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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현황

1. 교육목적

법학전공은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추고 법조계․관계․산업

계에서 활동할 법률전문인, 과학기술도시로 발전해 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

술법 관련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목표

1.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2. 국제화된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3. 과학기술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연도 주요연혁 비고
1980. 9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계열에 법학과 신설 허가
1981. 3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 법학과 설치(100명 입학)
1983. 3 한남대학 법정대학 법학과로 교명변경
1986. 3 종합대학 승격으로 인하여 법정대학 법학과로 개편
1992.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및 이부법학과 신설(40명)
1995. 9 과학기술법 연구소 설립
1996. 3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
1998. 3 행정정책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신설
1999. 3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1999. 10 2000학년도 법과대학 법학부에 지적재산권 법학 전공(주간 40명) 신설
2000. 5 한국대학교육협회에 법학분야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2000.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학분야 학문평가 우수대학 인정(대교협 평가
2000- 116)

2000. 9
특허청과 ‘관․학협약’체결(지식재산권분야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
약)

2001. 8 일본 국립 쿠마모토대학 법학부와 학생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9
지적재산권법학전공을 ‘특허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과학기술법연구소를 ‘과학기술법연구원’으로 명칭변경

2003. 10 일본 난잔대학 법학부와 학생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6. 10 2006학년도 행정정책대학원을 ‘행정복지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007. 3 중국 대련민족학원문법학원과의 유학생교환협정
2008. 12 과학기술법연구원 발행 ‘과학기술법연구’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9. 3 중국 서북정법대학과 학생 및 학술교류협정 체결

법정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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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이수구분 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부(과) 개설학기

법학부 교양필수
법학개론

기초법률영어Ⅰ
기초법률영어Ⅱ

3-3-0
3-3-0
3-3-0

학부
학부
학부

1-1
1-1
1-2

1.3 시설 및 설비

시 설 명 수용인원/개소 주요설비
모의법정 110204 115명 PC/LCD프로젝트

멀티강의실

560610 PC/ LCD프로젝트
560611 PC/ LCD프로젝트
560613 PC/ LCD프로젝트
560614 PC/ LCD프로젝트
560622 PC/ LCD프로젝트

학과사무실 560804(법학/특허/법무법학 공용)
복사기 1대, PC 4대,
노트북 1대, OHP 2대
디지털카메라 1대

▣ 법학 전공 ▣

1. 교육목적

법학전공은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추고 법조계․관계․산업

계에서 활동할 법률전문인, 과학기술도시·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해 가는 우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

응하는 법률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목표

1.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2. 국제화된 안목을 갖춘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3.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전문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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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수진

성 명
전 공 분 야 출 신 학 교

대전공 세부전공 최종학위 최 종 출 신 교
한 철 법학 상법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고영훈 법학 행정법 법학박사 튀빙엔대학교(독일)
정상기 법학 공법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김관식 물리학, 법학
고체물리,

지적재산권법
이학박사·법학박사

/변리사
서울대학교

윤부찬 법학 민법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전현철 법학 행정법 법학박사/변호사 고려대학교
차성민 법학 경제법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피용호 법학 노동법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케빈마이클
카펠 법학 영미법 박사과정수료 클리브랜드마샬 대학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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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
문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국제화된 안목을 갖춘 실무능력중심의 법률전문인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인
을 양성 국제화된 법률전문인을 양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전문인을 양성

2.2 교육과정 편제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양
성

국제화된 안목
을 갖춘 실무능
력중심의 법률
전문인 양성

실무능력을 갖
춘 법률전문인
을 양성

헌법Ⅰ, 헌법Ⅱ,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
각론, 가족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정책과 범죄학,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 해상법,
경제법, 민사소송법Ⅰ, 민사소송법Ⅱ, 형사소송법,
노동법Ⅰ, 노동법Ⅱ, 부당해고구제와 노사분쟁해
결법, 헌법재판연구, 상법세미나, 행정법특강, 법철학
캡스톤디자인, 소송실무캡스톤디자인

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제화된 법률
전문인을 양성 국제경제법, 국제거래․국제사법, 영미법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지역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는
법률전문인 양성

특허실용신안법,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디자
인․상표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조직법, 행정
법각론, 사회보장법Ⅰ, 사회보장법Ⅱ

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양과목

졸업최저
이수학점

전공
기초

(인증필수)

전공일반+전공융합 필수

필수 선택 소계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기초
과학
(BSM)

