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아하고 굳건한 학문공동체”

대한(大韓)의 국권이 외세의 야욕 앞에서 허망하게 스러져 가던 1905년,

교육으로써 나라를 구하겠다는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

그 뜻은 장대했으나 시작은 미미함을 넘지 못했던 대학,

모진 시대를 관통하며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 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

오늘은 세계 일류대학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대학,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법학은 고려대학교와 그 역사를 같이합니다.

1905년 보성전문 법률학전문과는 이 땅에서 최초로 법학 고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보성전문의 역사를 계승하여 오늘날 고려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대학원 

법학과, 법과대학에서 교육, 연구 및 사회적 책임을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의 찬란한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늘 벅찬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의 탁월한 성과는 선현들께서 시대의 전환기마다 보여주신 용기, 희생, 

예지,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 노력이 모여 2017년 QS 대학평가는 고려대학교 법학을 

세계 48위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오늘, 고려대학교 법학은 남다른 비전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법이 

자유, 정의,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려대학

교 법학은 사회에 믿음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아하고 굳건한 학문공동체”

로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명 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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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커리큘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창의적이고 앞선 교육방법들은  

타 로스쿨이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GLP Global Legal Practice

국제비즈니스법무와 국제통상법무에 특화된 최적의 교육과정

> 국제화 시대의 교육·실습환경

영국 Asif. H Qureshi 교수, 중국 Lin Zhang 교수, 미국 John Lee 연방법원판사 등 저명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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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6권역14개국31개교

고려대학교의 570여개 세계네트워크 외에도 로스쿨 자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저명 교육기관과 활발한 교류관계 지속

● 전임교수

강병근 Kang Pyoung Keun / 국제법 안법영 AHN, BUP YOUNG / 민법

강수진 Kang, Soo Jin / 형사법실무 안효질 AHN, HYO JIL / 지적재산권법

김경욱 KYENG WOOK KIM / 민사소송법 유병현 YOO, Byung Hyun / 민사소송법

김규완 KIM, Kyu Wan / 민법 유진희 Jin-Hee Ryu / 경제법

김기창 Kim, Keechang / 민법 윤남근 Yoon Nam Geun / 민사소송법

김명숙 KIM MYEONGSOOK / 민사법 실무 윤영미 Yun Yeongmi / 헌법

김상중 Kim Sang Joong / 민법 윤재왕 Yoon, Zai-Wang / 법철학

김선택 Kim, SEON-TAEK / 헌법 이대희 Lee Dae Hee / IT법

김연태 Kim, Yeon-Tae / 행정법(환경법) 이상돈 Yi, Sang-Don /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김용재 Yongjae Kim / 금융법(증권, 은행) 이재형 Lee, Jaehyoung / 국제법

김인현 KIM, In-hyeon / 상법 이주원 Rhee, Joo Won / 형사법 실무

김정호 Kim, Jeong-Ho / 상법, 기업법, 국제거래법 이준일 YI, ZOON IL / 헌법

김제완 KIM, Jewan / 민법 이황 Hwang Lee / 경제법

김태진 TAE JIN KIM / 상사법실무 이희정 LEE, Hee Jung / 행정법

김하열 Kim, Ha Yurl / 헌법 장영수 Young Soo Chang / 헌법

명순구 Myoung Soon-Koo / 민법 정승환 JUNG, Seung Hwan / 형법

박경신 K.S. Park / 미국법 정영환 CHUNG, Young-Hwan / 민사소송법

박기갑 PARK, KI GAB / 국제법 조영선 Cho Young Sun / 특허법

박노형 Nohyoung PARK / 국제경제법, EU법, 협상론 지원림 Jee, Won Lim / 민법

박세민 Park, Semin / 상법 차진아 Jina Cha / 헌법

박종수 Park, Jong-Su / 세법, 행정법 최영홍 Young Hong Choi / 상법

박종희 PARK,Jong-Hee / 노동법 하명호 Ha, Myeong Ho / 행정법

박지순 PARK, Ji Soon / 사회보장법 하태훈 TAEHOON HA / 형법

신영호 SHIN, YOUNG HO / 민법(가족법) 홍영기 HONG, YOUNG GI / 형법

신창섭 Chang Sop Shin / 국제거래법 Asif H. Qureshi / 국제법

신현탁 Shin Hyun Tak / 상법 Lin Zhang / 중국법

신호영 Shin Ho Young / 세법실무 Judith Janna Maertens / 유럽법

● 석좌교수

이정미 李貞美 (前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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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교수

