
제론자의 입장이 대별된다.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겪는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에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구성원들 간에 민
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집합건물법연구

이 강좌는 집합건물의 관리실무에 필요한 준거법령 중 하나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및 관련 중요판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집합
건물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사법적 측면의 연구와 주택법 등 관련법 등을 참
조하면서 실무에서 그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동산·건축형법연구

형법전상의 부동산·건축 관련 범죄(소위 "핵심형법" 영역)와 부동산·건축 관련법상의 형벌법규
(소위 "행정형법" 영역)를 대상으로 하여 그 개별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함

건축소송실무연구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법제 및 실무를
탐구하고, 실제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계약법연구

본 과목은 개인간 계약체결에 관한 실체적 문제와 권리구제 방법을 살펴본다. 계약의 성립,계약 당사자의 권
리와 의무, 계약의 해석 및 이행, 계약 불이행 상대방의 구제방법 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한다.

미국불법행위법연구

비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연구한다. 고의와 과실의 개념, 엄격책임, 항변사
유,손해배상, 인과관계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재산법연구

재산의 종류, 종류별 재산의 양도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부동산 이용에 대한 사적/공적 제한
등 재산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그 한계를 살펴본다.

미국형법연구

형법과 형사책임의 기본원칙, 범죄의 구성요소, 공법, 미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 면책사유 등을 살
펴보는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원칙을 이해한다.

미국민사소송법연구

본 과목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미국의 사법시스템,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 관할권, 원고와 피고, 소의 원인, 변론, 재정 신청, 항소,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 등을
살펴본다.

미국헌법연구

미국에서 대법원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주와 연방정부의 관계를 통해 연방제를 이해하고, 역사적으
로 유명한 판례와 수정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살펴본다.

지역무역협정연구

지역무역협정의 성립, 현황, 이행 등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함

국제재판제도연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함

국제인도법연구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등 국제인도법 관련 전시 국제법에 대하여 연구함

국제법현안연구

국제법상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분야, 사건, 쟁점을 선정하여 최근의 동향을 연구함

비교언론법연구

보도를 둘러싼 인격권 문제 등 전통적인 언론법제론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룸

문화법연구

문화의 법적 개념, 관련 법체계, 문화국가원리, 문화행정법 등 총론과 문화예술법의 각론을 검토하고
문화정책론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함

방송법연구

방송에 관한 전통적 및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다룸

언론법제론연구

신문,TV, 뉴미디어,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둘러싼 법률문제와 정책을 연구함

한국법입문

한국법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성격, 역사적 기원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연구함

농업법연구

본 강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모법으로 농지법, 농협법, 종자산업법 등 60여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FTA체결과 관련한 국제농업까지 포함한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소유
제도, 농지임대차, 농지보전에 관한 규정들은 중요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
를 위한 농협법, 종자의 품종보호권, 농어업회의소법 등 쟁점별로 연구한다.

요건사실론연구

요건사실론은 민법의 이해를 일체화하고 민사소송의 공격방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학부에서 공부한 법학교육은 평면적인 이해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법을 재판규범
으로서의 민법으로 다시 정리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박사학위과정 교과과정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1546042 헌법재판특수연구

선택

학점 시수
3

3

영문교과목명
Special Studie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1546094 단체협약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llective Agreement

1546099 자연법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Natural Law

1546100 법존재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Ontology of Law

1546101 법이념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deas of Law

1546102 법효력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Validity of Law

1546103 법실증주의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egal Positivism

1546104 법학방법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egal Methodology

1546105 법사회학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Sociology of Law

1546106 서양법사상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History of European Legal Thoughts

1546107 동양법사상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History of Oriental Legal Thoughts

1546108 서양법제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European Legal History

1546109 동양법제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Oriental Legal History

1546110 한국법제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Korean Legal History

1546111 법가치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Values in Law

1546112 법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Theories of Law

1546113 법철학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egal Philosophy

1546114 헌법일반이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1546115 기본권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Political Rights & Civil Liberities

1546116 일반국가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State

1546117 권력분립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Separation of Powers

1546118 정당/선거제도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Political Parties & Elections

1546119 경제헌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Economy

1546120 헌법판례특수연구

3

3

Analysis Study of Case on Constitutional Law

1546121 헌법해석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1546122 행정조직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Law

1546123 행정작용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Action Law

1546124 행정쟁송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1546125 행정법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Cases

1546126 행정법일반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1546127 행정상손해전보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State Liability

1546128 비교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1546129 환경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Environment Law