계

법정대학 법학전공 9 15 45 60 21 7 2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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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학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학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교과목명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1

1 법학개론
기초법률영어Ⅰ

330
330

2 기초법률영어Ⅱ 330 헌법Ⅰ
민법총칙

330
330

2

1 형법총론
상법총칙․상행위법

330
330

헌법 Ⅱ
채권법각론

330
330

2 행정법총론 330
형법각론
채권법총론
회사법

330
330
330

3

1

물권법
유가증권법
행정구제·조직법
경제법
노동법 Ⅰ
민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

가족법
보험해상법
행정법각론
노동법 Ⅱ
민사소송법 Ⅱ
형사정책과 범죄학
법철학캡스톤디자인

330
330
330
330
330
330
330

4

1

사회보장법 Ⅰ
국제거래·국제사법
특허·실용신안법
헌법재판연구
민법연습
형사법세미나
행정법특강
소송실무캡스톤디자인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

사회보장법 Ⅱ
디자인·상표법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국제경제법
영미법
상법세미나
부당해고구제와노사분쟁해결법

330
330
330
330
330
330
330

계 9-9-0 15-15-0 96-96-0

* 표는 격년 개설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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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13985  헌법 I   3-3-0

Constitutional Law I

‘헌법Ⅰ’은 헌법의 기본원리(입헌주의, 법치국가원리, 민

주국가원리, 권력분립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

의 의의와 종류, 내용, 효력 및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의 제한 등에 관한 기본권총론을 공부한 후, 인간의 존

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개별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효

력 및 그 한계 등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공부한다.

13986  헌법 II 3-3-0

Constitutional Law II

‘헌법Ⅱ’은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입헌주의, 권력분립,

대의제, 정부형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각각의 기능과

권한, 상호관계 등에 대하여 공부한 후, 헌법적 가치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의 종류와 각각의 기능과

한계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1424  민법총칙 3-3-0

Geneal Theory of Civil Law

민법총칙은 민법전반인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및 상속

법에 걸친 일반적인 민법의 원리들을 다루는 법영역이

다. 이 강좌에서는 권리의 주체 ․ 객체, 법률행위, 기

간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민사관계

기본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

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472  채권법각론 3-3-0

Special Theory of Obligation Law II

채권법각론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부한다. 채권의 발생

원인의 연구를 통해 민사관계 전반적인 법이론을 습득

할 수 있다. 관련 주요판례와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채

권관계의 특성을 터득하고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전

반적인 해결능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채권관계 법이론

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

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473  채권법총론   3-3-0

General Theory of Obligation Law I

채권법총론에서는 채권관계(또는 채무관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반원칙에 대하여 공부한다. 즉, 채권의 본

질, 내용, 특질, 목적 및 채무불이행책임, 책임재산의 보

전, 채권의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이 다루어진다. 관련 주요판례와 학설을 검

토함으로써 채권관계의 특성을 터득하고 구체적 법률문

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능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채권

관계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

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313  물권법   3-3-0

Realty Law

물권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다루어진다. 민법상 재산관

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물권관계의 연구를 통해 민

사관계 전반에 걸친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

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국가고시 및 취업시험에 대비

하게 하고 또 실제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005  가족법  3-3-0

Family Law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인 친족법과 제5편인 상속법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현대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친족법과 상속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판

례, 학설 및 외국 가족법의 동향을 연구함으로서 가족

관계 문제에 대한 기초적 접근방법을 터득하는 동시에

제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입법정책적인 측면에 관심

을 갖게 한다.

11428  민사소송법 I   3-3-0

Law of Civil Procedu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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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분쟁해결과정을 숙

지하게 함으로써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송절

차를 통한 법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민사소송의 의의 및 목적, 소송대

체적 분쟁해결수단, 관할, 당사자, 소송상 대리인, 소의

제기, 변론, 증거에 걸쳐 이론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

다.

11429  민사소송법 II 3-3-0

Law of Civil Procedure II

본 과목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분쟁해결과정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실제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사

소송절차를 통한 법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소송의 종료, 상소, 재심,

다수당사자소송, 병합청구소송을 비롯하여 판결의 실현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및 보전처분절차를 살펴본다.