계희열 桂禧悅 / 헌법 유병화 柳炳華 / 국제법

구병삭 丘秉朔 / 헌법 이기수 李基秀 / 상법

김일수 金日秀 / 형법 정동윤 鄭東潤 / 민사소송법, 상법

김진웅 金振雄 / 노동법 정찬형 鄭燦亨 / 상법

김형배 金亨培 / 민법, 노동법 채이식 蔡利植I / 상법

배종대 裵鍾大 / 형법,형사소송법 하경효 河京孝 / 민법,노동법

심재우 沈在宇 / 법철학, 형법

● 겸임·초빙교수

강성국 / 법무법인 지평 오욱환 / 오욱환법률사무소

김기정 / 법무법인 양헌 윤병철 / 법무법인 화우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이민호 / 법무법인 광장

김동욱 / 법무법인 세종 이옥 /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민조 /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용구 / 법무법인 L.K.B & Partners

김상훈 / 법무법인 바른 이현종 /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선형 / 법무법인 진솔 이홍철 / 법무법인 세종

문준필 / 법무법인 L.K.B & Partners 장영기 / 법무법인 율촌

박민정 / 김앤장법률사무소 전주혜 / 법무법인 태평양

박선종 / 법무법인 나라 조현권 / 프로보노 공익로펌

박주봉 / 법무법인 율촌 최영노 / 법무법인 바른

박태준 / 법무법인 태평양 최재아 / 검사

배성진 / 법무법인 지평 하정섭 / 경찰대학 교수

백광현 / 법무법인 바른 하태웅 / 미국변호사, DLP Piper

백재형 / Kobre & Kim LLP 한상대 / 前 검찰총장

오용규 / 판사



캐나다

페루

미국 

Project
•IOPC 추가기금협약(1조원 클럽) 가입 촉구 활동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평가서 발송

•SH공사 vs. 시각장애인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천과 함께 난민지위 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

•특허청 지식재산권 리걸클리닉 연계사업 선정 및 중소기업 특허상담 진행

•공익변호사모임 ‘위안’과 함께 기부금품법 소송 진행 및 국가배상 소송 진행 중

•미얀마 해외자원개발기업 진출 현장조사 및 소송지원활동

•사회적 기업 WOOZOO 및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Enactus 법률자문 및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국과 MOU 체결

•인터넷법 법률상담 홈페이지 개설 www.internetlawclinic.org

•태국 치앙마이 소재 Earth Right International과 함께 국제사회의 인권을 위한 활동 중

•인터넷법클리닉과 사단법인 오픈넷 MOU 체결

•공익법률상담소 백서, 상담사례집 발간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소재 CLEC와의 협력사업 진행

•전주법률봉사캠프 진행(고등학생 멘토링 및 법학특강 진행)

•형사클리닉과 서울중앙지방·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프로보노 국선전담 법률사무소)과의 MOU 체결

•미국 5대 로펌 DLA Piper 변호사 초청 특강 진행

500여명이 활동(현재까지 누적)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110명 활동

> Special Lecture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행정 각 부 장관 및 주요 로펌대표 등 한국의 대표 저명 법조계 인사와의 만남

> Tutoring
박사과정생, 사법시험 합격생, 로스쿨 우수 재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튜터가 비법학사 출신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질적 학습도움을 제공. 연인원 기준 매학기 300여 튜티가 40여개 분반에서 튜터링 제도 

수혜를 받고 있음

> Mentoring
고려대학교 출신 판사, 검사 및 저명 로펌 변호사들로 구성된 멘토단이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은 법조실무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쌓아가는 기회를 얻고 있음

Social 
Responsibility

24개 학회 및 동아리

능동적인 학문탐구능력과 긍정적인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학우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회OT, 어울림픽, 변호사시험 자료실, 법조인 교우회와의 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운영과 자치활동 활성화 적극지원

Human 
Network

[ 실질적인 법무 실습과 공익활동의 기회, CLEC 과정 ]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CLEC는 법과대학의 상담소에 기초하여 전국 최초의 

리걸클리닉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교수 및 각계의 

자문위원들의 지도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법학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리걸클리닉 지원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기존 7개 클리닉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최근에는 형사클리닉 외 7개의 

클리닉을 신설하여 활동의 폭과 다양성을 확장하였습니다.

