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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스쿨이
미래를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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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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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학이념 하에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설득, 타협, 소통을 통해

교육이념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조화시키는
리더십을 갖춘 법조인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

글로벌 법조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교육목표
Mission

Vision

Strategy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

민주적 법치사회에

글로벌 시대를

기여하는

열어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윤리적 법조인

역량 있는 법조인

창의적 법조인

특성화

국제화

정보화

from the dean

from the 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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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스쿨,
국제적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의 산실

일제 치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시인 윤동주의 연세대학교
는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세의 창립정신은 ‘도전과 창조’, ‘나눔과 배려’,
‘섬김과 존경’ 그리고 ‘소통과 공감’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민주적 법치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법조인’, ‘글로벌시대를 열어가
는 역량 있는 법조인’,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법조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이론과
실무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와 전문가를 확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13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이자 학문의 전당으
로서 ‘국제성’과 ‘수월성(秀越性)’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경쟁력을 가진 대학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로펌, 기업 및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의 연세로스쿨 졸업생
들의 높은 취업률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로스쿨은 윤리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제적 실무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법률가를 지향하는 엘리트들을 위하여 연세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안 강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Academic Programs

Academ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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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스쿨은
로스쿨 교육의 전범(典範)을 제시하였습니다
◼ 민주적 법치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
•학제적 성격의 공법 교육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강좌 개설
•‘공공거버넌스와 법’에 대한 특성화 교육

◼ 글로벌시대를 열어가는 역량 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과 외국법 교육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개설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에 대한 특성화 교육

◼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
•연성권력(Soft Power)시대가 요구하는 소통능력과 설득력 및 법 현실에 대한 성찰과
이론적 인식을 강화하는 강좌 개설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방적 교육
•‘의료·과학기술과 법’에 대한 특성화 교육

필수기본과목군

기반과목군

심화과목군

•헌법Ⅰ·Ⅱ

•공법

•공법

•계약법Ⅰ·Ⅱ

•형사법

•형사법

이

•물권법

•민사법

•민사법

론

•불법행위법

•상사법

•상사법

•형법Ⅰ·Ⅱ

•사회·경제법

•사회·경제법

•민사소송법

•의료·과학기술법

•의료·과학기술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및 비교법

•국제법 및 비교법

•리걸클리닉

법조

•기초법 및 연계분야

•기초법 및 연계분야

•실무수습

진출

기반과목군

심화과목군

필수기본과목군
실
무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공법쟁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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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rograms

필수 / 기본

기반

심화

실무응용

필수실무

필수실무

법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문장론

법조윤리, 실무수습
공법

공법

공법

행정법Ⅰ·Ⅱ,

정치관계법, 지방자치법,

공법응용,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등

입법학 등

공법쟁송실무

형사법분야

형사법분야

형사법분야

형사정책,

경제형법, 사이버범죄론,

형사법응용,

형사증거법 등

회복적사법 등

형사소송실무

기본과목군

민사법분야

민사법분야

민사법분야

헌법Ⅰ

채권담보법, 손해배상법,

민법통합사례연구,

민사법응용,

헌법Ⅱ

민사집행법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등

민사소송실무

상사법분야

상사법분야

상사법분야

형법Ⅰ

회사법, 유가증권법,

자본시장법, Global M&A and

상사법응용,

형법Ⅱ

국제거래법 등

Law, 은행경영거래와 법 등

국제계약실무

사회·경제법분야

사회·경제법분야

사회·경제법분야

독점규제법, 집단적노사

국제기업활동과

금융과 조세실무

관계법, 조세법Ⅰ·Ⅱ 등

독점규제, 국제조세 등

의료·과학기술법

의료·과학기술법

계약법Ⅰ·Ⅱ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

의료·과학기술법

특허법, 저작권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지적재산권

보건의료법 등

의료소송론, 사이버법 등

라이센싱실무

국제 및 비교법

국제 및 비교법

국제법,

국제기구법, WTO 분쟁해결,

American Law 등

유럽연합법 등

기초법 및 연계분야

기초법 및 연계분야

법철학, 법사회학

응용법철학,

회계와 국제기준 등

협상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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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과정
다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법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공

