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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Greetings

1985년 근대 법학의 돛을 올린 이래로, 서울 법대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법학을 선도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여 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기까지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선도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서울 법대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법대는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한국의 

인재만이 아닌 세계의 우수한 외국학생들도 교육하여 세계 속의 SNU Law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투철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서울 법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대학원 원장

               

        이원우

세계적인 법학의 전당 서울 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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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895
SNU Law의 120년 역사, 더욱 빛날 법학교육의 미래를 약속하다 
1895년, 조선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관이 세워진 해로 바로 이것이 서울 법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약 120여 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서울 법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더욱 강하고 찬란하게 빛날 

SNU Law의 내일을 비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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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종

법과대학 15동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과거 동숭동 캠퍼스 시절부터 법대와 함께하며 군사독재시절 시위를 

위해 학생들을 모을 때 울렸던 종입니다. 

학생운동을 막기 위해 종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물관으로 이전된 적도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의의 종 아래 현판에 새겨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문구는 유명한 법언으로 서울 법대 

학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표 상징물 소개 |

백주년 기념관

1995년은 근대사법 100주년과 동시에 서울 법대 개교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에 서울 법대는 ‘백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워 1996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동시에 상징적인 대형 정의의 종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준 열사 동상

서울 법대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최초 졸업생 중 한명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다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기리는 동상이 서암법학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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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SNU Law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이끌어온 SNU Law, 

끊임없이 발전해온 서울 법대의 지난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1981
단일학과에서 공법학과

와 사법학과로 구분

졸업정원제 실시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해 

160명이었던 입학정원이 

모집정원 364명, 졸업정원 

280명으로 확대되었고, 공

법학과와 사법학과의 학생

수는 각각 174명씩이 되었

습니다.

1966
한국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개칭

1964
비교법연구소, 
법과대학부설 
한국법학연구소로 개칭

2012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 배출 

2013
우천법학관 개관

1995
근대사법 100주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법대동창회 
‘법대100주년사’ 출간

1929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0명의 한국인 졸업생 
배출

1908
법관양성소, 
법학교로 개편

1948
법학과와 행정과 
분리 모집

1961
부설기관 
비교법연구소 설치

1895
최초의 국립법학교육
기관 법관양성소 개설

법관양성소는 조선정부가 

근대화를 위해 재판소구

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면서 세운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관

입니다.

1911
법학교, 
경성전문학교로 개명

1923
경성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변경

1926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의 
본과 학생 모집

1946
국립서울대학교 창설
및 법과대학 출범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이 

폐교되자 1946년 8월 22

일자 미군정 법령 제102

호에 의하여 경성전문학

교와 경성대학이 폐지되

고 새롭게 국립서울대학

교가 창설되었습니다.

1962
부설 사법대학원
설치 / 운영

사법관시보의 교육을 법학

교육과 직결시키기 위하여 

신설된 사법대학원은 사업

연수원에 의해 대치되어 폐

지될 때까지 한국법학교육

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준 기관이자 제도였습니다

1952
교수 미국유학 
프로그램 개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6.25 전쟁으로 강의가 중

단되고 부산으로 피난하

여 겨우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교수

들의 미국유학프로그램을 

개시하였습니다. 

1975
관악캠퍼스로 이전

1983
15동 신축 건물로 이전

국산법학도서관 건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시 시점까지 국

내 유일의 법학전문도서관

이었던 국산법학도서관은 

고 김택수 동문(6회)의 기

부금과 법과대학동창회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993
연구시설 수용 위주의
17동 완공 

국제 심포지엄
(국제화시대의 
아시아 법학교육) 
개최

1996
백주년 기념관 준공

2009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3년 과정의 석사과정인 서

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 2009년 3월 출범 이후 

매해 150명의 신입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학

하고 있습니다

서암법학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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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hallenge
SNU Law의 새로운 도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다

서울 법대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 교육이념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 양성

| 교육목표 |

서울 법대의 교육목표는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법적 전문지식을 공급함은 물론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에 공헌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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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ourses

법학교육의 명문 SNU Law에서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이론은 물론, 실무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으로 인정 받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SNU Law의 차별화된 커리큘럼, 120여 년 법학교육 노하우를 집대성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