CLEC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체계적인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익법률상담소

- 14개 클리닉 운영

- 해외 연계프로젝트 진행

- 2015년 한 해동안 20여개의 조정건 다룸

- 매년 100여건 이상의 법률상담 진행

-  교과과정과 사회참여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공익법률상담소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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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역사

대한민국 법학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법학교육의 시초가 된 고려대 법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한 고려대 로스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봉사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아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노력은 

각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만의 남다른 생각과 도전과 시작. 그것은 곧 모두의 길이 되어 왔습니다.

1907

1905
대한민국 최초로 법학교육을 시작하다

고려대 법과대학은 1905년(광무9년) 4월 당시 대한

제국의 내장원경(內藏院卿)이던 이용익 선생의 ‘자수

자강’ 뜻에 따라 이재학 전문과와 함께 설립된 보성전문

학교 법률과를 모태로 합니다. 보성전문 법률과는 개화기의 

유일한 사학법학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체계 

확립과 그 교육에 기여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습니다.

고려대의 자존심이자 민족의 큰 희망으로 

암울했던 시기였던 1900년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한 34인의 첫 졸업생들은 고려대의 

자존심이자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주역

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추세력이 되었고, 이후 

조국의 해방과 민주화, 평화통일에의 헌신으로 이어

졌습니다. 민족계몽에도 앞장선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

지성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대헌장인 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년)의 주역이었습니다.

2017
고려대의 자존심에서 세계의 리더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세계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온 고려대 로스쿨은 2013~2016년 4년 연속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 50~10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2017년 

평가에서는 50위권 이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고려대 

로스쿨의 연구 및 교육 성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 받은 쾌거입니다. 

2009

1933

글로벌 시대 로스쿨의 새로운 지평 

법학교육의 최정상 위치를 지켜온 107년 고려대 법과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은 고려대 로스쿨로의 새 출발! 

그것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고려대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해 국제법무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대한

민국 로스쿨의 새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젊은 열정의 상징이 된 첫 번째 모의재판 

지금까지도 젊은 법학도들의 열정과 패기의 장이 되고 

있는 모의재판의 전통은 고려대 법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법률학 실습을 연극화하여  

진행한 제1회 모의재판(1933)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

켰고, 해방 이후 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제1회 모의국회(1949) 또한 장차 국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선사후의 

고대정신을 

법으로 풀어내다

공선사후(公先私後)

[ 나보다는 세상과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

공선사후의 숭고한 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고대정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공선사후의 정신을 이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이상을 현실 속에 가장 지혜

롭게 풀어내고자 고민해 왔습니다. 공선사후 정신과 함께 

고려대 로스쿨은 대한민국 법학의 진보와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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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 Now | 현재

● 국·내외 평가에서 주목받은 고려대 로스쿨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고려대 로스쿨은 29개 

항목 중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8개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2016년 4년 연속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학문분야별 순위에 서울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법학분야 50위~10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2017년 평가

에서는 50위권 이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내에 이어 세계가 

고려대 로스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최고의 연구 및 학습인프라

기존 법학관 구관, 법학관 신관, 해송법학도서관 외 2012년 11월 CJ

법학관 준공을 통해, 고려대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제회의실, 중재심리실, 공익법률상담소, 재학생 

전원이 입실 가능한 1인 1석 학습실, 변호사시험자료실과 20여개의 그룹

학습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리더에 걸맞는 최적의 수업, 연구, 

실습, 자치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법학교육의 허브

국내 최초로 개최된 제 4회 아시아 법대학장회의를 통해, 고려대 로스쿨은 

아시아법학교육의 허브로서 국제적인 법학교육 협력의 장이 되었습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세계 저명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 및 해외로펌과의 협력과 항공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활발한 해외 