1546130 행정절차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1546131 행정집행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

1546132 지방자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ocal Government Law

1546133 개인정보보호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rivacy Act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1546134 경찰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olice Law

1546135 건축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nd Use Regulations

1546136 경제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Economic Regulations

1546137 급부행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ublic Service Regulations

1546138 책임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Responsibility

1546139 공범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mplicity

1546140 행형학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enology

1546141 형사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Case Study in Criminal Law and Procedure

1546142 범죄학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ology

1546143 형사사법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History of Criminal Justice System

1546144 형법일반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rinciples of Criminal Law

1546145 행위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Act

1546146 구성요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Statutory Elements of Crime

1546147 위법성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Unlawfulness

1546148 형벌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unishment

1546149 비교형사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Procedure

1546150 형사정책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Policy

1546151 형사증거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Evidence

1546152 형사특별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Special Criminal Law

1546153 피해자학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Victimology

1546154 보안처분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reventive Measures

1546155 미수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Attempt

1546156 죄수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Unity and Plurality of Criminal Acts

1546157 수사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vestigation

1546158 공판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1546159 신종범죄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New Types of Crime

1546160 형사실무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Legal Practices

1546161 영미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nglo-American Law

1546162 국제환경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546163 국제인도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546164 항공우주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of Aviation & Outer Space

1546165 조약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of Treaties

1546166 해양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of the Sea

1546167 국제책임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of State Responsibility

1546168 유럽공동체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EC Law

1546170 지역무역협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1546171 국제법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1546172 국제인권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1546173 국제재판제도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Courts & Tribunals

1546174 국제법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1546175 국제법현안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Law

1546176 민법일반이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General Theory of Civil Law

1546177 법률행위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Theory of Juristic Act

1546178 용익물권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Special Lease Contract

1546179 담보물권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Secured Transaction

1546180 친족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Family Law

1546181 상속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Succession Law

1546182 민사소송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ivil Procedure

1546183 민사판례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ivil Law Cases

1546184 소비자보호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nsumer Law

1546185 물권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Real Property

1546186 계약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ntract Theory

1546187 불법행위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Tort Theory

1546188 비교사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mparative Methodology of Private Law

1546189 채권담보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Security Law

1546190 재산법판례특수연구

3

3

Case Studies on Property Law

1546191 보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Insurance Law

1546192 해상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Maritime Law

1546193 상법총칙/상행위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the Basic Principle of Commercial Law

1546194 한국상법사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History of Korean Commercial Law

1546195 증권거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1546196 기업규제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Regulated Enterprise

1546197 상사약관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Standard Terms of Contract

1546198 상법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1546199 영미유가증권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1546200 주식회사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Corporate Law

1546201 국제거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Trade

1546202 영미회사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Anglo-American Company Law

1546203 육상/항공운송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Transfer by Land and Air

1546204 자산운용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Asset Management Law

1546205 금융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Financial Law

1546206 미국증권거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American Securities Exchange Law

1546207 일본증권거래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Japanese Securities Exchange Law

1546208 신탁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Trust

1546209 도산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Bankruptcy Law

1546210 은행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Banking Law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1546211 국제금융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1546212 미국노동조합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Labor Union in the United States

1546213 부당노동행위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Unfair Labor Practice

1546214 사회법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Theory of Social Law

1546215 독과점규제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Antitrust Law

1546216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bor-Management Council

1546217 노동보호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w of Individual Labor Relation

1546218 노동기본권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Rights of Collective Labor Relation Protection

1546219 최저임금제도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Minimun Wage

1546220 노동조합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Trade Union

1546221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

3

3

Advanced Study on Settlement of Labor Dispute

1546222 사회보장법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Case Studies in Social Security Law

1546223 노동법판례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Labor Law Cases

1546224 사회법현안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y on Social Law

1546225 무체재산권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1546226 정보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Information Law

1546230 저작권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pyright Law

1546231 건축계약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Construction Contract Law

1546232 건축금융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Construction Finance Law

1546233 건축분쟁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Law of Building Disputes

1546234 도시계획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Land Use Law

1546235 도시개발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Urban Development Law

1546236 주택사업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Housing Law

1546237 집합건물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Condominium Act

1546238 부동산·건축형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ies in Criminal Law on Real-Estate and Construction

1546239 건축소송실무특수연구

3

3

Special Practices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Action

1546240 미국계약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ntracts

1546241 미국불법행위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Torts

1546242 미국재산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roperty

1546243 미국형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Law

1546244 미국민사소송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ivil Procedure

