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개요
⊙ 법학입문 (Introduction to Law) 3-3-0-0
법학의 기초적인 개념, 특히 법규범의 도덕, 관습, 종교 등 규범과의 관계 및 법 효력, 법 해석 등
에 관해 고찰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법학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법이란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한 영역별 법학입문 과정을 목표로 한다.
⊙ 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Management) 3-3-0-0
현대 기업의 기본문제의 이해를 통하여 후속되는 생산판매, 재무, 인사, R&D 등의 관리문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내용에서는 경영학의 제반개념, 학술용어, 일
반이론, 학문체계, 당면문제 등의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각론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도 제공한
다.
⊙ 전공의 이해 (Understanding of Major) 3-3-0-0
법은 사물의 본성에 기초하여 제정되며, 경제와 경영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
제 및 경영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는 법률과 계약의 범위에서 움직이며, 기업의 경영활동
도 마찬가지이다. 법학은 논리적 추론에 기초하고, 경영학은 실사구시의 접근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영학과 법학은 서로를 필요로 함에도 그 접근방법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며 이를 동시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과목은 양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 경영
과 법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3-3-0-0
헌법의 기본원리, 입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등 헌법학의 기초적 이론과 한국헌법의 구조,
기본원칙, 구체적 내용 및 그 현실적인 실제운영을 연구한다.
⊙ 헌법2 (Constitutional Law 2) 3-3-0-0
기본권 일반이론과 기본권 각론의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내용과 기본권이 침해되
었을 때의 구제절차등을 연구한다.
⊙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Procedure) 3-3-0-0
헌법의 규범력을 담보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능인 위헌법률심
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내용 및 절차를 알아본다.
⊙ 헌법세미나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3-3-0-0
헌법의 중요문제 가운데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의 학설과 판례 등을 검토함으
로써 헌법 및 헌법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 법과종교 (Law and Religion) 3-3-0-0
우리 시대 핵심담론의 하나가 되고 있는 법과 종교의 문제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시도하고,
법규범과 종교규범의 관계와 차이점, 종교규범에 투영된 법규범 등을 고찰한다.

⊙ 형법1 (Criminal law 1) 3-3-0-0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이념 및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범죄성립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
을 이론적 체계에 따라 분석 검토한다.
⊙ 형법2 (Criminal Law 2) 3-3-0-0
형법각칙의 개별적 범죄유형을 구성요건적 해석을 통하여 그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3-3-0-0
다양한 형사사례를 대상으로 법해석을 통한 형법의 실제 적용을 연습한다.
⊙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3-3-0-0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들에
대한 체계적이론적 해석을 시도한다.
⊙ 형사정책 (Policy of Criminal Affairs) 3-3-0-0
범죄현상의 다양한 원인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방지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에 관
하여 강의한다.
⊙ 모의재판실무 (Moot Court Practice) 2-0-4-0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배웠던 이론과 판례를 “모의재판”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이론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적용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 민법총칙(Civil Law 1) 3-3-0-0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로 민법의 기초원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물권법 (Property Law) 3-3-0-0
물권의 일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그 이론과 거래관계의 현실을 비교ㆍ검토한다.
⊙ 채권총론 (Contract and Tort 1) 3-3-0-0
민법전 제3편(채권) 제1장(총칙)의 규정에 관한 분석을 통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소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강의로 채권법 일반이
론 및 관련사례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현대 채권법과 한국법의 특질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 채권각론 (Contract and Tort 2) 3-3-0-0
민법전 제3편(채권), 제2장(계약), 제3장(사무관리), 제4장(부당이득), 제5장(불법행위)의 규정
에 관한 분석을 통한 계약일반이론, 계약의 유형, 부당이득, 불법행위등에 관한 체계적인 강
의로 채권의 발생원인과 관련사례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채권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
모하기 위한 교과이다.

⊙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3-3-0-0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ㆍ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은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ㆍ 소
송행위론ㆍ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 민법연습 (Seminar in Civil Law) 3-3-0-0
민법의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민사법 분야의 중요한 이론과 실생활에서의 민사분쟁
의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 상법1 (Commercial Law 1) 3-3-0-0
상법의 개념과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제생활과 이념연구 및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
적 보조자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법에 관한 고찰을 한다.
⊙ 상법2 (Commercial Law 2) 3-3-0-0
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제문제점을 해
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 상법3 (Commercial Law 3) 3-3-0-0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어음과 수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이들의 특
유한 제도를 실정법에 따라 해설하면서 타 유가증권과 비교한다.
⊙ 보험법 (Insurance Law) 3-3-0-0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보험법의 원리와 학설 등을 학습하며, 현행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
한다.
⊙ 경제법 (Economic Law) 3-3-0-0
정당한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그 정당한 경제질서를 근거지우는 법규범인 경제법에 대해서 강
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 관련법인 소비자보호
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을 연구 강의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된 목적이다.