법무인턴십활동을 제공하여 국제화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 보다 폭넓고 다양한 장학혜택

고려대 로스쿨은 매년 등록금 수입액의 30% 이상을 교내/교외장학금

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학기 평균 200여명 

이상의 재학생이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겸선회, 석림회 등 교내외 

장학기금과 로스쿨 교수장학회, 외부 장학재단, 기업, 선후배 등과 

연계를 통하여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앞으로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법학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다

〉 변호사시험 초시합격

〉 취업률

(2017. 2 기준)

2012년 2013년

100명

2회

2014년

98명

3회

2015년

94명

4회

2016년

96명

5회

2기 3기 4기 5기

2017년

98명

1회

94명

6회

94% 96% 98% 98%

1기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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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무에서의 실효성입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리걸 클리닉이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익법률상담소 CLEC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탁월한 교수진은 법리와 법조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시킵니다.

● 국내외 최고 교수진들의 다양한 실무교육

고려대 로스쿨은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이론가와 실무가로 다양하게 

구성된 56명의 교수진을 통해 고려대 법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실무교육뿐 아니라, 각 분야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학계의 동향과 실무적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합니다. 

● 법무 실습과 공익활동의 기회, CLEC 과정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 CLEC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수 및 각계의 자문위원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대한민국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리걸클리닉 

지원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을 신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꾸준히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한국 법학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 혁신ㆍ경쟁ㆍ규제법 센터

(ICR 센터)

2010년 9월에 설립된 ICR센터는 시장경제의 3대 원리인 시장경쟁,  

정부규제, 혁신의 정신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발전방향을 연구

합니다.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동북 아시아

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인민대학 경제법센터와 공동설립한 한·중 시장

규제법센터(MRLC)를 통해 China-Korea IP&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발간 등 학계와 현장 실무를 연계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및 

봉사소양교육

Practice |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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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은 법학교육의 혁신을 이끌어갈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자랑합니다. 최신 학문경향과 사회적 요구,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은 졸업 후 곧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법조인을 키우는 전문화된 커리큘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돕는 기초과정 이후 전문·특성화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심층 교육은 전문역량에 실천적 적용능력을 더해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학생 

개개인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 GLP, 공익·인권, 분쟁해결(DR) 등 16개 전문과정

고려대 로스쿨은 국제법무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국제법무(GLP-

Global Legal Practice), 공익·인권, 분쟁해결(DR), 해상법, 조세법 및 

노동법 등 총 16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무는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통상법무로 나뉘어 운영되며 특성화 과정의 일정 학점 

이수 시 심사를 거쳐 전문인증서가 수여됩니다. 

● 디플로마 과정 및 법학전문박사 과정

디플로마 과정과 법학전문박사 과정은 전문 분야에 대한 심화된 법률

지식과 실무에 밀착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각 수강생의 수요와 상황에 

맞게 탄력적,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로스쿨 외에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교차수강의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화된 커리큘럼

전문화된

커리큘럼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

사법부, 검찰, 공무원, 전문변호사, 

기업, 학계, 국제기구, 공익 

사회단체 등

진출 법역의 

비전

▹ ▹

전문과정 진입 자격시험

종합시험

 전문·특성화 과정의 기초로서 

법학 일반교과

탐색교과

•법학기본교과

•실무기본교과

•기초법과 전문교양 교과

•윤리 및 일반교양

[ 교육목표 ]

01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의 교육

02   집단과 개인의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 교육

03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의 교육

[ 교육목적 ]

지도자적 우수전문 법조인과 

법학자의 양성

[ 교육이념 ]

홍익인간, 교육구국

1 단계

기초과정

•전문교과

•실무전문교과

•특성화(GLP)교과

종합평가(Portfolio Assessment)

졸업요건

2 단계

전문·특성화과정

정의

자유 진리

Curriculum |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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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법조인 양성! 고려대 로스쿨이 공적 기여의 품성 못지않게 글로벌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입니다. 고려대 로스쿨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시야를 키워주는 

수준 높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Global | 국제화

● 국제적 안목의 성장, 국제교류 프로그램

고려대 로스쿨은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지도자적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본교차원의 국제교류협력관계에 더해 총 14개국 31개 

