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입생인데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학과 교과과정은 기초법교과과정, 기본법교과과정, 전문법영역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법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다음 단계인 전문법영역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교과과정은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기본법교육과정은 공법영역, 민상사법영역, 형사법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서의 기본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면, 대학 법학의 기본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입니다. 이를 

기본3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3법을 먼저 공부한 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과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국가권

력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은 형법총론

과 형법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학과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충실한 기본법과목 교육입니다. 기본법과목에 대한 탄

탄한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과목선택은 학과 교과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즉 1학년 1학기 

교과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수강의 선후나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

적이 없다면 학과 교과과정대로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편입생인데 어떤 과목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편입생의 교과목 선택은 해당 학생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적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수강했던 학생이 해당 과

목의 학점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수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총론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이

후 각론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입생이라도 법학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 

교과과정부터 차근차근 수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편입하셨어도 법학 공부에 있어서는 신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요. 2학년으로 편입했으니, 2학년 교과목부터 수강하거나, 3학년으로 편입했으니 3학년 교과목부터 수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법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 법학입문, 헌법일반이론, 민법총칙부터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졸업 후에 진학이 가능한건가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소정의 고등교육기관(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시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한데,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시면 정규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대학원에 진학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등 국내 명문 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 고려사이버대학교 법대를 편입해 졸업하면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LLM에 진학 가능한가요?

 우리 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LLM 과정을 진학하여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은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학 조건은 지원하고자 하시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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