⊙ 인터넷과 법률(internet and the Law) 3-3-0-0
도메인네임, 홈페이지관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문제의 실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론한다.
⊙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3-3-0-0
행정권의 조직과 활동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절차
법 및 행정쟁송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과 실제 운영을 연구한다.
⊙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 2) 3-3-0-0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국가책임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개별 행

정 분야에 적용하고 구체화한다. 특히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경찰행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조
직법, 공용부담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행정법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
하도록 한다.
⊙ 행정법연습 (Seminar in Administrative law) 3-3-0-0
행정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판결들에 대한 발표, 토론, 강평 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개념
및 이론들을 평면적, 피상적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정법
의 역동적인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 고령사회와 지역복지행정 (Aging Society and Local Welfare Administration) 3-2-2-0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법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행정의 실무를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고찰함. 나아가 지역복지행정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함께 연구함.
⊙ 지방행정론 (Local administration) 3-3-0-0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행정 고유의 특질, 주민에게 편
익을 제공하는 행정, 지방행정 관련 조직, 법제도, 인사, 재정, 정책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3-3-0-0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연구한다. 특히 사회보험, 공
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 강의를 통해 현행 사회보장법제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 전공영어(Legal English Course) 3-3-0-0
원서강독을 통해 영ㆍ미법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서 이와 함께
국가고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중 영어 영역을 탐구해 본다.
⊙ 로마법(Roman law) 3-3-0-0
로마법은 근대 법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과목으로서 근대 법이론은 모두 로마법의 전
통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약원리와 권리이론은 공화정기 로마시대에 완성되었
고, 초기형태의 공법과 형사법 원리와 재판형식의 유래와 기원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 법철학 (Legal Philosophy) 3-3-0-0
법의 본질, 이념, 효력, 기능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인간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존재론적,
인간학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 인권법 (Human rights law) 3-3-0-0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가
지며, 이를 보장함은 사회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개념, 각종 인권
의 내용 및 그 실현방안 , 국내외의 인권현황을 교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고문헌과 시청각
교재, 특강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습하고 토론한다.

⊙ 의료법사례연구(Case study on Medical Practice) 3-3-0-0
의료법 분야의 중요한 이론과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3-3-0-0
로스쿨이나 공무원 직무적성시험 등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결정 또는 판단을 위한 교육과정
으로 기초 논리학, 명제 추론 , 현실적인 사례분석, 복잡한 글 읽기 등이 교육. 법이성(Legal
Reasoning)이라고도 하며, 진학을 위한 공부 이외에도 전공 교과목을 이해하기에 도움되는
학문 분과임.

⊙ 사이버 범죄(Cyber Crime) 3-3-0-0
컴퓨터나 휴대용 통신기기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이해하는 과목으
로, 네트워크 기반의 대용량 저장장치와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활성화된 현대사회의 정보통
신과 관련된 사고와 사건을 이해하고, 다가올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과 관계된 불법행위
예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이해를 통해 정보통신관련 범죄
의 수사와 기소를 위한 증거조사 방식을 파악함
⊙ 융합산업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Interdisciplinary Law) 3-3-0-0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물품의 형상, 모양 등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
법 등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습득하고,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융합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산업재산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작권법(copyright law) 3-3-0-0
인간의 정신적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또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쌍벽을 이루는 지적재
산권으로서 중요한 저작권에 대한 제반내용을 연구·분석한다.
⊙ 디지털재산권(digital property) 3-3-0-0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재산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재산권의 특징과 유형 등
을 학습하며 디지털재산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Trademark Law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3-3-0-0
브랜드와 관련된 법이론 및 실무상 쟁점을 습득하기 위해, 등록주의에 따른 상표법과 사용주
의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을 융합적으로 학습한다.
⊙ 가족법 (Family Law) 3-3-0-0
친족관계와 상속관계에 관한 법이론 및 관련사례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하여 현대 가족법과
한국법의 특질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강좌이다.
⊙ 노사관계법 (Labor Law) 3-3-0-0

현대 산업사회의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법의 연
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교과이다.
⊙ 법과 문화 (Law and Culture) 3-3-0-0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여 법과 현실의 격차의 원인
을 궁구하며 법적 사고의 다양한 적용영역을 개척한다.
⊙ 상법과 세법(Commercial and Tax Law) 3-3-0-0
기업의 경영활동은 상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상법에 관한 체계 및 기본원리에 대해 살펴
본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법의 체계와 원리가 세무와 회계제도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
탐구한다. 특히, 상법에서 정하는 기업관련제도가 회계보고의무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어떻
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룬다. 또한 상법에서 정하는 합병 및 분할과 같은 특수문제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이슈를 살펴본다.
⊙ 현장실습 Ⅰ,Ⅱ,Ⅲ (Field Practice) 3-0-6-0
전공과 관련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전공관련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배
양하여 견문을 넓혀 졸업 후 해외 유망기업 또는 국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준비과정이다.
⊙ 융합·창업종합설계 Ⅰ,Ⅱ(Convergence·Startup Capstone design Ⅰ,Ⅱ) 3-0-0-3
사회 또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팀을 이뤄 스스로 기획, 설계, 제
작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에 다다르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전공 간 융복합적 주제를 다루며,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 교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