13077  형법총론   3-3-0

Criminal Law I

본 과목은 법학계열의 기초과목으로서 기본법 중의 하

나이며, 국민의 자유보장 및 법익보호를 위하여 국가형

벌권 행사의 요건과 그 한계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본 과목은 형사상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통칙으로서

현행 형법총칙을 해석 적용하기 위한 범죄와 형벌에 관

한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

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14075  형법각론   3-3-0

Criminal Law II

본 과목은 법학계열의 기초과목으로서 기본법 중의 하

나이며, 형법총론의 지식을 기초로 한 현행 형법각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개별범죄에 대한 성립요건 및 형벌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강의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4079  형사소송법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

본 과목은 기본법 중의 하나이며,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본 과목은 범죄인의 기본적 인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이 형사절

차단계별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

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716  형사정책과 범죄학       3-3-0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본 과목은 법정책학의 하나로서, 범죄의 원인과 대책

및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체계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입법정책의 제시를 강의한다. 본 과목에서

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초이론을 익히고 범죄

유형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및 행형이론에 대해서도 강의된다.

14185  회사법  3-3-0

Corporations Law

회사법 강좌는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중심으로 학습하

는 강좌이다. 상법 제3편에는 회사의 설립, 지배구조,

자금조달, 합병 조직변경 등 기업의 재편, 해산, 청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회사법통칙

을 비롯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형태의 법률관계

를 다루게 된다.

12649  유가증권법  3-3-0

Negotiable Instruments Law

오늘 날 상거래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필수적인 제도이

며, 대부분의 거래는 유가증권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여러 종류의 유

가증권의 의의와 규율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 어음법·수표법상의 환어음, 약속어음, 수

표의 법률관계를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19407  상법세미나        3-3-0

Seminar in Commercial Law

이 강좌는 상법의 한 영역 또는 몇 개 영역을 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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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목이다. 주제는 상법총칙, 상행위

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유가증권법으로부터 선별되

며, 그 주제들에 대한 판례, 사례, 학설들을 공부한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발표 및 토론하고, 교수가 총평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698  보험해상법    3-3-0

Insurance & Admiralty Law

본 강좌는 상법 제4편의 보험과 제5편의 해상을 내용으

로 한다. 보험의 법률관계를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고

찰하고 보험법일반의 법리 및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구

체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해상에서 영위되는

국제적인 운송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논리구조를 익

히고 이를 통하여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규범적 이해

와 관련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11772  상법총칙 ․ 상행위법  3-3-0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Commercial Transactions

상사법강좌의 첫 번째 관문으로써 상사법이론의 기초와

사례의 검토 분석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한가운

데에 있는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하게 된다. 상법의 개념, 법체계상의 지위, 상

법의 지도원리, 법의 존재하는 형식 등의 기초원리와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법총칙상의 법

리, 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상행위법의 원리와 각론적인 법리에 대하여

검토된다.

18491  국제거래 ․ 국제사법 3-3-0

Intem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onflict of

Laws

이 강좌는 국제거래의 기본 개념과 국제거래계약의 실

무적인 사항을 공부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그

헌장에 해당하는 비엔나협약과 그 거래조건인

INCOTERMS, 결제방법으로서의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상담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인수단계까지의 매계과 제품의 하자, 납품지연

등의 문제를 검토하며, 국제거래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도 공부한다. 아울러 국제사법의 역사와 현재 동향, 준

거법지정과 외국법 적용에 관한 국제사법 규칙들을 검

토한다.

10249  경제법                3-3-0

Competition Law

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의 중요성과 그것의 구체화

인 경쟁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공정한 거래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가

지는 특별한 경제적 의의를 이해한 위에서 현행 실정법

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결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쟁법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를 파악하

도록 한다.

19405  행정구제 ․ 조직법   3-3-0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and Organization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구제법은 크게 행정상손해전보제도

와 행정쟁송제도로 구분된다. 그리고 행정조직법은 행

정기관의 조직과 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본 강의는 행

정구제수단의 종류, 각각의 제도적 취지, 구제의 범위와

한계, 구제절차, 행정기관의 조직 및 권한 등에 관한 이

론과 판례를 주로 다루게 된다.

13964  행정법 총론     3-3-0

General Principle and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본 과목은 학생들이 전문법조인이나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사

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행정법 통론(행정법 일반원칙, 법

원,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의 행정작용형식, 의무이행확

보수단), 행정절차 등을 다룬다.

19406  행정법 각론    3-3-0



Ⅴ. 법정대학 861

Special Principle and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과 개별법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에

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알도록 한다. 강좌

내용은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법, 사회보장행정

법, 보조금법), 토지행정법 등이다.

