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법학(Dept. of Business Management Law)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경영과 법률 및 회계의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기업법무 전문가

전공능력 법률해석능력 · 경영회계능력 · 경영법무능력 · 소송수행능력

교육목표
경영법학융합전공은 경영회계능력과 법률해석능력을 바탕으로 경영법무지원과 기업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기업경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융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갖
춘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및 법학과의 기업법무와 관련
된 필수적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영법학융합전공 교과를 수강하여 경영과 회계 및 법학
의 창의융합적 사고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업법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능력을 학습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비교과과정 
운영

수여학위 경영법학학사(Bachelor of Business Management Law)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기업법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금융법무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투자상담사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법률해석

정의 법률을 법 이론에 맞게 해석하고 법률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법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률이론과 판례의 학습을 통해 법률분쟁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경영회계

정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재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경영의 구조를 이해하여 위험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갖춘다.

◾기업회계원리를 이해하여 재무분석을 통한 정확한 기업분석능력을 갖춘다.

경영법무

정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상사법의 법률지식을 갖춘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적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 능력을 
갖춘다.

소송수행

정의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적분쟁을 소송이외의 조정․화해 등의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기업법무 ● ◐ ● ●

금융법무 ◐ ● ● ◐

[4]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소송관련 법률지식, 

재무회계지식, 
세무회계지식

상대당사자 관점 사고능력, 
재무회계분석능력, 
세무회계분석능력

소송관점 분석마인드, 
위험분석 마인드

실무
경영법무 법률지식, 

경영회계지식
경영법무 사고능력, 

기업분석능력
준법경영마인드, 
회계분석마인드

심화
공법과 사법의 법률이론, 

경영이론, 회계이론
판례분석 및 해석 능력, 

경영분석능력

법적인 분석마인드,

경영적 사고마인드.

기초
법률제도의 구조이해, 
기업경영구조 이해, 

회계원리 이해
법조문해석능력, 기업회계능력

사회에 대한 분석마인드, 
경영위험 분석마인드

[5] 직무수준 별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기업노사관계법 ◐ ● ● ◐ 5 3 2

손해배상법 ◐ ◐ ● ● 4 4 2

회사소송 ● ◐ ◐ ● 5 3 2

세무회계연습 ◐ ● ● ◐ 2 5 3

e-Accounting ◐ ● ● ◐ 2 6 2

실무

기업법률문서작성 ◐ ◐ ● ● 4 4 2

상사채권관리 ◐ ◐ ● ● 5 3 2

재무회계연습 ◐ ● ● ◐ 2 5 3

심화

물권법 ● ◐ ◐ ◐ 5 3 2

회사법 ◐ ● ● ◐ 5 3 2

행정법총론 ● ◐ ◐ ◐ 5 3 2

채권각론 ● ◐ ● ● 5 3 2

어음․수표법 ● ◐ ● ● 5 3 2

인적자원관리 ◐ ● ● ◐ 4 4 2

기업위험관리 ◐ ● ● ◐ 5 3 2



[6] 진로분야 교과목

구분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지식
(K)

기술
(S)

태도
(A)

경제법 ◐ ◐ ● ◐ 5 3 2

자본시장법 ◐ ● ● ◐ 5 3 2

회계원리연습 ◐ ● ● ◐ 2 2 6

중급재무회계1 ◐ ● ● ◐ 6 2 2

투자론 ◐ ● ● ◐ 4 4 2

재무회계 ◐ ● ● ◐ 6 2 2

전공
기초

회계원리 ◐ ● ● ◐ 6 2 2

마케팅원론 ◐ ● ● ◐ 4 3 3

재무관리 ◐ ● ● ◐ 6 2 2

진로분야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기업법무

(C)

전문
세무회계연습
e-Accounting

기업노사관계법 손해배상법
회사소송

실무 재무회계연습 기업법률문서작성

심화

행정법총론 인적자원관리
기업위험관리
회계원리연습
중급재무회계1

회사법[필]
채권각론[필]
어음수표법
자본시장법

기초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금융법무

(F)