졸업생 특성화 관련 취업현황

공영역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법원
재판연구원
검찰
검사
정부 	경찰청, 법무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연구원

조인을 양성하여 법원, 검찰, 국회, 행정부
등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져 분

졸업생 특성화 관련 취업현황

쟁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비즈

로펌

니스 활동에서 요구되는 국제적 법률감각
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기
업, 금융기관, 로펌 등으로 진출시키고 있
습니다.

 장, 김&장, 로고스, 세종, 율촌, 지평,
광
태평양, 화우 등
기업
기아자동차, 대우증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매킨지컨설팅, 삼성물산,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영회계법인, 한화그룹,
한화증권,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상사,
STX지주회사 등
공공기관	공정거래조정원, 금융감독원,
상사중재원, 은행연합회, 인천항만공사,
한국은행,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

의료·과학기술과 법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기술,

졸업생 특성화 관련 취업현황

유전자 등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급속도

기업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한미약품,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SK에너지, S-Oil, 두산중공업, GS건설
공공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기
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적 법조인
을 양성하여 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
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Training

Profess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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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스쿨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 풍부하고 다양한 법조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 확보
◼ 다수의 외부기관에 실무수습 파견교육 실시
◼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Yonsei Legal Clinic)를 통한 법률지원 활동

MOU 체결 및 실무수습 파견기관 현황

단위 : 기관 수

48 46
29

10

2

법무법인

정부기관

민간기구,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경실련, 민변 등)

(UN, UNESCO 등)

및 법률사무소

및 공공기관

관련협회 및 기업체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법인 광장 등)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금융투자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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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Degree & Exchange Programs

Dual Degree &
Exchange Programs
연세법학이
세계법학과 만납니다
◼ 해외명문 로스쿨과의 복수학위제도
미국 워싱턴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 UC헤이스팅스대학교
등과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프로그램 이수자는 연
세로스쿨의 학위와 미국 로스쿨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유명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과의 교류 협정
독일 괴팅겐대학교, 호주 시드니로스쿨, 싱가포르 국립대,
중국 북경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학술 및 학생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법학교육을 통한 글로벌 법조인 양성
세계 20여개 명문 로스쿨로 구성된 CTLS(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세
계 저명한 교수들로부터 양질의 글로벌 법학교육을 받을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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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Freie Univertität Berlin, The Law Department
•Georg-August-Universit t Göttingen(Göttingen
University) Faculty of Law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人民大學 法學院

(Renmin University of China Law School)

Crimi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ollege of Law
•Ramon Llull University ESADE Law School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
•Thammasat University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The University of Sydney Sydney Law School
•The University of Zurich Faculty of Law
•Tilburg University Faculty of Law
•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oalt Hall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University of Copenhagen Th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Sao Paulo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Asian Legal Studies Center
•Washington University at St. Louis School of Law
•慶應義塾大學 法科大學院(Keio Law School)
•國立臺灣大學 法律學院(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Law)
•北京大學 法學院(Peking University Law School)
•北海島大學 法科大學院(Hokkaido University School of Law)
•山東大學 法學院(Shandong University Law School)
•汕頭大學 法學院(Shantou University Law School)
•西南政法大學 法學院(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Law School)
•浙江大學 光華法學院(Zhejiang University Guanghua Law
School)
•重慶大學 亞洲法硏究所(Chongqing University Law School
Asian Law Center)
•中國法學會(China Law Sociey)
•中國人民大學 法學院(Renmin University of China Law School)
•華東政法大學 訴訟法學硏究中心(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Dual Degree & Exchange Programs

연세법학이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Dual Degree & Exchang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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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김벼리

ESADE Facultad de Derecho /
Universidad de Chile Facultad de
Derecho

두 달 남짓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김소라

UC Berkeley Law School summer LL.M.