해외 주요 대학들과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일본의 메이지대학, 중국인민 

대학교 법과대학등과 학생 및 교수 교류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등과 교환학생 프로

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년 중국 현직 판사들을 초청하는 한국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국 판사들에게 한국법률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로스쿨 학생들이 중국 현직 판사들을 통해 중국의 재판실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 석학들로부터 듣는 경험과 조언, 해외저명인사 초청특강

고려대 로스쿨은 법조계 핵심이슈인 경쟁법과 금융법을 비롯해 지적 

재산권법, 증권거래법, 해상법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의 호평 속에 2010년 1월부터 해외 

저명인사특강이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버드대 로스쿨의 석지영  

교수, 뉴욕주 최초 한인판사인 Danny CHUN 판사, WTO Alejandro 

Jara 사무차장, UN ILC위원 Sean Murphy 교수, WTO Alejandro Jara 

사무차장, Hans 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Valery Dmitrievich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 Jane.C.Ginsburg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등 세계적인 법조인과 명사들의 특강이 70회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리더를 위한 글로벌 미국법 강좌

고려대 로스쿨은 국제법무 실무에 필요한 국제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차원에서 전체 강좌의 20%이상을 영어 강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또한 영어 강의가 가능한 각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 세계적 석학 Asif Qureshi 교수, 중국법 

Zhang Lin 교수, 독일법 Judith Maertens 교수 등 외국인 교수를 통한 

생생한 국제법무교육 뿐만 아니라, 여름 계절학기 미국법 집중강좌를 

개설, 미국 유명 로스쿨 석학을 초빙하여 미국법의 핵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최적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인턴십 및 실무실습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다양한 국제기구, 해외로펌 및 해외법무실습기관

과의 연계하에 학생들의 해외 실무실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해외로펌 및 해외법무실습기관과 학생간의 실무실습활동 주선과 

해외인턴십 및 실무실습활동, 해외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에 대한 참가비 

및 항공료 지원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법률교육



Interview | 인터뷰

목혜원/1기,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양헌 윤진하/2기, 김앤장

동기간의 우애는 고려대 로스쿨의 

자랑입니다. 선배와 동기 모두 서로 

도우며 같이 성장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고려대는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국제화를 중점전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무 특성화 과정도 

그러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고려대는 서울에서 해상법 

(Maritime law) 강좌가 제대로 

개설된 유일한 학교입니다.

실무실습과 공익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게 맞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필규/2기, 검사

실제 소송방법을 배웠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남정우/3기, 김앤장

공익법률상담소 활동을 통해 

책 속에서 접했던 법리와 판례가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숙정/1기, 검사

고려대 로스쿨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서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많은 

파트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병훈/1기,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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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고려대 로스쿨에만 있는 튜터링 

제도와 16개의 전문과정 인증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만의

특화분야를 잘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민수/8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인도해주시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기꺼이 멘토가 되어

주시는 선배님들이 있어 고려대 로스쿨이 

자랑스럽습니다.

손웅/8기

최고의 교수진 아래서 법 이론을 공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익법률상담소와 

연계된 CLEC 리걸 클리닉에서 실무를 

경험해보며 완성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욱/8기

선배가 후배의 학습을 돕는 튜터링을 통해 

후배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배는 책임

감을 배웁니다.

천하람/1기, Joowon LLC

현직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다양한 

실무과목, 동문 변호사들과의 멘토링은 

법조인으로의 실질적인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강채원/3기, 법무법인 바른

고려대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튜터링 

제도를 통해 선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로스쿨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습니다.

정유석/3기, 김앤장

탄탄한 기본실력을 다져주는 커리큘럼, 

실무수습 기회가 다양한 시스템, 기꺼이 

멘토가 되어주시는 최고의 법조인 선배님

들이 계십니다. 

장수연/3기,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 실제 소송수행

방법뿐만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민정/1기,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이상돈/4기, 검사

고려대 로스쿨은 도산법, 금융법, 조세법 

등 총 16개의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기 어려운 전문법 

분야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가르

칩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 동반자로 나아가는 

따뜻한 친구들, 언제든 학생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성어린 교수님들. 고려대

로스쿨의 힘은 사람에 있습니다. 

