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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표

<공법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2660 M 공기업법연구 Study on the Public Enterprise
G42623 M 국제경제법연구 Study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G42742 M 국제금융·경제제도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Finance & Economic System
G42630 M 국제기구론 Theo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42622 M 국제법사례연구 Research in Cases of the International Law
G42621 M 국제법세미나 Seminar on the International Law
G42101 M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G42619 M 국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G42618 M 국제연합헌장연구 Study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G42714 M 국제형사법연구 Study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G42502 M 기본권연구 Study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42703 D 기본권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42710 M 범죄론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Theory of Criminology
G42611 M 범죄심리학연구 Study on The Criminal Psychology
G42626 M 법률사상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egal Thought
G42106 M 법철학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Legal Philosophy
G42510 M 법철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egal Philosophy
G42624 D 법철학특수문제연구 Special Studies on Legal Philosophy
G42655 M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ies Legal Philosophy
G42111 D 법학방법론연구 Study on the Legal Method
G42208 M 비교행정법론 Comparative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G42602 M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G42610 M 비교형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Law
G42649 M 사회법세미나 Seminar on the Social Law
G42522 M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Social Security Law
G42733 D 사회보장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Social Security Law
G42608 M 세법연구 Study on the Tax Law
G42741 M 언론법세미나 Seminar on Communication Law
G42662 M 유럽공법 European Public Law
G42738 M 유럽연합론 Theory of European Union
G42629 M 정부형태연구 Study on the Form of Government
G42718 M 해법연구 Law of the Sea
G42301 D 행정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Law
G42607 M 행정법세미나 Seminar on the Administrative Law
G42503 M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G42606 M 행정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Administrative Law
G42506 M 행정소송법연구 Study on the Lo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G42505 M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G42707 M 행정작용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Action
G42309 M 행정쟁송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Judicial Review on the Due Process
G42609 M 행정절차법연구 Judicial Review on the Due Process
G42504 M 행정조직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G42307 D 행정조직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G42704 M 헌법개정론 Theory of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G42229 D 헌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Constitutional Law
G42604 M 헌법사례연구 Cases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G42601 M 헌법세미나 Seminar on the Constitutional Law
G42501 M 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Law
G42737 M 헌법재판제도의 연구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G42603 M 헌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onstitutional Law
G42303 M 헌정사연구 Advanced Study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Law
G42736 M 현대법논리학의 연구 Study on Modern Law Logics
G42625 M 현대법철학연구 Study on Modern Legal Philosophy
G42711 D 형벌론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Theory of Punishment
G42709 M 형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Criminal Law
G42617 M 형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Criminal Law
G42304 M 형법사례연구Ⅱ Cases Study in the Criminal LawⅡ
G42616 M 형법세미나 Seminar on the Criminal Law
G42507 M 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riminal Law
G42612 M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riminal Law
G42203 M 형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riminal Law
G42508 M 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G42712 D 형사소송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G42613 M 형사소송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riminal Procedure
G42615 M 형사정책연구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G42713 D 형사정책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Criminal Policy
G42717 D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사법전공>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2514 M 가족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Family Law
G42722 D 가족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Family Law
G42639 M 강제집행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Execution
G42657 M 경제범죄론연구 Study of Economic Crimes
G42732 M 경제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Economics Law
G42521 M 경제법연구 Advanced Study on Economic Law
G42735 D 고용보장법제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Employment Security Laws
G42621 M 국제거래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G42730 D 국제사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onflict of Laws
G42642 M 국제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Conflict of Laws
G42638 M 국제상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G42664 M 금융 증권법연구 Study on the Banking Law and Securities Law
G42313 D 노동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Labor Law
G42211 M 노동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Labor Law
G42520 M 노동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bor Law
G42650 M 노동보호법연구 Study on the Labor Protection Law
G42656 M 노동쟁의조정법론 Theory of Adjustment Law of Labor Dispute
G42628 M 독일민법연구 Advanced Study on German Civil Law
G42645 M 독점금지법연구 Study on Anti-Trust Law
G42647 M 로마법연구 Study on Roman Law
G42512 M 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Reality
G42720 D 물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Reality
G42311 M 민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ivil Law
G42125 M 민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Civil Law
G42627 M 민법세미나 Seminar on the Civil Law
G42511 M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ivil Law
G42632 M 민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Civil Law
G42103 M 민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ivil Law
G42729 D 민사소송법기본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G42519 M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w of Civil Procedure
G42641 M 민사소송실무연구 Study on Practice of Civil Procedure
G42743 M 보험법특수문제연구 Specific Issues of the Insurance Law
G42653 M 비교경제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Law
G42126 D 비교민사법론 Comparative Theory of Civil Law
G42644 M 비교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G42635 M 비교상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rcial Law
G42202 D 상거래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Business Transation
G42219 M 상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ommercial Law
G42637 M 상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Commercial Law
G42633 M 상법세미나 Seminar on the Commercial Law
G42515 M 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ommercial Law
G42634 M 상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ommericial Law
G42640 M 상사중재론 Theory of Commercial Arbitration
G42648 M 서양법제사연구 Advanced Study on the European Legal History
G42643 M 영미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the Anglo-American Law
G42635 M 영미상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Anglo- American Commercial Law
G42517 M 유가증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Negotiable Instruments Law
G42110 M 유가증권법연구Ⅱ Advanced Study on the Negotiable Instruments LawⅡ
G42107 D 유가증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Negotiable Instrument
G42661 M 유럽의 민사법 European Private Law
G42663 M 인터넷법연구 Study on Internet Law
G42658 M 증권거래법연구 Study of Security Regulation
G42659 M 지적소유권법연구 Studies in Law of Intelellectual Property
G42651 M 집단적노동법연구 Study on the Collective Labor Law
G42513 M 채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Contract and Torts
G42312 D 채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Contact and Torts
G42740 M 프랑스민법연구 Advanced Study on French Civil Law
G42518 D 해상보험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Admiralty and Insurance
G42124 M 해상보험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G42739 M 해양법연구 Law of the Sea