1546245 미국헌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1546246 국제법일반이론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1546247 국제분쟁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1546248 국제기구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on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1546249 국제경제법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1546250 정보통신법제특수연구2

3

3

Special Study on Telecommunications Law 2

1546251 인터넷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Internet Law

1546252 엔터테인먼트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Entertainment Law

이수구분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영문교과목명

1546253 방송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Broadcasting Law

1546254 문화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ulture

1546255 언론법제론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1546256 비교언론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Comparative Law on Communication Law

1546257 정보통신법제특수연구1

3

3

Special Study on Telecommunications Law1

1546258 농업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Agricultural Law

1546259 특허법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Patent Law

1546260 저작권침해소송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

1546261 상표판례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Trademark Case Law

1546262 국제특허소송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1546263 디지털콘텐츠법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and Digital Contents

1546264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P License Contract

1546265 IP 가치평가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P Valuation

지식재산권을 위한 미국계약법 특수
1546266
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Law and Digital Contents

1546267 비교 IP법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Comparative IP Law

1546268 국제무역과 IP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P

1546269 국제 IP계약 및 협상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IP Contract and Negotiation

1546270 국제 IP 분쟁해결실무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ternational IP Dispute Settlement

1546271 미국지식재산권법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American IP Law

1546272 미국특허실무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U.S. Patent Practice

1546273 산업재산권 출원실무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Property Registration Practice

1546275 국제 IP법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Drafting Specification in English

1546276 지식재산심판실무 특수연구

3

3

Advanced Studies in IP Tribunal Practice

1546277 특허민법연구

3

3

Study on Patent Civil Law

1546278 특허민법특수연구

3

3

Special Study on Patent Civil Law

박사학위과정 과목설명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헌법재판특수연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중
심으로 유사 사건에 대해서 독일 등 대륙형 헌법재판제도를 가진 국가의 이론과 판례 및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례 및 이론을 비교 검토한다. 아울러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자제론 등을 검토하여 헌
법재판기능의 적절한 행사범위를 논한다.

단체협약특수연구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과의 관계 등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자연법론특수연구

고대의 자연법론부터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론, 근대의 이성적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자연법론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

법존재론특수연구

법의 다양한 존재형식에 관하여 철학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함

법이념론특수연구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법이념의 개념, 유형,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법효력론특수연구

합법성론, 정당성론, 실효성론의 관점에서 법효력의 의미와 그 근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판함

법실증주의특수연구

근대의 법실증주의의 등장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법실증주의의 전개과정을 이해하
고자 함

법학방법론특수연구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법의 해석 및 적용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법사회학특수연구

법사회학의 대상,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법의 생성과정 및 기능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함

서양법사상사특수연구

그리스 시대 이후 서양의 법사상의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 법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
각적으로 분석함

동양법사상사특수연구

한국의 법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양의 법사상의 발전과정을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역사적으
로 고찰함

서양법제사특수연구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중심으로 서양의 법제도, 법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

동양법제사특수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의 법제도 및 법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

한국법제사특수연구

근대법의 계수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

법가치론특수연구

정의를 비롯하여 법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법체계에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법이론특수연구

분석법학의 관점에서 법의 개념, 법체계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함

법철학특수연구

응용법철학의 관점에서 개별 실정법에서 등장하는 법철학적 근본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함

헌법일반이론특수연구

본 과목은 헌법의 개념, 헌법해석론, 헌법의 제정, 개정, 수호, 국가와 사회의 구분, 민주국가원리, 법
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헌법학의 주요개념이나 원
리가 형성된 헌법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일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기본권특수연구

본 과목에서는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규범적 목표설정, 내용적 효력범위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고
찰함으로써 개별기본권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헌법학
의 기본권이론 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하여 논쟁의 배경과 전개양상을 살펴 본다.

일반국가론특수연구

본 과목에서는 헌법의 규율대상인 국가의 발생, 존립근거 및 국가의 목적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국
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등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 등 국가기능에 관하
여 고찰한다.

권력분립론특수연구

본 과목에서는 권력분립사상의 기원과 현대국가에서의 권력분립의 변질에 관한 배경 및 그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통치구조에 권력분립론이 적용되는 모습을 비
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가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정당/선거제도특수연구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관해서 각각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실
정법 중심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정당 및 선거관련 조항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론적·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경제헌법특수연구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간의 신축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의 경
제질서 규정들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며, 외국 헌법상의 경제조항들과 비교하여 그 의
의와 내용 및 타국가질서와의 기능적 관련성을 탐구한다.