스페인 명문인 ESADE에서 EU 중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국제환경법을 배운 것과 국립 칠레대학교에서

다채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국제분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법을
배운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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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CTLS)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CTLS)

慶應義塾大學 法科大學院
(Keio Law School)

김혜령

박민주

송영섭

CTLS라는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계 법률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일본의 ‘연세대’에 해당하는 게이오대

런던에서 제 삶의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한

Transnational Law에 관한 과목을 수강하며

로스쿨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현직 로펌 변호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 판례들을

국제 법률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

사님들의 금융법무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분석하여 실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고 세계 속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법률

지적재산권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하신 특허

그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점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권, 저작권 관련 분쟁의 쟁점들에 대해

기회였습니다.

토론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Financial Support

연세로스쿨은 최적의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upport

18

국내 최고의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가계곤란장학금을 비롯하여
성적우수장학금, 논문우수장학금, 국제화장학금, 특성화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여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9

장학제도
•전체 등록금 수입액 대비 30% 이상의 장학금 지급
•50% 이상의 학생에게 폭넓은 장학금 지급 혜택

구분

취지

내용
특별전형 가계곤란자로 최초 입학한 학생에게

경제적 문제로 학업에 지장을
가계곤란장학금

받지 않도록 가계곤란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입학전형요강에 명시된 가계곤란 조건 유지 시
졸업 시까지 전액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 사유를 적시하여 가계곤란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상대적 가계곤란자를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학업성적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급
연구 조교 및 로스쿨 행정조교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Scholarship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학생지도센터 및 공익법률지원센터 조교
국제화 추진단, 웹마스터, 컴퓨터실 조교
학생회 임원

Academic Research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학생을

Scholarship

장학생으로 선발

Global Leadership

활발한 국제활동을 수행한 학생을

Scholarship

장학생으로 선발

특성화장학금

모의재판장학금

법현장학금

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자
법학 관련 외국어 논문 작성, 외국 법학 논문 번역
현상공모 수상자, 외국경연대회 수상자
CTLS 등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참가 학생

특성화경력과 잠재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법조인의 기본 자질인 변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특성화센터 조교

각종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의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

01 강 수 미

글로벌 법학교육을 이끌어 갑니다

다양한 법조직역을 경험한 최고의 실무교수진이

FACULTY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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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민사소송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변호사

04 김 영 희

서울대(민법)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원
•비교사법학회 회원
•법사학회 회원

07 김 종 철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헌법)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0 김 홍 기

연세대(상법/자본시장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02 김 남 철

Tübingen Univ.(행정법)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05 김 정 오

Univ. of Wisconsin(법철학/법사회학)

•한국법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08 김 준 기

Georgetown Univ. Law Center(상법/국제경제법)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
•힐스거버넌스센터 초대 원장
•미국 Foley & Lardner 법무법인 변호사

11 나 종 갑

Washington Univ.(지적재산권법)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발명진흥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03 김 성 수

Tübingen Univ.(행정법)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06 김 정 환

Göttingen Univ.(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2015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16년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역임

09 김 준 호

연세대(민법)

•연세대학교 윤리경영담당관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연세법학회 회장

12 남 형 두

Univ. of Washington(지적재산권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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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3

14
15

16
15

16
15
17

18
17

18
19

20
19

20
21

22

23

24

13 박 덕 영

연세대(국제경제법)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산업통상자원부 FTA 민간전문가 자문단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

16 박 지 용

연세대(보건의료법)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조교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컨설턴트

19 손 한 기

연세대(민사소송법)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중국법센터 소장

22 심 희 기

서울대(형법)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역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14 박 동 진

München Univ.(민법)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 부회장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17 손 인 혁

연세대(공법실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20 신 현 윤

Freiburg Univ.(상법/경제법)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역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제4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23 안 강 현