14083  행정법특강       3-3-0

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법이론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해

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중심의 강좌가 필요하

다. 행정법 이론을 보다 심도있게 공부하거나 또는 사

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이론 및 개별 행정법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법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출 또는 출제

예상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강의도 병행한다.

18488  노동법 I  3-3-0

Labor Law I

노동법I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그 부속법령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관규정 등과,

관련법령으로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안정법, 선원법,

기능장려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등을 살펴보게 되며, 근

로자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적 규율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이해, 파악,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21717  노동법 II   3-3-0

Labor Law II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사회법 영역의 과목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더불어 이원화적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법의 후반부에 해당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모

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참

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등을 살펴보

게 되며, 갈등과 대립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법적 규율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이해, 파악, 모색하

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21723  국제경제법   3-3-0

International Economic Law

WTO 출범이후 급속도로 국제화 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환경을 감안하여, 본 국제경제법 강좌에서는 학생들에

게 국제경제질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법적

인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국

제통화와 국제투자,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들을 다루게

된다. 국제통화에서는 IMF를 중심으로 국제통화제도를,

국제투자에서는 보편적지역적 투자규범을 살펴보게 되

게,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WTO의 최혜국대우 등 기

본원칙과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공정무역에 관한 규범들

도 살펴보게 된다.

12449  영미법   3-3-0

Anglo-American Law

영미법은 법을 발전시키는 방법 및 법률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에서 대륙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법은 대륙법체

계이며 독일의 법사상이 우리법의 배경에 깔려 있으나

우리사회에 영미,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직접 간접적

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영미법의 요소

또한 실정법 중에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고 점점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11475  법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the Law

법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각자의 이해관계

를 조절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학문이다. 법학개론은

법이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체계 있

는 이해와 지식을 갖추게 하며, 그 연구방법을 습득케

하는데 있다.

17858  기초법률영어 I   3-3-0

Basic Legal Englis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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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 및 자격증 시대를 맞이하여 법학분야에서도

영어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기초적인 문법의 습득과 법률문헌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연습이 중심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

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기초학습을 심화시키며

법률영어에 입문하게 된다.

17859  기초법률영어 II   3-3-0

Basic Legal English II

기초법률영어I을 이수한 학생을 상대로 고양된 영어학

습을 하는 과정이다. 문법과 독해력향상을 위한 학습과

정과 병행하여 영어법률용어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익

숙해 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종 자격증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 직접 도움이 되는 수험관련 영어도

병행하여 교육된다.

18490  특허·실용신안법 3-3-0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특허제도의 목적과 연혁, 일반원리,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출원절차와 심사․결정

및 등록절차, 특허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3170  디자인·상표법 3-3-0

Design and Trademark Law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의 일반원리,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 디자인권과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그 등록요건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표법

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

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상표의 기능

과 상표법이 규율하는 표장,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법의

이념과 특색, 상표법의 연혁과 상표제도의 국제적 동향

을 연구한다.

23169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3-3-0

Copyright·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저작권법은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초고속․대량의 정보유

통이 실현되면서 발생하는 정보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로서 저작물의 보호요건, 저작자의 권리, 저

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

제 등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분쟁해결능력

을 구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부정경쟁방

지법은 타인의 상호․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아울러 타인의 영업비밀

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살펴본다.

23837 법철학캡스톤디자인 3-3-0

Law Philosophy

법철학자들의 논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
아가 이를 우리의 법현실에 적용해보도록 함으로써, 법
의 본질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사색을 유도한다. 또한 
법철학적 이론들이 우리사회에서 갖는 현실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현실에 접목된 법사상을 
갖도록 강의한다.

22351 민법연습 3-3-0

Droit civil Law Semina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과 가족법에
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실제 판례와 이해를 돕
는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법 관련 과목들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론적 지식의 풀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00000 형사법세미나 3-3-0

Criminal Law Semina

연습과목으로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및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의 쟁점사항은 물론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적
인 쟁점을 사례화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론 및 관
련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해결능력 및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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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를 배양한다.

00000 헌법재판연구 3-3-0

Constitution Precedents

중요 헌법 판례와 사건 등을 다루며,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여러 사례를 다룬다.