전체 교과목 필수 교과목 전공 선택과목

교과목 수 209과목 14과목 195과목

학점 609학점 32학점 577학점

■수업연한 : 3년 이상 (학위취득 최소 학점 : 90학점)

이론과 실무의 융합 학제적 종합적 교육 연구 건전한 직업윤리 함양

첨 단 과 목

[ 실무실습과정 ]

선택필수 법률 기초(필수)

기초법 외국법 민법 형법 공법 법정필수

분 야 주요 협력기관명

일반소송실무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지평, 덕수, 한결 등 주요 로펌들

국제법무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 우리금융지주, 시티은행 등

공익인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경제개혁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 가정 법률복지상담원 등

기업금융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생명보험협회, 한국 손해 보험협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재정경제부, 대한상사중재원 등

일반심화
특성화 기본과목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
»

»

»»»»»»»»»»»

■교육과정의 특징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

■ 수업연한 : 3학기 (수료학점 : 24학점 + 논문연구 6학점)

■ 입학자격 : •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 국내외에서 정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이나 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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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

■ 수업연한 : 4학기 (수료학점 : 석사과정 - 24학점 + 논문연구 6학점, 박사과정 - 36학점 + 논문연구 6학점)

■ 전공과정 : 기초법전공 · 헌법전공 · 민사법전공 · 상사법전공 · 형사법전공 · 행정법전공 · 국제법전공 · 사회경제법전공 · 지식재산전공 



⑪,⑫미국

,  호주

③,④대만

  중국

 중국

⑳ 중국

  카자흐스탄

⑲ 중국

 ⑦ 독일

①,② 네덜란드

 ⑭ 영국

   프랑스

⑤,⑥ 독일

 ⑮ 이스라엘

  태국

 ⑬ 싱가포르

 호주

⑩ 미국

  ⑱ 중국

⑯,⑰ 일본

⑧,⑨ 미국

13 Unique Courses

| 국제교류 프로그램 |

국가 학교 국가 학교 국가 학교

1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11 미국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21 중국  Renmin University of China 

2 네덜란드  Maastricht University  12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22 중국  Tsinghua University 

3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13 싱가포르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23 카자흐스탄  Kazakh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and Law 

4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14 영국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4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5 독일  Albert-Ludwigs Universitat Freiburg 15 이스라엘  University of Tel Aviv  25 프랑스   Université Panthéon-Assas (Paris Ⅱ) 

6 독일  Bucerius Law School 16 일본  Nagoya University 26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7 독일  Ludwig-Maximilians Universitat Muenchen 17 일본  The University of Tokyo 27 호주  The University of Sydney 

8 미국  Emory University 18 중국  East China Univ.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8 호주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9 미국  Harvard University 19 중국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 

10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20 중국  Peking University 

 ■SNU Law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 특성화 교육 |

 ■국제법무 특성화 프로그램

 |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 지향 

 |  외국법 과목들을 필수적 선택과목군으로 설정

 |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원들을 통하여 다수의 강의를 외국어로 제공  

 |  2학년 이후 국제법무 특성화 관련 교과목 다수 개설

 |  해외교육기관과의 교육연계 프로그램 마련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rnational 
Taxation

Cross-border Investments 
and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Law 
and East Asia

국제법무
주요 과목

 ■기업금융 특성화 프로그램

 |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의 충족’ 지향 

 |  기업금융, 정보통신, 생명윤리, 미디어 등 각 첨단분야의 관련 강좌 제공

 |  저학년에 수강한 첨단분야 강좌내용을 고학년 실습과정에 효율적으로 연결

기업금융
주요 과목

Merger and Acquisitio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Banking 
Regulation

기업재무관리의 
법과 실무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자본시장법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양성’ 지향 

 |  1학년에는 공법과목들을 통해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 학습

 |  2학년 이후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과목,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실습과정 제공 공익인권 
주요 과목

Human Right Issues in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법과 사회과학

국제인권론

사법개혁

여성주의 법학이론

정보법

생명윤리와 
법 세미나

현대 인권론의 
기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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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의 자랑스러운 선배들, 대한민국 법조계의 각 분야를 선도하다

지금까지 서울 법대 출신들은 졸업 후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이 성공적인 법조계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언제나 가장 앞선 자리에서 든든하게 본보기가 되어 활약 중인 선배들이 지금 SNU Law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합니다. 