연세대(상법/국제거래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한국상사법학회 이사
•변호사(한국 및 미국 뉴욕주)

15 박 정 우

연세대(세법)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학 및 경영학박사
•제27대 한국세무학회 회장 역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역임

18 손 창 완

연세대(법조실무)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21 심 영

Univ. of London, QMW.(상법/금융법)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은행법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24 안 춘 수

Münster Univ.(민사법/국제사법)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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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5 오 병 철

연세대(민법/과학기술법)

•공학박사(정보통신공학전공)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28 이 미 현

Harvard Law School(법조실무/기업금융)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31 이 종 수

Konstanz Univ.(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34 전 광 석

München Univ.(헌법/사회보장법)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26 윤 태 석

연세대(법조실무)

•김,장앤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9 이 상 윤

Univ. of Wisconsin(사회법/노동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미국 변호사

32 이 중 교

서울대(세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회 입법지원위원

35 전 지 연
Göttingen Univ.(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27 이 덕 연

Bonn Univ.(헌법)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
•국회입법지원단 자문교수

30 이 연 갑

서울대(민법)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School of Economics
33 이 철 우 London


and Political Science(법사회학)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객원교수
•아시아법과사회학회(ALSA) 이사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36 최 난 설 헌

연세대(경제법)

•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
집행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자체규제 심의위원
•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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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37 최 진 수

38 한 견 우

연세대(행정법)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사

40 함 재 학

Harvard Law School(헌법사상)

•미국 Cente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 Berggruen Fellow
•네덜란드 고등학술원(NIAS) Henry G. Schermers
Fellow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Reagan- Fascell Democracy Fellow

Universite Pantheon Sorbonne(행정법)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위원회 위원장

41 홍 성 필

39 한 상 훈

서울대(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형법입문, 법과 진화론 등 (공)저

Yale Law School(국제인권법)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Chair-Rapporteur(의장)
•APF, ACJ(Advisory Council of Jurists),
Expert(한국위원)
•전 World Bank – ICSID Conciliator(조정인)

특임교수 / 겸임교수
특임교수 성 영 훈

제5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임교수
고
구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박

유
상
성
갑
경
명
상
용
윤
은
학
희
균
명

창
엽
수
유
수
섭
준
찬
섭
경
민
제
제
환

법무법인 청파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상준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법무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필로스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배
백
서
송
안
양
양
오
유
이
이
이
이
이

창
대
민
희
종
동
원
은
승
경
규
상
성
주

대
용
석
섭
석
수
석
주
룡
호
홍
윤
훈
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민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오은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KL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이 준 희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변호사
임 상 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 준 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
정 계 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 성 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 성 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 지 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최 태 형 최태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 진 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DANNY K. CHUN 뉴욕주 법원 판사
Li Ming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STUDENTS

연세로스쿨의 자랑스러운 동료들이

새로운 로스쿨시대를 함께 열어갑니다
01 김 태 욱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제9대 학생회장

법을 공부하면서 힘들고 슬픈 나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로스쿨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
다. 소중한 동기들 및 교수님들과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이들과 함
께 나누는 온기에 이미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02 신 재 윤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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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9대 학생회 부회장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훌륭한 동기들 및 선후배님들과 교류하면서
힘들지만 즐거운 날들을 보내며 추억을 쌓아가고 있고, 늘 따뜻하
게 맞아주시는 교수님들께 법학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삶을 배우
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03 박 예 슬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변리사

과학도로서 연세대 로스쿨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분
위기와 전문적인 커리큘럼은 이공계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으
로 성장하는 데 탄탄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04 서 원 준

03

04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제 앞에 놓인 수많은 가능성 중 연세로스쿨을 선택하였고, 좋은 사
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배우며 제 선택이 옳
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세로스쿨에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당당한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05 송 석 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며, 각
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곳. 시스템
이 찍어낸 법조인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진정 자유로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연세로스쿨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06 이 지 영
05

06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로스쿨에서의 매일은 꿈에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들입니다. 훌
륭한 원우들과 함께 치열하게 미래를 고민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07 임 은 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

각 분야의 대가이신 교수님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선·후배님들로부
터 배우면서, 법학의 첨단을 선도하고 정의에 관하여 끊임없이 고민
하는 법현(法賢)으로 자라겠습니다.