G42652 M 현대계약법 Modern Law of the Contract
G42516 M 회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Corporate Law
G42137 D 회사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Company Law

강의 교과목 내용

<공법전공>
공기업법연구 (Study on the Public Enterprise)

  일반사기업과 구별되는 공기업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Study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UNCTAD, UNID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남북문제, 기술이전문제 등을 연구
국제금융․경제제도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Finance & Economic System)

  국제금융제도 및 국제경제제도 연구
국제기구론 (Theo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사회에서 최근 그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의 법적 성질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국제법사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제문제를 연구 분석
국제법세미나 (Seminar on the International Law)

  국제법상 제문제에 대한 학설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연구
국제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상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있게 분석 연구
국제연합헌장연구 (Study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헌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
국제형사법연구 (Study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사법공조를 중심으로 국제형사법상에 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
기본권연구 (Study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역사적 현실적으로 재조명
기본권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특수한 이론상 원리를 체계적 실제적으로 분석 정리
범죄론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Theory of Criminology)

  범죄론상의 특수문제에 대하여 학설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깊이 있게 연구
범죄심리학연구 (Study on the Criminal Psychology)

  범죄에 있어서 심리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범죄론과의 관계를 규명
법률사상사연구 (Study on the History of Legal Thought)

  현대까지의 주요 법사상을 중심으로 법사학적으로 체계있게 연구
법철학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Legal Philosophy)

  법철학의 기본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깊이있게 연구 분석
법철학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egal Philosophy)

  법철학의 기본원리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연구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ies Legal Philosophy)

  법철학상의 주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
법학방법론연구 (Study on the Legal Method)

  법의 해석 및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제방법론상 문제점을 연구 분석
비교행정법론 (Comparative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aw)

  주요국가의 행정법과 우리 행정법을 비교 검토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서구 입헌주의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기본제원리를 비교 분석
비교형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Law)

  대륙사법, 영미형사법 및 우리형사법을 이론적 실제적 비교 분석



사회법세미나 (Seminar on the Social Law)

  노동법상의 중요문제에 대하여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
사회보장법연구 (Study on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기초 이론과 그 법현실을 분석 연구
사회보장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Social Security Law)

  현대 복지사회 원리를 구현하는 각종 사회보장법상 제문제를 연구 분석
세법연구 (Study on the Tax Law)

  세법 전반에 관한 고찰과 그 특수성 분석 검토
언론법세미나 (Seminar on Communication Law)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
유럽공법 (European Public Law)

  EU통합 및 확장에 따른 공법 분야 연구
유럽연합론 (Theory of European Union)

  유럽연합상의 각종 제도 및 기구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깊이있게 연구
정부형태연구 (Study on the Form of Government)

  입법부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각국의 다양한 정부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관한 분석 및 검토
해법연구 (Law of the Sea)

  해법상의 문제점을 분석 연구
행정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근본원리를 심도있게 분석 연구
행정법세미나 (Seminar on th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적 주요 문제에 대하여 학설 및 판례를 분석 정리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기본제이론을 분석 검토
행정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제적, 이론적 상황을 검토 분석
행정소송법연구 (Study on the Lo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행정소송의 기본원리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
행정작용법연구 (Study on the of Administrative Action)