14SNU School of Law

저는 현재 인터넷 기업 네이버(주)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터넷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이슈나 갈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정말 가슴 뛰고 멋진 일입니다. 

사실 저도 사시 패스 후 판사를 하다가 LG그룹의 사내변호사를 맡기 위해서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인터넷 기업 네이버(주)으로 자리를 옮겼습

니다. 정해진 길을 꾸준히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가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은 

저의 천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법대 재학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은사이신 최종고 교수님을 

도와서 법학인명사전을 만들었던 일입니다. 1년 여 동안 유명 법학자들의 사진/약력/

저서를 모아 책으로 만드는 일을 꽤 재미있게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 검색되게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네이버(주)’ 에서 CEO로 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훗날 닥치게 될 많은 선택의 기로, 판단의 책임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고민하는 힘도 근육 같은 것이라서, 자꾸 써야 근력이 강해집니다. 당장에 닥친 시험

이나 진로 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줄 아는 힘을, 학창시절부터 길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네이버(주) CEO 김 상 헌(82학번)

열정을 갖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십시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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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에 신설된 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 Investment Facility)에서 법률을 총괄하는 General Counsel(국제

기구의 법무담당 부행장)로 있습니다. CGIF는 아시아 경제에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각국 회사채 발행 시 보증을 해줌으로써, 해당 회사채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승시켜 다양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증권시장을 두텁게 형성, 

향후 외환위기에도 금융시장이 버티도록 지침 역할을 합니다. 

저의 학부시절은 80년대 서울의 봄으로 이념 갈등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동기와 선후배들이 늘 격려와 힘이 되었고 지금도 매주 메일을 

전하는 스터디그룹 친구들은 평생의 보물입니다. 후배들에게는 평생 유지하는 

운동과 동아리(써클) 활동, 삶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학창시절에 반드시 

시작하기를 권해봅니다.  

끝으로, 법조인은 사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 법조계가 영화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실족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안타깝습니다. 

첫째, 늘 정도를 걷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둘째, 손에서 펜을 놓고 돈을 

벌려는 순간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없음을 겸허히 깨달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재물을 지향하지 말고, 지양하며, 보다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재미로 균형있는 생활을 찾아, 주변 사회에 훈훈한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CGIF General Counsel  박진순 (84학번)

지난 법대 재학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는 다솜공부방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물론, 동기, 선배들과 함께 오고 가면서 연애, 진로 등 개인

적인 문제부터 심각한 고민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

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2차 공부를 하던 기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졌던 그 시기,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느꼈던 

소소하나 뿌듯한 성취감들, 동료, 선배들과의 동료의식...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빛나는 청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비 법조인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모든 법적인 분쟁은 결국 사람 사이에

서 발생하는 일들이므로, 법률적인 지식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 인간성,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해소하여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물과 분쟁의 여러 면을 종합적,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법적 분쟁이 극한에 이르러 법정까지 오게 된 당사자들이나 피고인들의 비합리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가짐’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이나 일반인의 상식 등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하고 

존중하는‘배움의 자세’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동부지방지법원 판사  조원경 (95학번)

주변 사회에 훈훈한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 인간성,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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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에 진행하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연탄을 나눕니다. 

■ 활동 후기 

01. 우선 프로보노의 구성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 / 이과를 포괄하여 전 학과를 아우르는 멘토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동아리의 큰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른  

전공을 공부한 뒤에 법학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기에 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하여 조금 더 진심 어린 조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02.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단 1회의 방문이고 우리가 입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함께한 약 4시간 동안의 시간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나름의 공부방법론이나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온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공부 외적인 조언들 역시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03.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형, 누나

들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크게 달랐다며, 

우리의 강의와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된다는  

감사의 인사도 들었습니다. 