08 정 다 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 로스쿨 3년, 학부 7년, 총 10년을 연세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원우들 옆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
여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07

08

25

01 김 새 미

판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동기 및 선후배와 교류하며 배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은 연세로스
쿨의 큰 장점입니다. 로스쿨에서의 3년은 짧은 시간동안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연세로스쿨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02 고 건 영
01

02

검사

공학을 전공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저에게 연세로스쿨 입학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
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법학에 대한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이
제는 어엿한 법조인이 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
원하겠습니다.

03 하

나

검사

교육학을 전공했던 제가 연세로스쿨의 3년을 통하여 한 명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
운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세로스쿨에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값진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04 엄 복 현
03

04

법무법인 세종

연세로스쿨에서의 3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평생
을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들, 법학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세로스쿨의 교과과정, 이 교과과정을 완벽
하게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광복관에서 우리의 학업을 위해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05 배 민 수

김앤장

“인내가 아니라 수용이다.” 같은 시간이라도 당장의 성공을 위해 인내만 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수용
하는 자세를 통해 더 큰 각자의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지 않았을 첫 걸음을 축하 드
리며, 앞으로 펼쳐질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응원합니다.

06 정

05

06

신

법무법인 광장

연세로스쿨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인격적이시고 훌륭한 교수님
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던 동기들과 함께 했기에 법학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
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이 땅에 공의와 정의
가 바로 서길 함께 꿈꾸며,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07 김 수 진

법제처 사무관

배움에는 끝이 없고,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연
세로스쿨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소중한 꿈을 키워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08 김 대 유

금융감독원

전 직장을 다닐 때에는 법적 소양이 부족하여 자신감도 없고 지적 갈증을 느꼈는데, 로스쿨에서 보낸
시간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진로를 바꿔 금융감독원에서 근
무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금융 분야를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
다. 로스쿨을 통해서 기존에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07

08

09 장 수 영

삼성전자

변호사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접하고 고민할 때마다 어김없이저를 도와주는 것은 연세로스쿨에
서 갖추게 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연세로스쿨을 통해 튼튼한 뿌리를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 임 주 환

개업 변호사

신문기자에서 개업 변호사 겸 시민단체 활동가로의 전환. 연세로스쿨에서의 3년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격하면서 동시에 자애로운 교수님들, 경쟁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학우들이 있었기에 로스쿨 생활을 돌아보면 늘 웃음 짓게 됩니다. 연세로스쿨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의 ‘근육’을 단련하세요.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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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현황
•제1회부터 제7회 변호사시험의 졸업자 누적합격
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1기
졸업자
(2012)

2기
졸업자
(2013)

3기
졸업자
(2014)

4기
졸업자
(2015)

5기
졸업자
(2016)

6기
졸업자
(2017)

7기
졸업자
(2018)

누적

96.46%

96.58%

97.52%

92.11%

94.02%

91.74%

88.42%

94.02%

<취업현황>

•제1기부터 제6기까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평균
9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취업분야
도 법원, 검찰, 대형로펌 뿐 아니라 행정부, 국회,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문 멘토링
입학 후에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로스쿨 동문을 멘토로 만날 수 있도록 동문멘토
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