매 학기 60과목이 넘는 강의가 개설되며, 

특히 법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설되는 

각종 실무 과목 및 연습 과목은 고려대 

로스쿨의 큰 장점입니다. 

공익법률상담소와 연계된 리걸클리닉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4기, 법무관 손주현/4기, 법무관주석호/3기, 법무관 정연정/4기, 금융감독원

고려대 로스쿨은 법학 전문 도서관인  

해송법학도서관과 개인별 전용 좌석을 

갖춘 CJ법학관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업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공부에 매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웅/6기, 법무법인 세종

최고의 교수진, 끈끈한 교우애, 체계적인 

전문화 과정 등 고려대에 입학하는 순간

부터 저는 이미 양 어깨에 날개를 단 느낌

이었습니다. 고려대 덕분에 저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에 대해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남형원/7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교수님들, 

진심어린 조언을 주시는 선배님들,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동기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로스쿨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민/7기



KO
REA

 U
N

IVERSITY SCH
O

O
L O

F LAW

16

17

Facilities | 시설
● 세계 수준의 법학전문도서관, 해송법학도서관 

로스쿨생의 개인학습, 토론, 연구 공간인 해송법학도서관은 470여 석의 

열람실 외에 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 정보검색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학 도서와 최신 연구 동향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학술지 및 전자저널 1,000여 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중국, EU 등의 법률 및 판례와 국제법률자료에 관한 다수의 Databas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 로스쿨 전용기숙공간

고려대 로스쿨은 안암학사 글로벌 하우스에 독립된 로스쿨생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전용기숙사 공간은 

효율적인 학업을 위한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 CJ법학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된 CJ법학관에는 고대법학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실과, 중재심리실, 국제규모 학술회의장, 공익

법률상담소, 법학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개인학습실을 마련하여 1인당 1석의 전용학습공간, 

그룹스터디 및 멀티미디어 수업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그룹학습실, 

세미나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01 해송법학도서관과 신법학관

02 CJ법학관 凡民 황의빈 라운지

03 해송법학도서관 열람실

04 법학관

05 강의실

06 세미나 및 스터디를 위한 자유토론실

07 공익법률상담소 CLEC

08 중앙광장

09 해송법학도서관 법학도서실

01 02

03

04 05 08

09

0706

고려대 로스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법학전문도서관인 해송법학도서관과 로스쿨생을 위한  

전용 기숙사 등 세계적인 로스쿨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하드웨어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CJ법학관을 준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이 시대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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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 캠퍼스 생활
●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법학도로서의 첫 출발을 하는 입학식에 학부모를 

초청합니다. 신입생과 학부모가 함께 모여 붉은 스카프와 넥타이를 매고, 

열정과 긍지를 다지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

테이션에서는 특강과 함께 신입생 예비교육안내, 학교 및 학생회 소개, 

학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은 다양한 대학문화의 소개와 응원을 통한 대동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응원문화를 통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

주고, 고려대만의 특별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 학생자치 활동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스터디와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학회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고려대 로스쿨만의 축제를 열고,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학술제와 어울림픽 체육대회도 진행합니다. 

● 4·18 기념 마라톤 대회

고려대학교의 대표적 행사중의 하나인 ‘4·18 기념 마라톤대회’는 1960년 

4·19 민주혁명의 토대가 된 4·18 고려대생 의거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행됩니다.

01 정기 고연전

02,  03 입실렌티 지야의 함성

04 졸업식

05 4·18 기념 마라톤 대회 

고려대의 캠퍼스에는 열정적인 학풍과 끈끈한 교우애가 스며 있습니다. 

뜨거운 화합과 진리의 탐구, 거침없는 도전과 경험,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합니다.