  행정작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
행정작용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Action)

  행정작용법상 특수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행정쟁송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Judicial Review on the Due Process)

  행정쟁송에 따른 특수문제를 깊이있게 연구 분석
행정절차법연구 (Judicial Review on the Due Process)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행정절차상의 제문제를 분석 검토 
행정조직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행정작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
행정조직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행정조직상의 특수문제에 대해여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하여 그 실제적 이론적 문제점을 재검토
헌법개정론 (Theory of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헌법개정에 관한 기본문제를 비교 헌법학적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 검토

헌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기본문제를 심도있게 분석 연구
헌법사례연구 (Cases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주요한 헌법사례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
헌법세미나 (Seminar on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상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학설 및 사례중심으로 분석 정리



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학의 기본제이론을 분석 검토
헌법재판제도의 연구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국내의 법률뿐만 아니라, 영미, 대륙법상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심도있게 고찰
헌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onstitutional Law)

  헌법상 현실적인 헌법을 중심으로 그 이론과 실제를 분석 종합
헌정사연구 (Advanced Study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Law)

  주요 국가의 헌정사 및 우리 헌정사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 연구
현대법논리학의 연구 (Study on Modern Law Logics)

  법학방법론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법논리학의 법철학적 접근
현대법철학연구 (Study on Modern Legal Philosophy)

  현대 법철학상의 쟁점을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
형벌론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Theory of Punishment)

  형벌론상의 제문제를 책임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현실적 접근방법으로 연구 분석
형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riminal Law)

  형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를 심도있게 연구 분석
형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Criminal Law)

  형법상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형법의 이론체계를 명확히 분석
형법세미나 (Seminar on the Criminal Law)

  형법상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 및 현실을 종합발표 및 평가
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riminal Law)

  형법의 기초 이론과 법리론과 형법론을 유기적으로 고찰
형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riminal Law)

  형법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학설 및 사례를 집중 연구
형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riminal Law)

  형법상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그 분석과 평가를 함
형사소송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및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

형사소송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상 특수문제를 소송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 검토
형사소송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the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의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분야를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 (Study on the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의 제문제와 형법과의 관련을 분석 정리
형사정책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Criminal Policy)

  형사정책 원리와 형법원리의 상호관계 및 그 이론적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
환경법연구 (Study on 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제원리와 문제점을 연구

<사법전공>
가족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Family Law)

  가족법상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 판례를 분석 연구
가족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Family Law)

  가족법상의 특수문제를 그 학설과 구체적 현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강제집행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Execution)

  민사소송상 강제집행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분석
경제범죄론연구 (Study of Economic Crimes)

  경제범죄에 관한 형사법규 및 규제이론을 Topic별로 연구
경제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Economics Law)



  경제법 제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기초원리를 철저히 이해함을 모색
경제법연구 (Advanced Study on Economic Law)

  경제법의 특수원리 및 기타법과의 관계를 연구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Study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국제거래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국제사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의 기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체계적 구성을 모색
국제사법연구(Advanced Study on the Conflict of Laws)

  국제사법의 기본문제를 연구 분석
고용보장법제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Employment Security Laws)

  고용보장관계법의 특수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
금융 증권법연구 (Study on the Banking Law and Securities Law)

  금융관계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특수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
국제상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국제상사 거래에 관한 제법을 국제적 거래실무와 관련하여 연구 검토
노동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Labor Law)

  노동법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이론을 이해심화
노동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Labor Law)

  노동법상 각종 사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찰
노동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bor Law)

  노동법에 관한 일반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노동보호법연구 (Study on the Labor Protection Law)

  노동자와 관련된 보호법의 기본원리와 그 내용을 연구 분석
노동쟁의조정법론 (Theory of Adjustment Law of Labor Dispute)

  노동쟁의법 및 노동쟁의 조정의 이론 및 실제적 문제를 연구 분석
독일민법연구 (Advanced Study on German Civil Law)

  독일민법의 전반적 분석과 우리 민법과의 관계를 연구
독점금지법연구 (Study on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의 실천적 원리와 현행법 내용을 연구 분석
로마법연구 (Study on Roman Law)

  대륙법의 모체인 로마법의 발달과정과 그 내용 및 영향을 연구 분석
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Reality)

  물권법상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 판례를 분석 연구
물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Reality)

  물권법상의 특수문제를 그 학설과 구체적 현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민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ivil Law)

  민법상의 근본원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체계적 제구성을 모색
민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the Civil Law)

  민법의 주요 문제를 사례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
민법세미나 (Seminar on the Civil Law)

  민법상 주요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종합 연구 분석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ivil Law)