법원
·
검찰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법무
법인

사내
변호사

행정기관
및 공기업

공동 및
단독법률사무소

기타
기관

인원수

67명

122명

252명

96명

47명

63명

21명

27

국내변론대회
제1, 2, 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
대법원이 주최하는 최고 권위의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제1, 2, 4회 연달아 민사부문 우승을 휩쓸어 연세대 로스쿨의 우수성
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회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및 제3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대상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는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와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하는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여
한껏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국제변론대회
제1회 국제대체적 분쟁해결 법정경연대회(International ADR Mooting Competition) 4강 진출
2010년 8월 홍콩에서 열린 제1회 국제대체적 분쟁해결 법정경연대회에서 연세대 로스쿨팀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팀을
꺾고 한국팀 가운데 유일하게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13회 비스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8강 진출
2011년 홍콩에서 열린 비스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에서 연세대 로스쿨팀이 본선에 진출한 이후, 2015년 홍콩에서
열린 제13회 대회에서는 8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사법 분야의 모의재판대회인데, 국제공법 분야의 ‘제섭
(Jessup)’ 대회와 함께 국제모의재판대회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집니다. 연세대 로스쿨팀은 하버드로스쿨, 출랑롱콘대, 파
리대, 샨토대와의 예선경기를 치르고 본선에 진출한 후 본선 32강에서는 스탠포드 로스쿨을, 16강에서는 덴버대를 꺾고 8강
에 진출하여 연세대 로스쿨의 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campus life

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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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제

신입생으로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에 신입생 오리엔

연세대학교 구성원으로서 봄에는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라카

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KARAKA)’의 함성에 동참할 수 있고, 가을에는 로스쿨의 “법현 Festival”
과 연고전의 응원에 참여하여 젊음의 열기를 느끼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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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센터
●

학생지도센터는 법학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상
담원과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학습, 적성, 진로,
취업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 전원에게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매학기
충분한 시간의 면담을 보장하고 학업 및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지원센터
●

변호사시험 지원센터는 지난 7년간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 1위의 성과로 검증된 과목별 강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변호사시험 지원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각종 변호사시험대비 모
의시험에서 학생들이 거둔 성적을 집계하고 분
석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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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와 동아리활동
민사법학회, 공익인권법학회 등 학회와 운동, 봉사, 종교
등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관심분야를 심화시키고 동료 및
선후배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FACILITIES AND SERVICES

품격과 실용성은 연세로스쿨이 자부하는

시설인프라의 키워드입니다

FACILIT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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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관
광복관은 2002년 1월 지하 2층, 지상 5층 면적 11,859m2의 규모로
건립된 품격과 안전성을 갖춘 현대식 건물이자 2003년 서울시 건
축상을 수상할 정도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건물입니다.

광복관 별관
2008년 11월에 완공된 광복관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2,021.62m2의 단아하고 수려한 건물입니다. 140석의 방청석과
배심원 협의실을 갖춘 모의법정, 동시통역이 가능한 최첨단의
국제회의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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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 본관
2008년 5월에 완공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 6층에 소재한
법학도서관은 3,126.23㎡의 면적에 자유열람석 330석과 정
보검색석 36석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법률서적과
법학 관련 저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자저널 등의 열람이
용이한 정보검색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의 로앤비, 미
국의 Westlaw 등 7개국 16종의 Web-DB를 구비하고 있습
니다.

법현학사
2016년 12월 완공된 법현
학사는 지하 3층, 지상 7층
의 최첨단 건물로서 연세
로스쿨 전용 기숙공간입
니다. 법현학사는 1인 1실,
2인 1실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로
스쿨 학생이 전원 입주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
니다.

법학도서관 분관

백양누리

법학도서관 분관은 광복관 3층,

2015년 10월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시행한 백양로 재창조 사

4층,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학습

업으로 탄생한 지하공간인 백양누리에 있는 식당, 커피전문

전용공간입니다. 전체 390좌석

점, 제과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을 확보하여 재학생 전원에게
1인 1좌석을 배정함으로써 학생
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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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ND SERVICES

01

01 모의 법정
02 광복관 후정
03 세미나실
04	법학도서관
05 학생 휴게실
06 국제 회의장
07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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