헌법판례특수연구

본 과목에서는 헌법실체법적으로 또는 헌법소송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국내의 헌법판례를 선
별하여 분석한다. 헌법이론이 헌법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헌
법이론의 이해를 돕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헌법해석론특수연구

법 전반에 걸친 해석론을 검토하되 특히 미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방법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최고법규범인 헌법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석
론의 체계를 모색한다.

행정조직법특수연구

행정기간의 법적 지위, 조직, 권한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실무운용에 대한 실증적분석 등의 연구
가 이루어진다. 현행 행정조직법제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 및 보다 바람직한 행정조직법제의 모델을
탐구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행정작용법특수연구

정형적인 행정작용형식에 대한 연혁적 고찰, 현대적 의의를 검토하며 새로운 작용형식의 도입 가능
성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행정쟁송법특수연구

행정작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및 그 외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실
정법제에 나타난 쟁송제도의 개선, 지향점을 밝히며, 외국의 행정쟁송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수용가
능성 등도 검토한다.

행정법판례특수연구

행정사건에 대한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타국의 판례와 비교하여 고찰하고 학설과의
이동 등을 검토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평석 능력을 함양한다.

행정법일반이론특수연구

행정법 전영역에 걸쳐 중요성을 갖는 핵심적인 행정법 이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강좌이다.
제 이론의 연혁과 전개과정, 현대적 의의 등을 법비교와 판례의 실증적 검토를 통하여 분석, 고찰한
다.

행정상손해전보특수연구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법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연구가 법비교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판례분석을 통한 제도운용의 실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행해진다.

비교행정법특수연구

영미, 독일, 프랑스. 일본행정법 등 다른 나라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행정법
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행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행해진다.

환경행정법특수연구

헌법상의 환경권, 환경법의 기능과 구조,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
법상 주요 행위 형식 등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규제법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행정절차법특수연구

행정청이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내적인, 대외적인 교섭과정으로서 행
정절차의 기능, 필요성, 세부적인 규율,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의 효력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제도적
인 연혁, 행정실무의 현황, 행정판례의 추이를 중점으로 하고, 그밖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가 수반된다.

행정집행법특수연구

공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즉 법률상태와 사실상태의 불일치를 강제적으로 일치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통적인 행정집행절차에 해당하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등을 중점으로
하고, 그밖에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과 같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
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교법을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조명한다.

지방자치법특수연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
통적인 쟁점인 자치권, 정부형태, 사무구분, 구제절차(기관소송과 권한쟁의) 등에 대해서 역사적, 사
회학적,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나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지방재정 등에 대해서
도 검토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비교법적 검토가 수반된다.

개인정보보호법특수연구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인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제3자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적인 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는바, 다양한 차
원에서 강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인격과 분리가 안 되는 지문정보에서
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정보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의 전 범위를 다룬다.

경찰행정법특수연구

형식적 의미의 경찰 및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경찰행정에 고유한 법리에 해
당하는 행정상 즉시강제, 경찰책임 등과 경찰행정에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행정에서 특히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허가제도, 비례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건축행정법특수연구

건축에 적용되는 공법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건축물의 안전성에 관한 건축경찰법,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규제하는 도시
개발법을 중심으로 하고,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경제행정법특수연구

사적인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강의한다. 전통적으로 자
연독점인 네트워크산업, 즉 교통산업, 통신산업, 방송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해서 행정규제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규제인지, 규제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반독점법과 행정규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급부행정법특수연구

공적인 주체에 의해 직접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서 강의한다. 급부
행정의 가장 중요한 형식에 해당하는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
정소송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급부행정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선진 각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발전방향을 점검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책임론특수연구

형사책임의 근거와 한계, 책임이론 등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

공범론특수연구

공범론의 심화이론을 검토하고 각 공범의 유형별 판례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함

행형학특수연구

형집행법절차로서의 행형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고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실
증적인 연구를 연구함

형사판례특수연구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판례를 통하여 형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이론적인 시사점을 검토함

범죄학특수연구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들을 이론적 경향과 구체적 범죄유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형사사법사특수연구

현행 입법의 배경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형사사법체 계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현행 조문, 이론 및
판례에 남아있는 계수법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음미하고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책을 탐구함

형법일반이론특수연구

형법의 기본이론인 죄형법정주의, 범죄이론 및 형벌이론 등 형사법의 제도, 사상, 학파 등에 관한 이
론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