  민법중 일반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민법특수연구 (Special Study on the Civil Law)

  민법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학설 및 판례를 연구 비판
민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ivil Law)

  민법상의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이론과의 관계를 밝힘
민사소송법기본문제연구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민사소송법상 기본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체계적 구성을 모색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상 제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민사소송실무연구 (Study on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실무상의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법적해결 방안을 모색
보험법특수문제연구 (Specific Issues of the Insurance Law)

  보험계약법상의 특수문제를 고찰하고 보험시장에서 진화하는 보험상품의 발전양상을    보험계약법적으로 접근하고
자 한다.
비교경제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Law)

  주요 국가에 관한 경제관련법제와 그 운용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고찰
비교민사법론 (Comparative Theory of Civil Law)

  관련 외국민법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 민법과 비교 연구
비교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외국의 비교법학자의 저술을 중심으로 비교법의 기본이론을 연구
비교상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rcial Law)

  중요한 외국상법과 우리 상법을 비교 연구
상거래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 of Business Transation)

  현행법상의 거래계의 실제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비교 분석 검토
상법기본문제연구 (Advanced Study on Basic Problems in the Commercial Law)

  상법상 제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체계적 구성을 모색
상법사례연구 (Cases Study in 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원리를 사례연구에 따라 종합적 실질적으로 분석
상법세미나 (Seminar on the Commercial Law)

  상법상 주요 문제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
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he Commercial Law)

  상법상 기초 이론에 관한 연구
상법판례연구 (Research in Cases on the Commercial Law)

  상법상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비판
상사중재론 (Theory of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상거래상의 실무와 관련하여 상사 중재의 본질을 규명
서양법제사연구 (Advanced Study on the European Legal History)

  대륙법, 영미법상의 교류 및 서양법제사상의 법의 계수에 관하여 연구 분석
영미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the Anglo-American Law)

  일반적 영미법 원리에 관하여 원서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
영미상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Anglo-American Commercial Law)

  영미 상사법에 관한 제이론과 실제를 연구 분석
유가증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Negotiable Instruments Law)

  유가증권에 관한 법제를 연구 분석
유가증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Negotable Instrument)

  유가증권법 분야의 주요쟁점 및 경제 실태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함.
유럽의 민사법 (European Private Law)

  EU통합 및 확장에 따른 민사법 분야 연구
인터넷법연구 (Study on Internet Law)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분석
증권거래법 (Study of Security Regulation)

  증권거래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주요 사안별로 연구
지적소유권법연구 (Studies in Law of Intelellectual Property)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권법상의 특수문제를 사안별로 연구
집단적노동법연구 (Study on the Collective Labor Law)

  집단적 노동법의 기본 구조와 그 내용을 연구 분석



채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Contract and Torts)

  채권법상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 판례를 분석 연구
채권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Lawof Contract and Torts)

  채권법상의 특수 문제를 그 학설과 구체적 현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프랑스민법연구 (Advanced Study on French Civil Law)

  프랑스민법의 전반적인 분석과 우리 민법과의 관계를 연구
해상보험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Admiralty and Insurance)

  해상법과 보험법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해상보험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해상보험법 분야의 주요 쟁점 및 경제 실태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해양법연구 (Law of the Sea)

  해양과 해양법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제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현대계약법 (Modern Law of the Contract)

  계약에 관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전형계약과 이에 대한 규율방법을 연구
회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Corporate Law)

  상법상 회사제도에 관하여 그 이론과 원리를 분석 연구
회사법특수문제연구 (Study on Specific Problems in the Company Law)

  회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 및 경제 실태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종합시험 과목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공 법

헌 법

형 법

형 사 소 송 법

행 정 법

국 제 법

법 철 학

G4201

G4202

G4203

G4204

G4205

G4206

공법전공자는 공법과목에서 3과목 선택

단, 사법과목에서 1과목 선택 가능

사 법

민 법

상 법

민 사 소 송 법

국 제 사 법

노 동 법

경 제 법

G4207

G4208

G4209

G4210

G4211

G6284

사법전공자는 사법과목에서 3과목 선택

단, 공법과목에서 1과목 선택 가능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공 법

헌 법

형 법

형 사 소 송 법

행 정 법

국 제 법

법 철 학

D4201

D4202

D4203

D4204

D4205

D4206

공법전공자는 공법과목에서 4과목 선택

단, 사법과목에서 1과목 선택 가능

사 법

민 법

상 법

민 사 소 송 법

국 제 사 법

노 동 법

경 제 법

D4207

D4208

D4209

D4210

D4211

D6263

사법전공자는 사법과목에서 4과목 선택

단, 공법과목에서 1과목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