나아가 봉사활동 자체는 1회적인 활동이지만, 

그 후에도 회원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꾸준히 연락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동아리 

차원에서는 동아리 메일을 공개하여 활동 

후에도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학생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다며 연락을 

해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 봉사활동 동아리 - 프로보노  |
 회원들간에 마음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모임, 졸업 후에도 따뜻한 나눔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모임을 지향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프로보노, 머리보다 가슴이 앞선 SNU Law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설립 취지

 |  2011년 2월, 지역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중·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진학 특강 및 멘토링 ’ 동아리입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프로보노는 봉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한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문제 관련 활동,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지원 활동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관련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근 주요 활동

 | 진로·진학 특강 & 1 : 1 멘토링 |  프로보노의 기본활동으로 학기당 3회씩  

  관악구청 소재 고등학교(광신고, 남강고, 문영여고, 미림여고, 신림고, 

  인헌고 등)에 방문하여 특강 및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 북한이탈대학생 1 : 1 멘토링 | 서강대학교 북한이탈대학생 동아리와 연계

  하여 진행하는 활동으로, 북한이탈대학생과 동아리 회원을 1 : 1로 매칭하여 

  보다 편안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Habitat 활동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Habitat 경기·파주지부와 연계, 파주 

  지역에서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두 채의 가옥을 도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프로보노 마켓 |  학생들로부터 물건을 기부 받아 자하연 앞에서 

  ‘자선바자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감하였고, 모든 수익금은

  ‘연탄봉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사랑의 연탄나누기 |  프로보노 마켓의 수익을 기반으로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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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목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공익전담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동아리입니다. ‘공익변호사’

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현실 앞에서, 공익변호사

의 꿈을 가진 동기들의 의미 있는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은 2013년 여름에 결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공익전담변호사가 적어도 한 기수

에 한 명은 배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공익전담변호사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는 쉽게 대변될 수 

없었던 ‘장애, 여성, 난민, 이주, 사회취약계층, 노동인권’ 등의 분야에서 값진 

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기존의 지원방식과는 조금 다른 우리만의 방식  |

‘사법연수원 41기’, ‘감성펀드, 42기 낭만펀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는 기수별 모금방식을 통해 공익변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역

시 기수별 모금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기수별 모금방식에 한정하여   

공익변호사를 배출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사업

| ❶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5기소개의 밤 - 2013년 9월 5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운영위원들은 동기들에게 공익전담변

호사가 동기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배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저희 모임의 취지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내에 위치한 글로벌

하우스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 임자운 

변호사가초청되어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 ❷ 5기펀드 이름공모사업 - 2013년 9월 중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중 5기에서 배출될 공익전담변호사를   

지원하는 펀드의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함께 꾸는 꿈이라는 의미, 공을 들여 

준비한다는 의미, 공익변호사로서의 공익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 ‘공들임 

펀드’가 5기펀드의 이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❸ 뱃지판매사업 - 2013년 11월 13일 / 14일  |

법대건물들을 형상화 한 뱃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표현한 

뱃지를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자체 디자인하여 주문한 뱃지는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 ❹ 보물찾기 - 2014년 3월 12일 / 13일  | 

학내 공간 곳곳에 ‘딱지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우들이 찾아온 딱지들을 한 데에 모아 

‘함께 꾸는 꿈’이라는 우리의 모토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제작물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1층 유민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❺ 독서대 공동구매사업 - 2014년 3월 중  |

로스쿨생들의 필수품인 독서대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하였습니다. 소비자  

가격 26,000원에 판매되는 필기받침대 겸용 2단 독서대를 개당 18,500원에 

납품받아 23,000원에 판매하고, 4500원의 차익을 공익변호사지원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총 90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지금껏 진행한 수익사업 중 

최고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 ❻ 원래대로 화분 분양 - 2014년 5월 13일  |

과도한 경쟁에 지친 학우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내 공간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화분분양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0여명의 학우가 

화분을 분양받아 화단을 조성하여 자칫 삭막할 수 있는 학내 분위기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

사법연수원 펀드는 연수생들이 연수과정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므로, 1000명이

나 되는 모금대상자들로부터 즉시 모금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학 중에 급여를 받는 대신 등록금을 매학기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

니다. 현시점에서는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

문에, 홍보와 수익사업이 결합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여 개별적인 CMS약정 후