00000 사회보장법Ⅰ 3-3-0

Social Security Law I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각 사회

보장시스템의 개별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 밀접형의

사회보장법학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민감한 이

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제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적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보장법은 I과 II로 나뉘며, I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종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보장법 서론, 헌법질서, 사

회보장기본법, 연금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00000 사회보장법Ⅱ 3-3-0

Social Security Law Ⅱ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각 사회

보장시스템의 개별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 밀접형의

사회보장법학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민감한 이슈

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실무적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사

회보장법은 I과 II로 나뉘며, I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종

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보장법 서론, 헌법질서, 사회보

장기본법, 연금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21735 부당해고구제와 노사분쟁해결법 3-3-0

Wrongful Dismissal Relief &

Labor-Management Dispute Solution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각각의 영역에서

종국적 이슈라 할 수 있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응

즉 부당해고 구제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과 갈

등에 기인하여 벌어지는 이해관계 대립의 조율 즉 노

사분쟁 해결 방법을 체계적・구체적으로 학습하여 현

실적 해결능력 또는 잠재적 담당자로서의 업무능력을

함양한다.

00000 소송실무캡스톤디자인 3-3-0

Litigation practice capstone design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분쟁 사례를 검토・분석하도록

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도

록 함으로써,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높여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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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학전공 ▣

1. 전공현황

1.1 연혁

1.2 교수진

1.3 교육시설 및 설비

연도 주요연혁 비고
1980. 9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계열에 법학과 신설 허가
1981. 3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법경대학 법학과 신설(100명 입학)
1983. 3 한남대학 법정대학 법학과로 교명변경
1986. 3 종합대학 승격으로 인하여 법정대학 법학과로 개편
1992. 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및 이부법학과 신설(40명)
1995. 9 과학기술법 연구소 설립
1996. 3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
1998. 3 행정정책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신설
1999. 3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
2000. 3 지적재산권법학 전공과정 설치
2003. 9 지적재산권법학전공에서 특허법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2003. 9 과학기술법연구소를 “과학기술법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13. 10. 법학전공에서 법무법학전공 분리 및 신설 (주간 45명)

성 명
전 공 분 야 출 신 학 교

대전공 세부전공 최종학위 최 종 출 신 교
김원규 법학 상사법 법학박사 상지대학교(일본)
조인성 법학 행정법 법학박사 튀빙엔대학교(독일)
윤영철 법학 형법 법학박사 프랑크푸르트대학교(독일)

시 설 명 수용인원/개소 주요설비
모의법정 110204 115명 LCD프로젝트

멀티강의실

560610 PC/ LCD프로젝트
560611 PC/ LCD프로젝트
560613 PC/ LCD프로젝트
560614 PC/ LCD프로젝트
560622 PC/ LCD프로젝트

학과사무실 560804(법학/특허/법무법학
공용)

복사기 1대, PC 4대,
노트북 1대, OHP 2대
디지털카메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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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2 교육과정편제

한남대학교
교육목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
공무원 양성

행정구제조직법, 민사소송법 I, 민사소송법 II, 형
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형사정책, 교정학, 헌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
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
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
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폭넓은 교양교육의 바탕 위에 법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추고 더불어 국제적 안목 및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법조공무원(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과(전공)
교육목표

법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법
조공무원 양성

국제화된 법조공무원 양성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이 투철
한 법조공무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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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양과목

졸업최저
이수학점

전공
기초

(인증필수)

전공일반+전공융합 필수

필수 선택 소계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기초
과학
(BSM)

계

법정대학 법무법학전공 9 15 45 60 21 7 28 120

양성

법이론 , 실무능력
을 갖춘 국제적 안
목, 직업윤리와 인
권인식이 투철한 법
조공무원 양성

연습, 민법연습, 형법연습, 행정법연습, 상법연습,
부동산등기법연습, 민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연
습, 법학캡스톤디자인, 공무원윤리캡스톤디자인

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 전
문인 양성

국제화된 법조공무원
양성

법무공무원영어 I, 법무공무원영어 II, 국제법

국가와 지역사
회 발전에 봉
사하는 지도자
양성

직업윤리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법조공무원 양
성

법학캡스톤디자인, 공무원윤리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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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무법학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전공기초 교과목 편성표]

교과목명(학점) 편성학기 이수학점

법학개론(3)
기초법률영어Ⅰ(3)
기초법률영어Ⅱ(3)

1-1
1-1
1-2

9

[전공 교과목 편성표]