01 02

0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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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 장학금

01   전체 장학금 지급액 대비 가사사정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을 

90% 이상 유지

02   등록금 수입액의 30% 이상 장학금(교비/기금/교외)으로 환원

03   특별전형 가계곤란사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학자에게는 

최소한의 학업기준 충족시 재학기간 중 100% 장학금 지급

04   장학금 지급 수준을 수업료의 100%, 50%, 25%로 차등화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05  학년별 총 장학지급액은 동일한 수준 유지

06   교비로 지급되는 장학금 외 자체 장학기금 확충 및 외부장학재단

과의 적극적인 연계진행

07   등록금액 외에도 생계가 어려운 재학생을 위한 생활지원(희망)장학금 

지급

08   성적장학금을 포기하고 이를 가사장학금으로 양보하는 학생에게 

명예장학생 수여제도 운영

09   한국장학재단과의 연계하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0  하나은행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관련 상담 등 연계제공

●  로스쿨 장학제도  

기본원칙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 수입액의 30% 이상을 

교내/교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매 학기 평균 

2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Guide | 입학전형 안내

[ 입학관련 문의 ]

http://lawschool.korea.ac.kr
- 입학안내

TEL.  02-3290-1428
FAX.  02-927-8819

● 인재상과 양성목표

● 입학전형 원칙 홍익인간, 교육구국, 자유·정의·진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과 법학자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한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 개인적, 집단적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

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  이러한 선발 기준과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된 본교의 제규정에 

의합니다. 

위 원칙하에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  특별전형 : ⑴신체적 배려, ⑵경제적 배려, ⑶사회적 배려

● 인재상 ● 양성목표

〉  입학전형 진행절차

〉  입학정원

LEET 접수 및 응시(개별지원, www.leet.or.kr)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신입생 선발요강 공고(로스쿨 홈페이지)

신입생 원서접수(www.uwayapply.com) 서류제출(등기우편, 택배, 직접방문 제출)

1차 서류전형평가진행 및 합격자 발표(로스쿨 홈페이지) 구술면접(고려대학교 인문계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로스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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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열정을 가진 인재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

-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재

-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원하는 인재

-  전세계에 모교의 명예를 드높일 인재

-  교양과 실력에서 앞서가는 법조인

-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법조인

-  신뢰받는 법조인

-  분야별 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법조인

-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행동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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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연도별 장학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단위: 명)

120명
특별전형*

일반전형

6명

114명



The faculty | 교수진

아름다운 전통은 전해주려는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고려대 로스쿨에는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모인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스쿨 중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전임교수진과 

현장 최강의 실력을 인정받는 초빙·겸임교수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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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커리큘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창의적이고 앞선 교육방법들은  

타 로스쿨이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GLP Global Legal Practice

국제비즈니스법무와 국제통상법무에 특화된 최적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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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6권역14개국31개교

고려대학교의 570여개 세계네트워크 외에도 로스쿨 자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저명 교육기관과 활발한 교류관계 지속

● 전임교수

강병근 Kang Pyoung Keun / 국제법 안법영 AHN, BUP YOUNG / 민법

강수진 Kang, Soo Jin / 형사법실무 안효질 AHN, HYO JIL / 지적재산권법

김경욱 KYENG WOOK KIM / 민사소송법 유병현 YOO, Byung Hyun / 민사소송법

김규완 KIM, Kyu Wan / 민법 유진희 Jin-Hee Ryu / 경제법

김기창 Kim, Keechang / 민법 윤남근 Yoon Nam Geun / 민사소송법

김명숙 KIM MYEONGSOOK / 민사법 실무 윤영미 Yun Yeongmi / 헌법

김상중 Kim Sang Joong / 민법 윤재왕 Yoon, Zai-Wang / 법철학

김선택 Kim, SEON-TAEK / 헌법 이대희 Lee Dae Hee / IT법

김연태 Kim, Yeon-Tae / 행정법(환경법) 이상돈 Yi, Sang-Don /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김용재 Yongjae Kim / 금융법(증권, 은행) 이재형 Lee, Jaehyoung / 국제법