원에 앞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활동의 지원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재원이지만, 구성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경쟁한 기억만 

남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합했던 추억 하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2년 뒤의 모습  |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 활동계획을 접수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활동계획들을 학내외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기금이 배분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익변호활동을 전

업으로 하는 자를 지원하는 데에 기금이 사용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력법조

인의 공익활동지원이나 개별공익사건에 대한 지원 등 보다 다채로운 방식의 지

원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❶

❸ ❺

❷ ❹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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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Mentors
SNU Law 학생만의 특권,  최고의 교수진들이 멘토링하다

서울 법대의 모든 교수진은 한명 한명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인정 받은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강의 교수진에게 수업은 물론, 진로 및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SNU Law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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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교수_ 상법 / 영국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서암관 614호 / T. 880 - 2611

•정선주 교수_ 민사소송법 / 독일 Universitat zu Koln / 서암관 405호 / T. 880 - 2610

•이재협 교수_ 법인류학 / 미국법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 서암관 603호 / T. 880 - 2604

•고학수 교수_ 법경제학 / 협상론 / 미국 Columbia University / 서암관 505호 / T. 880 - 2602

•김도균 교수_ 법철학 / 독일 Christian - Albrechts - Universität zu Kiel / 17동 503호 / T. 880 - 5793

•송석윤 교수_ 헌법 / 독일 빌레펠트 대학 / 17동 402호 / T. 880 - 9067

•김화진 교수_ 상법 / 독일 뮌헨대학교 / 17동 313호 / T. 880 - 4088

•이근관 교수_ 국제법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 17동 502호 / T. 880 - 7555

•이원우 교수_ 행정법 / 독일 Hamburg 대학교 / 서암관 608호 / T. 880 - 7551

•김종보 교수_ 행정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508호 / T. 880 - 2603

•이봉의 교수_ 경제법 / 독일 Johannes-Gutenberg Uni Mainz / 서암관 602호 / T. 880 - 2606

•최봉경 교수_ 민법 / 독일 뮌헨 대학교 / 서암관 605호 / T. 880 - 7568

•송옥렬 교수_ 상법 / 미국 Harvard Law School / 서암관 610호 / T. 880 - 1449

•양현아 교수_ 법여성학 / 미국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 17동 515호 / T. 880 - 9033

•이효원 교수_ 헌법 / 통일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604호 / T. 880 - 2608

•이상원 교수_ 형사법 / 서울대학교 / 17동 304호 / T. 880 - 2618

•이우영 교수_ 공법 / 미국 Stanford Law School / 17동 316호 / T. 880 - 9065

•김형석 교수_ 민법 / 독일 Trier 대학교 / 서암관 504호 / T. 880 - 9066

•오정후 교수_ 사법 / 독일 Freiburg 대학교 / 서암관 602호 / T. 880 - 9248

•노혁준 교수_ 상법 / 서울대학교 / 17동 305호 / T. 880 - 2534

•정순섭 교수_ 금융규제법 /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 서암관 404호 / T. 880 - 2605

•권영준 부교수_ 민법 / 서울대학교 / 17동 314호 / T. 880 - 4081

•허성욱 부교수_ 공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503호 / T. 880 - 9137

•전종익 부교수_ 헌법 / 서울대학교 / 17동 513호 / T. 880 - 2601

•박준석 부교수_ 지적재산권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403호 / T. 880 - 2617

•윤지현 부교수_ 세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402호 / T. 880 - 2616

•최계영 부교수_ 행정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502호 / T. 880 - 2533

•이재민 부교수_ 국제법 / 서울대학교 / 17동 516호 / T.880-7572

•이동진 부교수_ 민법 / 서울대학교 / 17동 404호 / T. 880 - 7574

•천경훈 부교수_ 상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517호 / T. 880 - 6296

•강광문 부교수_ 아시아법 / 일본 동경대학교 / 17동 505호 / T. 880 - 7596

•김복기 부교수_ 사회보장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601호 / T. 880 - 7583

