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과 대 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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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법해석능력과 실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법적분쟁의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 관계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법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혁

1985.  3. 1 사회과학대학 신설

 - 법학과(정원 40명) 신설

1988.  3. 1 법학과 20명 증원(정원 60명)

1995.  3. 1 법학과 석사과정 신설

1996.  3. 1   학제개편 : 사회과학대학을 2개 학부 290명

으로 개편

 - 법학부 : 법학전공(정원60명)

 -   사회과학부 :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사

회학, 정치외교학 전공(정원 230명)

2000.  3. 1 법학과 박사과정 신설

2005.  3. 1 사회과학대학으로부터 법과대학 분리 독립

2006. 11.10 법학연구소 설립

2007.  9.27 중소기업법무센터 개소

2009.  3. 1   법학전문대학원 개원(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음)

2012.  2.21 학사조직개편(학부제 → 학과제)

 법학부 → 법학과 

조직

직책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 비고

학장 교수 이준섭 종합관 310호 / 종합관 421호 2753 / 3785

학과장 교수 오승한 종합관 411호 1503

업무소개

업무안내 안내전화

교학업무, 수업지원, 학생활동지원 3779

법과대학 위치 및 연락처 : 종합관 308호 (☎219-3779)  http://law.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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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교육과정 ] - 법과대학   

학과소개

법학과는 1985년 3월 사회과학대학 내의 법학과로 신설되

어, 1996년부터는 사회과학대학 내의 사회과학부, 법학부 

2개 학부로 개편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6월에 법과

대학 법학부로 독립하였다. 법학 이론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정계·학계 등 사회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며 국가

의 발전,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

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법학과에서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에 의한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법학의 기본임무인 법해석능력과 실천학문

으로서 법학의 특성을 살린 실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법

적분쟁의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적 

조류속에서 국제관계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실력을 함양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생활의 질서

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

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

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본 법학과에

서는 능력 있는 교수진에 의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

들의 ‘자아실현’과 이를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

다. 

교육목표

법하과는 아래와 같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1. 이격, 명예를 존중하는 인재

2. 정보화된 창의적 인재

3. 전문화된 수월한 인재

4.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2009년부터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고 2018년 2월 까지

만 법과대학이 유지됨

교수진

직책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비고

교수 최진안 형소법 종합관 417호 3782

교수 오승한 경제법 종합관 411호 1503 법학과장

교수 강 헌 지적재산권법 종합관 407호 3790

교수 구재군 민법 종합관 410호 3796

교수 권건보 헌법 종합관 403호 2783

교수 류창호 민법 종합관 625호 3792

교수 민경도 민소법 종합관 607호 2760

교수 백윤기 행정법 종합관 420호 2758

교수 소병천 국제법 종합관 624호 2767

교수 오동석 헌법 종합관 304호 2766

교수 윤성승 상법 종합관 423호 2784

교수 윤우일 민법 종합관 405호 3789

교수 윤태영 민법 종합관 406호 3794

교수 이승길 노동법 종합관 409호 3787

부교수 이원희 사회법 종합관 419호 2757

교수 이진국 형법, 형사소송법 종합관 626호 3791

교수 이준섭 상법 종합관 421호 3785 법과대학장

교수 이윤제 형법, 형사소송법 종합관 426호 3784

법학과 위치 및 연락처 : 종합관 308호 (☎219-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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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주대학교 요람

직책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비고

교수 이헌환 헌법 종합관 425호 1504

부교수 임소연 민소법 종합관 416호 3767

부교수 장정애 기업법 종합관 404호 1505

교수 전경근 민법 종합관 402호 2762

교수 정태용 공법 종합관 424호 3780

교수 조지만 기초법 종합관 408호 3793

교수 최 원 세법 종합관 414호 3788

교수 한상돈 중국법 종합관 418호 3786

교수 한영수 형법 종합관 422호 3783

부교수 한지영 민법 종합관 415호 1506

조교수 Christopher Salatiello 미국법 종합관 321호 2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