김인현 KIM, In-hyeon / 상법 이주원 Rhee, Joo Won / 형사법 실무

김정호 Kim, Jeong-Ho / 상법, 기업법, 국제거래법 이준일 YI, ZOON IL / 헌법

김제완 KIM, Jewan / 민법 이황 Hwang Lee / 경제법

김태진 TAE JIN KIM / 상사법실무 이희정 LEE, Hee Jung / 행정법

김하열 Kim, Ha Yurl / 헌법 장영수 Young Soo Chang / 헌법

명순구 Myoung Soon-Koo / 민법 정승환 JUNG, Seung Hwan / 형법

박경신 K.S. Park / 미국법 정영환 CHUNG, Young-Hwan / 민사소송법

박기갑 PARK, KI GAB / 국제법 조영선 Cho Young Sun / 특허법

박노형 Nohyoung PARK / 국제경제법, EU법, 협상론 지원림 Jee, Won Lim / 민법

박세민 Park, Semin / 상법 차진아 Jina Cha / 헌법

박종수 Park, Jong-Su / 세법, 행정법 최영홍 Young Hong Choi / 상법

박종희 PARK,Jong-Hee / 노동법 하명호 Ha, Myeong Ho / 행정법

박지순 PARK, Ji Soon / 사회보장법 하태훈 TAEHOON HA / 형법

신영호 SHIN, YOUNG HO / 민법(가족법) 홍영기 HONG, YOUNG GI / 형법

신창섭 Chang Sop Shin / 국제거래법 Asif H. Qureshi / 국제법

신현탁 Shin Hyun Tak / 상법 Lin Zhang / 중국법

신호영 Shin Ho Young / 세법실무 Judith Janna Maertens / 유럽법

● 석좌교수

이정미 李貞美 (前 헌법재판관)

KO
REA

 U
N

IVERSITY SCH
O

O
L O

F LAW

22

23

● 명예교수

계희열 桂禧悅 / 헌법 유병화 柳炳華 / 국제법

구병삭 丘秉朔 / 헌법 이기수 李基秀 / 상법

김일수 金日秀 / 형법 정동윤 鄭東潤 / 민사소송법, 상법

김진웅 金振雄 / 노동법 정찬형 鄭燦亨 / 상법

김형배 金亨培 / 민법, 노동법 채이식 蔡利植I / 상법

배종대 裵鍾大 / 형법,형사소송법 하경효 河京孝 / 민법,노동법

심재우 沈在宇 / 법철학, 형법

● 겸임·초빙교수

강성국 / 법무법인 지평 오욱환 / 오욱환법률사무소

김기정 / 법무법인 양헌 윤병철 / 법무법인 화우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이민호 / 법무법인 광장

김동욱 / 법무법인 세종 이옥 /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민조 /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용구 / 법무법인 L.K.B & Partners

김상훈 / 법무법인 바른 이현종 /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선형 / 법무법인 진솔 이홍철 / 법무법인 세종

문준필 / 법무법인 L.K.B & Partners 장영기 / 법무법인 율촌

박민정 / 김앤장법률사무소 전주혜 / 법무법인 태평양

박선종 / 법무법인 나라 조현권 / 프로보노 공익로펌

박주봉 / 법무법인 율촌 최영노 / 법무법인 바른

박태준 / 법무법인 태평양 최재아 / 검사

배성진 / 법무법인 지평 하정섭 / 경찰대학 교수

백광현 / 법무법인 바른 하태웅 / 미국변호사, DLP Piper

백재형 / Kobre & Kim LLP 한상대 / 前 검찰총장

오용규 / 판사



“우아하고 굳건한 학문공동체”

대한(大韓)의 국권이 외세의 야욕 앞에서 허망하게 스러져 가던 1905년,

교육으로써 나라를 구하겠다는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

그 뜻은 장대했으나 시작은 미미함을 넘지 못했던 대학,

모진 시대를 관통하며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 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

오늘은 세계 일류대학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대학,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법학은 고려대학교와 그 역사를 같이합니다.

1905년 보성전문 법률학전문과는 이 땅에서 최초로 법학 고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보성전문의 역사를 계승하여 오늘날 고려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대학원 

법학과, 법과대학에서 교육, 연구 및 사회적 책임을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의 찬란한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늘 벅찬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의 탁월한 성과는 선현들께서 시대의 전환기마다 보여주신 용기, 희생, 

예지,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 노력이 모여 2017년 QS 대학평가는 고려대학교 법학을 

세계 48위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명과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오늘, 고려대학교 법학은 남다른 비전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법이 

자유, 정의,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려대학

교 법학은 사회에 믿음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아하고 굳건한 학문공동체”

로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명 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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