행위론특수연구

범죄구성의 기초요소인 행위론에 대하여 사회적 행위론을 중심으로 연구함

구성요건론특수연구

범죄성립요건의 첫 단계인 구성요건론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

위법성론특수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와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심층
적으로 연구함

형벌론특수연구

형사제재의 기본적인 축인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 양형이론,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함

비교형사법특수연구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거시적·종합적인 차원에서 비교연구하고 현행의 실체형법과 형사소송절차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함

형사정책특수연구

형사사법의 정책과 체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도출함

형사증거법특수연구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등 형사증거법의 원리와 제도들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함

형사특별법특수연구

특별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접근을 연구함

피해자학특수연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이론분야인 피해자학의 내용과 입법적 실현형태를 심층적으로 검
토함

보안처분특수연구

보안처분의 본질, 근거와 한계, 내용, 운용현황 등을 이론적·실무적 자료등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연
구함

미수론특수연구

수정된 범죄실현형태인 예비·음모, 미수 등의 체계와 형태를 심층적으로 연구함

죄수론특수연구

죄수에 관한 일반이론, 일죄와 수죄의 이론 및 각국의 판례 동향, 입법론적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검
토함

수사법특수연구

형사소송절차의 제1단계인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과 판례의 동향을 검토하고 수사단계에서 적
법절차원리가 구현되도록 하는 원리를 연구함

공판법특수연구

공판절차상의 제문제에 관한 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를 심층적으로 검토함

신종범죄론특수연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그에 대한 이론·판례와 실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함

형사실무특수연구

구체적인 형사사건 속에서 문제되는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및 형사재판실무 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함

영미법특수연구

대륙법과 더불어 현대의 양대 법계를 이루고 있는 영미의 커먼로법체계의 발전과정을 탐구하고, 주
요 제도를 개관함

국제환경법특수연구

국제적인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을 연구함 환경 관련 국제조약과 관습국제법상 환경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함

국제인도법특수연구

제네바협약 4개협약과 추가의정서, 헤이그협약들을 비롯한 전시 국제인도법의 주요 문제를 연구함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항공우주법특수연구

대기권의 영공과 공공, 외기권인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주요 국제법규를 연구함

조약법특수연구

조약의 체결과 효력, 해석과 적용, 종료와 정지 등에 관한 조약법상의 주요문제에 관한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관련국제판례를 심층연구함

해양법특수연구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 및 해양관련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상의 주요문제를 연구함

국제책임론특수연구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협약초안과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위법행위책임
의 발생, 내용, 이행에 관한 주요문제를 심층연구함

유럽공동체법특수연구

유럽공동체의 조직과 그 입법의 효력 등 기본법제와 그 실체법의 주요문제를 분석 검토함

지역무역협정특수연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주요문제를 분석 검토함

국제법판례특수연구

PCIJ, ICJ등 상설국제법원과 각종 국제중재법원의 최근 판례를 집중분석함

국제인권법특수연구

인권조약 및 관련 국제기구의 할동을 중심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주요문제를
분석 검토함

국제재판제도특수연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제도(사법재판과 중재재판)와 본안전항변, 소송참가 등 절
차법상의 주요문제들을 국내법상의 소송절차와 비교 연구함

국제법사특수연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의 발달사 가운데 동양의 고대 국제법을 포함하여 특정시기, 특
정지역의 국제법 규범을 연구함

국제법현안특수연구

국제법규범의 변화추이, 특히 최근에 현안으로 부상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 검토함

민법일반이론특수연구

근대사법의 기본원리와 그 배경이 된 사회적 여건과 사상, 그리고 그 원리의 전개과정(수정과정) 및
현대 민법의 지도원리와 구조에 관하여 연구한다.

법률행위론특수연구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수단인 법률행위의 개념, 의사표시와의 관계, 요건, 목적
등에 관한 연구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용익물권특수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용익물권에 관하여 중요 이론과 판례를 연구, 검토한다. 특
히 우리법상 특이한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을 연구한다.

담보물권특수연구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민법상의 담보물권과 변칙적인 담보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독일문헌
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담보물권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친족법특수연구

민법의 친족편 중에서 친족관계, 혼인, 친자, 친권, 후견에 관한 법률문제를 고찰한다. 이 교과목의
수업방식은 세미나 형식으로, 주제를 정하여 발표가 있은 후 토론하는 방식이다.

상속법특수연구

민법중에서 상속법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를 고찰한다. 상속개시, 상속인, 상속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필요하면 상속법에 관한 외국의 법이론 및 판례도 고찰
한다.