학년학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전공융합

교과목명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이수기호 교과목명
학강

실

1
1

법학개론 ○코

기초법률영어Ⅰ

330

330

2 기초법률영어Ⅱ 330
헌법Ⅰ

민법총칙

330

330

2

1

형법총론 ○코

행정법총론

상법총칙·상행위법

330

330

330

헌법Ⅱ

채권법각론

법무공무원영어Ⅰ

330

330

330

2

형법각론

채권법총론

회사법

행정구제·조직법

법무공무원영어Ⅱ

330

330

330

330

330

3

1

물권법

행정법각론

세법

민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

형법연습

법학캡스톤디자인

330

330

330

330

330

330

322

2

가족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II

국제법

형사정책

헌법연습

세법연습

330

330

330

330

330

330

330

4

1

민법연습

상법연습

부동산등기법연습

교정학

공무원윤리캡스톤

디자인

330

330

330

330

330

2

민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연습

행정법연습

330

330

330
계 9-9-0 15-15-0 90-89-2 0-0-0

* 표는 격년 개설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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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11475  법학개론  3-3-0

Introduction on the Law

법학개론은 법의 본질과 개념 등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법학교양을 배양한다.

21000  기초법률영어I 3-3-0

Basic Legal English I

본 교과목은 국제화시대 및 자격증시대에 맞추어 법학

분야에서의 영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영어문법

지식과 영어법률문헌에 대한 독해능력을 배양한다.

21001  기초법률영어Ⅱ 3-3-0

Basic Legal English Ⅱ

본 교과목은 국제화시대 및 자격증시대에 맞추어 법학

분야에서의 영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어문법지식

과 영어법률문헌에 대한 독해능력을 심화한다.

13985  헌법I   3-3-0

Constitutional Law I

헌법Ⅰ은 헌법의 기본원리(입헌주의, 법치국가원리, 민

주국가원리, 권력분립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

의 의의와 종류, 내용, 효력 및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의 제한 등에 관한 기본권총론을 공부한 후, 인간의 존

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개별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효

력 및 그 한계 등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공부한다.

13986  헌법II 3-3-0

Constitutional Law II

헌법Ⅱ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입헌주의, 권력분립, 대

의제, 정부형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각각의 기능과

권한, 상호관계 등에 대하여 공부한 후, 헌법적 가치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의 종류와 각각의 기능과

한계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1424  민법총칙 3-3-0

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법총칙’은 사법관계의 기본원리와 법이론을 체계적

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국가시험

및 취업시험에 대비하게 하고 실제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077  형법총론   3-3-0

Criminal Law I

형법총론은 자유보장 및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

법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며, 범죄와 형

벌에 관한 일반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형법문제를 이

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3964  행정법총론     3-3-0

General Principle and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총론은 학생들이 전문법조인이나 행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

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위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행정법 통론(행정법 일

반원칙, 법원, 법률에 의한 행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작용법(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의 행정작용형식,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절차 등을 다룬다.

11772  상법총칙 ․ 상행위법  3-3-0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

Commercial Transaction

본 교과목은 상사법강좌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상사법

이론의 기초와 사례의 검토 분석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중심에 있는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문

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의 개

념, 법체계상의 지위, 상법의 지도원리, 법의 존재하는

형식 등의 기초원리와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기업조직

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상법총칙상의 법리,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행위법의 원리와 각론

적인 법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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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  채권법각론 3-3-0

Special Theory of Obligation Law

채권법각론은 개별적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전반
적으로 검토한다.

22345  법무공무원영어I 3-3-0

English for Judicial Service I

본 교과목은 공무원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하여 영어문법과 영어독해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지식을 문제풀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22346  법무공무원영어II 3-3-0

English for Judicial Service II

본 교과목은 공무원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하여 법무공무원영어Ⅰ에서 배운 공무원영어의 문

법과 독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출문제의 반복

적인 풀이를 통해 공무원시험의 실전에 대비한다.

14075  형법각론   3-3-0

Criminal Law II

형법각론은 형법총론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형법각칙

상의 개별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습득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일상의 구체적인 형사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3473  채권법총론   3-3-0

General Theory of Obligation Law

채권법총론은 채권관계(또는 채무관계)에 관련된 전반

적인 일반원칙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14185  회사법  3-3-0

Corporation Law

회사법 강좌는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중심으로 학습하

는 강좌이다. 상법 제3편에는 회사의 설립, 지배구조,

자금조달, 합병, 조직변경 등 기업의 재편, 해산, 청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회사법통칙

을 비롯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형태의 법률관계

를 다루게 된다.