•Benjamin F. Hughes 부교수_ 영미법 / 미국 NYU School of Law / 17동 306호 / T. 880 - 7578

•Birgit Daiber 조교수_  EU법 / 독일 뮌헨대학교 / 17동 405호 / T. 880 - 7564

•이계정 조교수_ 민사실무 / 서울대학교 / 서암관 501호 / T. 880 - 4135

•전상현 조교수_ 헌법 / 서울대학교 / 17동 302호 / T. 880 - 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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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Mentors
•신동운 교수_ 형법 / 독일 Freiburg 대학교 / 서암관 516호 / T. 880 - 7563

•최병조 교수_ 로마법 / 독일 Georg August 대학교 / 서암관 515호 / T. 880 - 7580

•김건식 교수_ 상법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 서암관 513호 / T. 880 - 7581

•정인섭 교수_ 국제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507호 / T. 880-7554

•남효순 교수_ 민법 / 프랑스 Nancy 제 2대학교 / 서암관 509호 / T. 880 - 8231

•박은정 교수_ 기초법  / 독일 Freiburg 대학교 / 서암관 408호 / T. 880 - 9086

•정상조 교수_ 지적재산권법 /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서암관 609호 / T. 880 - 8235

•윤진수 교수_ 민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411호 / T. 880 - 7599

•한인섭 교수_ 형사법(형사정책) / 서울대학교 / 17동 315호 / T. 880 - 7577

•김재형 교수_ 민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616호 / T. 880 - 8234

•정종섭 교수_ 헌법 / 연세대학교 / 서암관 412호 / T. 880 - 7550

•이용식 교수_ 형사법 / 독일 Freiburg 대학교 / 서암관 607호 / T. 880 - 7557

•이창희 교수_ 세법 / 미국 Harvard Law School / 서암관 410호 / T. 880 - 7573

•장승화 교수_ 국제거래법 / 미국 Harvard Law School / 서암관 613호 / T. 880 - 7560

•신희택 교수_ 국제투자법 / 미국 Yale Law School / 서암관511호 / T. 880 - 9139

•박   준 교수_ 국제금융거래 / 미국 Harvard Law School / 서암관 611호 / T. 880 - 2607

•석광현 교수_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 / 서울대학교 / 서암관 615호 / T. 880 - 2612

•박정훈 교수_ 행정법 / 독일 괴팅겐 대학교 / 17동 303호 / T. 880 - 7556

•정긍식 교수_ 한국법제사 / 서울대학교 / 17동 514호 / T. 880 - 7570

•조홍식 교수_ 환경법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서암관 617호 / T. 880 - 8789

•이철수 교수_ 노동법 / 서울대학교 / 17동 403호 / T. 880 - 7552

•조   국 교수_ 형사법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17동 504호 / T. 880 - 5794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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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SNU Law campus
SNU Law에서 이루어갈 법조인의 꿈,  이곳 관악 캠퍼스가 든든한 터전이 되다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SNU Law 학생들의 소중한 꿈,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 서울 법대는 

완벽한 교육, 학습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수업시설, 법학도서관, 그리고 편안한 

휴식공간까지 바로 이곳 관악 캠퍼스가 예비 법조인의 든든한 성공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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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현황 |

 ■교직원 _ (2015. 3월 기준)

|  교   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소계

43 12 3 58
| 직   원

법인직원 자체직원 조교 소계

10 5 7 22

 ■학생 _  (2014. 9월 기준)

| 학사과정
법학부

141

|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400 191 591

|  법학전문
 대학원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493 33 526

|  졸업생
 현황

학사 석사 박사 소계 전문석사 전문박사  소계 총계 

15,138 2,029 484 17,651 405 6 411 18,062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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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도서관

부서 전화번호 Fax 부서 전화번호 Fax

관장실 02-880-5326 02-877-7749 대출실 02-880-5330

사무실 02-880-5327 정기간행물실 02-880-7594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소장실 02-880-4117 연구원실 02-880-4118 행정실 02-880-4119

 ■법학연구소

부서 전화번호 Fax 부서 전화번호 Fax

소장실 02-880-5470
02-873-6269

기술과법센터 02-880-7569 02-871-7408

행정실 02-880-5471 공익산업법센터 02-880-5056

법률자문실 02-880-8240 공인인권법센터 02-880-6862

간행부 02-880-5473 국제통상•거래법센터 02-880-9162

금융법센터 02-880-5472 02-871-7408 경쟁법센터 02-880-7575 02-871-7408

| 부서 소개 |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부서 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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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실장 02-880-7533