민사소송법특수연구

소송물이론을 비롯한 민사소송법의 주요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함

민사판례특수연구

최근2-3년 이내의 민사법 분야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판결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민법해석론에
관한 지식을 현실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소비자보호법특수연구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국내 입법과 외국의 제도 및 판례
를 연구한다.

물권법특수연구

부동산 물권변동 및 공시제도, 점유권의 권리성과 점유권의 효력에 관하여, 나아가 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 취득원안으로서의 취득시효, 공동소유에 관한 제반문제와 아울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관
하여 연구한다.

계약법특수연구

개별적인 여러 가지 유형의 전형, 비전형계약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내용으로서는 매매, 증
여, 임대차, 위임, 도급, 조합 등의 전형계약과 그밖에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중요한 비전형계약에
관한 개별적 특수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불법행위법특수연구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양자의 차이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을 연구한
다.

비교사법특수연구

비교법의 기초이론을 고찰하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사법의 구조와 특질을비교·분석하며, 특히
독일, 프랑스 및 영미 문헌을 교재로 사용하여 외국의 재산법과 우리 재산법을 깊이 있게 비교·분석
할 수 있게 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채권담보법특수연구

우리 민법상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을 총체적으로 개관하며 특히 물권법상의 담보물권을 이론과 대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재산법판례특수연구

최근 2-3년 이내의 재산법 분야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민법해석론에
관한 지식을 현실문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보험법특수연구

보험법특수연구에서는 보험제도의 운영 기타 규제에 관한 문제 및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일정한 주제를 선정해 심화학습한다.

해상법특수연구

해상법특수연구에서는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해상기업의 조직, 해상운송계약, 해상사고 등에 관한 법
제도를 다루는데, 일정한 주제를 선별하여 심화학습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특수연구

상법총칙/상행위법연구에서는 상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민법과 상법간의 연계성, 상행위 가운
데 법개정의 논의가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한국상법사특수연구

한국 상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법제사와 그 제정 개정의 배경 등에 대해 살펴 본다.

증권거래법특수연구

증권거래법특수연구에서는 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룬다. 증권의 모집 매출의 규제,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증권회사 및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규제 등을 다룬다.

기업규제법특수연구

기업규제법특수연구는 기업의 영리활동에 대한 규제를 여러 관점에서 다룬다. 상법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금융법상의 규제 등에 대해 살펴 본다.

상사약관론특수연구

상사약관론특수연구에서는 기업이 거래를 함에 있어 채용하는 약관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살펴본다.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기타 약관의 채용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상법판례특수연구

상법판례특수연구에서는 상법과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다룬다. 특히 관련된 국내 판례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의 판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영미유가증권법특수
연구

영미유가증권법특수연구에서는 영국의 유가증권법과 미국의 유가증권법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
본다.

주식회사법특수연구

주식회사는 회사형태 중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회사형태이다. 주식회사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문제 등의 쟁점을 다룬다.

국제거래법특수연구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매도인·매수인간의 신용장관계, 운송계약관계,
해상보험관계, 선하증권과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룬다.

영미회사법특수연구

영미회사법에서는 Common Law 국가의 종주국인 영국의 회사법과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미
국 기업의 회사법에 대해 살펴 본다.

육상/항공운송법특수
연구

육상운송법 및 항공운송법에 관한 국내법 및 CMR (Conventionon the Contractfor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by Road), Warsaw Convention 등 관련 국제조약의 내용을 탐
구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의 사례를 살펴본다.

자산운용법특수연구

헤지펀드를 위시한 사모펀드, 뮤추얼펀드 등 거래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자산운용업 및 자산운
용시장에 관한 시의성 있는 문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을 미국 및 일본의 관련
법과 비교 · 분석한다.

금융법특수연구

금융법과 관련된 시의성있는 이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관련 법규를 비교·분석하
고 효율적인 규제, 투자자보호, 선진적 금융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나아가 통일된 국제
기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미국증권거래법특수
연구

미국 판례법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 증권거
래법규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문제될 수 있는 논점들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일본증권거래법특수
연구

일본 증권거래법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 증
권거래법규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문제될 수 있는 논점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신탁법특수연구

신탁법의 구체적분야, 즉 신탁의 설정 방법과 요건, 신탁 재산의 지위, 신탁의 운영과 수탁자 지위,
수익자와 수익권, 신탁 설정자의 지위와 도산, 의무위반과 구제수단, 수탁자의 변경, 신탁의종료 등
에 관한 각각의 중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도산법특수연구

도산법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알아보고 도산법의 법리 및 기준에 대하여 각국에서 어떠한 논의
가 있는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논의되는 논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도 산법제에 시사하는 바 를본다.
나아가 국제적기준의 필요성과 국제도산의 문제를 학습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은행법특수연구

은행거래법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예금자, 대출자와의 관계인 예금관계, 대
출관계의 법적 성질, 여수신약관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국제금융법특수연구

국제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국제채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 국제자산유동화, 국제리스
및 국제팩토링 등의 국제기업금융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ISDAMaster협정등 을 위시한 파생
금융상품 거래분야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학습한다.