19405  행정구제 ․ 조직법   3-3-0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and Organization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최종목적지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구제법은 크게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와 행정쟁송제도로 구분된다. 그리고 행정조직법은 행

정기관의 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본 교과목은 행정구

제수단의 종류, 각각의 제도적 취지, 구제의 범위와 한

계, 구제절차, 행정기관의 조직 및 권한 등에 관한 이론

과 판례를 주로 다루게 된다.

11313  물권법                        3-3-0

Realty Law

물권법은 재산권 중 물권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전반적

으로 검토한다.

19406  행정법각론   3-3-0

Special Principle and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본 교과목은 행정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행정분야에

서 적용되는 법원칙과 개별법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알도

록 한다. 강좌내용은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법, 사

회보장행정법, 보조금법), 토지행정법 등이다.

23404  세법   3-3-0

Tax Law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법의 이론적 지식과 실

무사례를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11428  민사소송법I   3-3-0

Law of Civil Procedure I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분

쟁해결과정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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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민사소송의 의의 및 목적,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관할, 당사자, 소송상 대리인, 소

의 제기, 변론, 증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

본다.

11429  민사소송법 II 3-3-0

Law of Civil Procedure II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분

쟁해결과정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소송법적 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송의 종료, 상소, 재심, 다수당

사자소송, 병합청구소송을 비롯하여 판결의 실현절차인

강제집행절차 및 보전처분절차를 살펴본다.

14079  형사소송법   3-3-0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 기소

절차, 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며,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이 형사절차애서 어떻게 구

현되는가를 이해하고, 일상의 구체적인 형사문제를 체

계적으로 해결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19453  형법연습 3-3-0

Practice on Criminal Law

본 교과목은 공무원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하여 형법총론과 각론에서 배운 이론지식을 객관

식문제 풀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838  법학캡스톤디자인 3-2-2

Legal Capstone Design

본 교과목은 그동안 학습한 여러 가지 법률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학생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팀별로 관심있는 사회 문제를 선정

해결해 봄으로써 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여주는 것

을 교육목표로 한다.

15005  가족법  3-3-0

Family Law

가족법은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전반

적으로 검토한다.

14708  부동산등기법   3-3-0

Law of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이

론과 실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10679  국제법   3-3-0

International Law

본 교과목은 국제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법의 역사, 법원, 국제기구, 국제분쟁의 해결 등 국

제법 전반에 관한 지식을 배양한다.

22349  형사정책 3-3-0

Criminal Policy

본 교과목은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

고, 현행 형사사법의 체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

며,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을 제

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2347  헌법연습 3-3-0

Practice on Constitutional Law

본 교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

공하고자 헌법I과 II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객관식 문제 풀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무

원시험 헌법과목의 기출문제의 풀이 연습을 통하여 관

련 헌법이론과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실전문제의 해

결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00000  세법연습 3-3-0

Exercises of Tax Law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법의 이론적 지식을 기

반으로 객관식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공무원시험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

심으로 세법의 객관식문제를 풀어본다.

 22351 민법연습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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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on Civill Law

민법연습은 민법 관련 객관식 문제 해설을 통해 민법

이론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352 상법연습 3-3-0

Practice on Commercial Law

본 교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 상법총칙 상행위법과 회사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객관식 문제의 풀이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상법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상

법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강좌이다.

22353  부동산등기법연습 3-3-0

Practice on Law of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법연습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객관식 문제 해

설을 통해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7777  교정학 3-3-0

Correction Service Science

본 교과목은 ‘행형과 교정의 목적 및 이념과 교정교육

을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형사정책적 대책,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

제 등을 습득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객관식 문

제 풀이능력을 배양한다.

22355  공무원윤리캡스톤디자인 3-3-0

Ethic of Civil Serviant Capstone Design

본 교과목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공무원윤리와 관

련된 법률 지식들을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

을 접목하여 팀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선정·해

결함으로써,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22350  행정법연습 3-3-0

Practice on Administrative Law

본 교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 행정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객관식 문제의 풀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법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

는 강좌이다.

22354  민사소송법연습 3-3-0

Exercises of Civil Procedure Law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이론적 지

식을 기반으로 객관식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서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다. 본 교과목에서는 공무원시험의 기출문제와 예상문

제를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객관식문제를 풀어본다.

19456  형사소송법연습 3-3-0

Practice on Law of Criminal Procedure

본 교과목은 공무원 시험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객관

식 문제 풀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sms 능력을 배양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