행정실 서무 02-880-7534, 8237 02-888-5560

행정실 교학 02-880-7536~9 02-889-7485

법무지원실장 02-880-2447

부서 전화번호 Fax

교육지원실장 02-880-2448

연구지원실장 02-880-2446

교육연구지원실 02-880-6866

연구지원실 02-880-7584, 7565

전산지원실 02-880-8232

부서 전화번호 Fax

환경•에너지법센터 02-880-2449
헌법•통일법센터 02-880-1869
건설법센터 02-880-9097
고용복지법센터 02-880-7582
법과경제연구센터

법이론연구센터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는 1961년 4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창립되었던 「비교법연구소」에서 기원합니다. 이후 1964년 

 9월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67호, 제4조 5호)과 1970년 4월 서울대학교설치령의 제정(대통령령 제4870호, 제6조

 1호)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 분야

 |  산하에 금융법 센터, 기술과 법 센터 등 분야별 전문 센터를 두고 법률분야 중요논제의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동,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학술서적, 학술지 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산하 센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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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연구지

서울대학교 法學 경제규제와 법Law & Technology 공익과 인권Journal of Korean Law BFL

법학
연구소

기술과법 센터

금융법 센터 공익산업법 센터 국제 통상·거래법 센터

공익인권법 센터

환경·에너지법 센터

경쟁법 센터

건설법 센터 법과경제연구 센터

헌법·통일법 센터 고용복지법 센터 법이론연구 센터

 ■국산법학도서관

 | 법학도서관의 정식명칭은 국산법학도서관으로 이는 법학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기꺼이 사재를 털어 재원을 마련해주신 故 국산 김택수 동문(법대 

  제6회)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아호를 따른 것입니다. 1982년 10월에 

  기공하여 1983년 12월 3일에 준공을 마치고 개관한 국산법학도서관은 

  연면적 1,246㎡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석조 건물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전문도서관입니다.

 ■ 서암법학관

 |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과 함께 서암 윤세영 동문(법대 제15회)의 

  후원으로 서암법학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국산법학도서관도 확장이관

  하게 되었습니다. 서암법학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골유리 건물로 

  기존의 국산법학도서관과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 도서관 현황

  •보유 장서 : 총 157,035권(국내 법학도서관으로서는 최대 규모)

  •구독 현황 : 총 471종의 정기간행물 구독

  •기타 자료 : 법학전문 WEB DB / e- journal / e-book 등

  •법률문헌색인 : 국내 유일의 자체 법률전문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

| 법학도서관 |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출범과 함께 법과대학 도서실로 처음 문을 

연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은, 1961년 6월 동숭동 캠퍼스에  2개의 자유

열람실과 1개의 모의법정, 275석의 열람석을 마련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법학도서관도 관악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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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설 및 캠퍼스 안내 |

Campus map

| 오시는 법 |

1.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3번 출구)
 서울대입구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옴 → 
 학교 셔틀버스나 시내버스(5511, 5513) 또는 택시 승차

 ■ 운행노선 | 괄호 안의 숫자는 학내 버스 정류장 번호임
 • 행정관행 셔틀버스 : 서울대입구역 → 행정관 앞 잔디밭(4-1)  
                             → 서울대입구역
 • 제 2공학관행 셔틀버스 : 서울대입구역 → 제2공학관
 • 5511번 시내버스 : 서울대입구역 → 정문 → 경영대(18) 
                          → 행정관(4) 방향으로 순환
 • 5513번 시내버스 : 서울대입구역 → 정문 → 행정관(4) 
                          → 경영대(18) 방향으로 순환

2.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4번 출구)
 낙성대역 하차 → 4번 출구로 나옴 → 마을버스 02번 또는 택시 승차

❶ 법학과

❷ 법학도서관 / ❸ 법학연구실, 법학연구소

❹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❺ 우천법학관

❻ 규장각 / ❼ 문화관

❽ 사회과학대학 

❾ IKB 커뮤니케이션 센터

❿ 두레학생문예관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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