미국노동조합법특수연구

미국 노동조합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정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심도깊은 접근을 시도한다.

부당노동행위특수연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를 통해 유
형별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법이론특수연구

사회법의 원리를 비교분석하고 개별 실정법과 제도,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다.

독과점규제법특수연구

현행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 심결례의 분석과 미국 독과점법 등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도
병행한다.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조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최근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와 역할에 관하여 연구한다.

노동보호법특수연구

개별적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호에 관한 법리를 살핀다. 근로계약론의 재해석, 외
부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정규직근로자를 둘러싼 입법론적 공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다.

노동기본권특수연구

헌법상의 근로권 및 노동삼권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경향을 재조명하고 양자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현실적인 문제상황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행한다.

최저임금제도특수연구

먼저 임금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법사회학적,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최저임금구조와 임금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노동조합법특수연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용, 노동조합의 통제권, 조합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해산 복수노조의 법리
를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를 통해
유형별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보장법판례특수연구

사회보장법의 기초원리를 연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쟁점별로 살펴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법적, 법사회학적 방법을 원용한다.

노동법판례특수연구

집단적 및 개별적 노사분쟁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각급 법원의 판결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실질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판례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회법현안특수연구

제3의 법역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생성배경과 현대적 변모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행하고 사회법의 특징 및 문제점을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체재산권특수연구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개별 법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쟁점별 사례 연구를 목
적으로 한다.

정보법특수연구

정보법학의 심화연구를 위해 미국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저작권법특수연구

음악, 영상등의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인터넷에서의 특수한 저작권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룸

건축계약법특수연구

본 강좌는 건축계약에서 일어나는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권리의무, 계약위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다룬다. 특히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다.

건축금융법특수연구

통상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는 자금의 적시 융통을 위하여 건축금융의 역할이 필수
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금융과 관련된 법제
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신디케이트론, 자산유동화기법,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기법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건축분쟁법특수연구

건축계약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건축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건축계약당
사자의 재산에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축업자.수분양자.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건축분쟁의 유형과 그 대응방안, 외국 입법례에서 나타난 특수한 건축피해구제절차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다.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도시계획법특수연구

도시계획법은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건물의 용도, 형태, 높이 등을 규제한다. 용도지역제
도,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시계획시설제도, 개발제한구역제도, 농지전용허가제도
등이 그 핵심적인 수단이다. 부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도시계획실무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접근하
고, 아울러 다각적인 비교법을 수행한다.

도시개발법특수연구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재건
축,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공적
인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에 대해 사전적, 사후적 감독권한을 행사하
는바, 그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주택사업법특수연구

주택에 관한 공법적인 관심사는 주택공급과 주택관리에 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와 규
제론자의 입장이 대별된다.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겪는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에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구성원들 간에 민
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집합건물법특수연구

이 강좌는 집합건물의 관리실무에 필요한 준거법령 중 하나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를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및 관련 중요판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집합
건물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사법적 측면의 연구와 주택법 등 관련법 등을 참
조하면서 실무에서 그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동산·건축
형법특수연구

구체적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건설, 건축, 건설관련금융 등 부동산·건축분야의 형벌법
규와 그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함.

건축소송실무특수연구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건설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법제 및
실무를 탐구하고, 실제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계약법특수연구

미국 계약법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판례들을 학습함으로써 미국 계약법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도모한다.

미국불법행위법특수연구

미국 불법행위법과 관련된 현안 및 최근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도모한다.

미국재산법특수연구

미국 재산법에 대한 현안과 최근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재산법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도모
한다.

미국형법특수연구

미국형법의 목적 ,일반원칙, 법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정범죄에 대한 사례연구 등 깊이 있는 분
석을 통하여 미국 형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학습을 도모한다.

미국민사소송법특수연구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과의 관계, 연방법원에서 적용되는 규범, 판결의 효력, 민사 소송 절차 진행
과 관련된 현안 등 미국 민사소송법의 보다 심도있는 학습을 도모한다.

미국헌법특수연구

미국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 연방제도의 특징, 통상, 대외관계, 적법절차, 경찰권, 과세 등 현안에
대한 미국 헌법 관련 조항을 고찰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헌법에 대한 심
도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국제법일반이론특수연구

국제법상의 주요 개념들과 평시 국제법상의 중요한 규범들에 대하여 심층 연구함 국제법의 법원, 주
체, 영역 등 국제법 전반에 대하여 살펴봄

국제분쟁특수연구

사법적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에 관한 규범을 심층 연구함 교섭, 사실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등의 분쟁해결기법의 내용과 그 실제 사용례 등에 대하여 살펴봄

국제기구법특수연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성립, 역할, 활동 등에 관한 규범을 심층 연구함

국제분쟁특수연구

사법적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에 관한 규범을 심층 연구함 교섭, 사실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등의 분쟁해결기법의 내용과 그 실제 사용례 등에 대하여 살펴봄

국제기구법특수연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성립, 역할, 활동 등에 관한 규범을 심층 연구함

국제경제법특수연구

WTO 분쟁해결절차와 실제사례 및 국제경제법의 현안에 대하여 심층연구함

정보통신법제특수연구2

DMB, IPTV등의 새로운 매체 출현에 따른 망중립성, 필수설비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룸

인터넷법특수연구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인 논점과 이슈를 다룸

엔터테인먼트법특수연구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산업과 인터넷 등의 전달매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저작권의 세부 이슈들에
대해 연구함

교과목명

과

목

설

명

방송법특수연구

방송에 관한 전통적 및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다룸

문화법특수연구

문화의 법적 개념, 관련 법체계, 문화국가원리, 문화행정법 등 총론과 문화예술법의 각론을 검토하고
문화정책론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함

언론법제론특수연구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행정규제 등의 전통적 공법적 문제
와 새로운 법 영역인 저작권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찰함

비교언론법특수연구

보도를 둘러싼 인격권 문제 등 전통적인 언론법제론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룸

정보통신법제특수연구1

DMB, IPTV등의 새로운 매체 출현에 따른 망중립성, 필수설비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룸

농업법특수연구

본 강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모법으로 농지법, 농협법, 종자산업법 등 60여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FTA체결과 관련한 국제농업까지 포함한다.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소유
제도, 농지임대차, 농지보전에 관한 규정들은 중요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 판매
를 위한 농협법, 종자의 품종보호권, 농어업회의소법 등 쟁점별로 연구한다.

특허법특수연구

특허 출원, 심사, 심판,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문제 연구

저작권침해소송특수연구

저작재산권 침해요건, 침해의 판단방법, 저작물 종류에 따른 침해구체 방법론,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실체적 판례와 이론을 다룸

상표판례특수연구

상표의 등록, 동일유사 판단,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등 상표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문제연구

국제특허소송특수연구

국제특허 분쟁과 관련한 특수문제 연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실무 및 이론
특수연구

디지털콘텐츠법특수연구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재산권과 인격권 등 권리의 보호와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특수문제 연구

지식재산라이선스계약특
지식재산 라이선스 과정에 발생하는 특수 문제를 다루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특수문제 연구
수연구
IP가치평가특수연구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IP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및 사례 특수연구

지식재산권을위한미국계
미국에서의 지식재산 계약의 성립, 집행가능성, 이행, 위반문제와 관련한 특수문제 연구
약법특수연구
비교IP법특수연구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지식재산제도의 법체계, 규율내용 등에 대한 특수문제 연구

국제무역과IP특수연구

WTO 규범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WTO/TRIPs 협정 관련 사례들과 발전상황, 국제 및 국
내의 이행 정책등과 관련한 특수문제 연구

국제IP계약및협상특수연구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특수문제 연구
국제IP분쟁해결실무특수연구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지식재산 문제를 분쟁처리과정에 주목하여 특수사례 연구

미국지식재산권법특수연구 미국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발생하는 특수문제 연구

미국특허실무특수연구

미국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문제 연구

산업재산권출원실무
특수연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문제 연구

국제IP법특수연구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 특수문제 연구

지식재산심판실무특수연구 특허심판 절차에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절차적 특수문제 연구

특허민법연구

특허와 관련된 민법 분야 이론을 연구하는 과목

특허민법특수연구

특허와 관련된 민법 분야 이론 및 사례를 연구하는 과목

특허민법특수연구

특허와 관련된 민법 분야 이론 및 사례를 연구하는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