전문
세무회계연습
e-Accounting

기업노사관계법 손해배상법
회사소송

실무 재무회계연습 상사채권관리

심화

물권법 인적자원관리
기업위험관리
회계원리연습
중급재무회계1

회사법[필]
채권각론[필]
어음수표법
경제법

기초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7]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업․금융법무 
전문능력

전문

기업노사관계법(CF)
손해배상법(CF)
세무회계연습(CF)
e-Accounting(CF)

회사소송(CF)

기업․금융법 
응용능력

실무
상사채권관리(F) 재무회계연습(CF) 기업법률문서작성(C)

기업․금융법무
심화능력

심화

물권법(F)
회사법(CF)
행정법총론(C)
투자론(CF)
재무회계(CF)
회계원리연습(CF)
중급재무회계1(CF)

채권각론(CF)
어음․수표법(C)(F)
인적자원관리(C)(F)
기업위험관리(C)(F)

경제법(F)
자본시장법(C)

기업․금융법무 
기초능력

기초
회계원리(CF) 마케팅원론(CF)

재무관리(CF)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기업법무(C), 금융법무(F)

비 
교 
과

기업법무 전문가 초청 특강

[8]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 융합교과목: 기업노사관계법, 기업법률문서작성, 손해배상법, 상사채권관리, 회사소송

[9]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능력 K S A 소속

1 1 선택 06088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4 3 3 회계세무학과

2 1

선택 05197 물권법 Law of Property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17 회계원리연습 Practices of Accounting Principles 3 3 심화 2 2 6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16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3 3 심화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0]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능력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법학과

심화
(53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
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존
속,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The law regarding the stock comp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enterprise form of the joint e
nterprise from founding the company it continu
es in the center, Before reaching to a disappe
arance, process systematically under investigati
ng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심화
(532)

채권각론 Special Part of Contractual & Tortious Law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
익,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시대적 제도적 의
의와 성질을 고찰하고 그 원칙의 응용 능력을 
향상케 한다.

Occurrence cause contract and office manage
ment and unjust profit of relationship of bond, 
regarding an illegal operation the application a
bility of the principle it investigates the time s
ystem questionable matter and a nature and i
mprovement khey it does.

학년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능력 K S A 소속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선택 15560 상사채권관리 Commercial Claim Management 3 3 실무 5 3 2 경영법학

2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필수 0798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376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3

1

필수 05378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324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
ry Notes & Checks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1557 e-Accounting e-Accounting 3 3 전문 2 6 2 회계세무학과

2

선택 16678 기업노사관계법 Labor Relations Law 3 3 전문 5 3 2 경영법학

선택 15492 손해배상법 Compensation for Damage 3 3 전문 4 4 2 경영법학

선택 08315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전문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08007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실무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4

1
선택 15493 회사소송 Company Litigation 3 3 전문 5 3 2 경영법학

선택 06175 경제법 Economic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2
선택 15559 기업법률문서작성 Legal Writing 3 3 실무 4 4 2 경영법학

선택 16323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3 3 심화 5 3 2 법학과



■ 전공선택

소속 능력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경영
법학

전문
(532)

기업노사관계법 Labor Relations Law

기업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과 노동삼권의 보장,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일반근로자 노동조합
과 특수근로자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와 노사협
의회 등을 강의한다.

The Corporate Labor Relations Act lectures on 
the guarantee of labor unions and the three la
bor rights, the handling of collective labor disp
utes, the general and special workers' unions, 
the labor committee and the labor-managemen
t council.

실무
(442)

기업법률문서작성 Legal Writing

본 강좌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
점을 분석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적 사고방식 습득 및 문서 작성 실무를 익
힌다.

This course is to acquaint students with legal t
hinking method and writing practice through a
nalyzing and documenting legal issues arising f
rom business activities.

실무
(532)

상사채권관리 Commercial Claim Management

본 강좌는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
사매출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미회
수채권에 관한 법률적인 회수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how to effectively 
manage trading accounts receivables and how 
to collect uncollected receivables.

전문
(442)

손해배상법 Compensation for Damage

본 강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학습
한다.

This course learns the right to claim for dama
ges due to default and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전문
(532)

회사소송 Company Litigation

본 강좌는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분류한 후에 소송유형별 내용과 
법률규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lass will classify the types of lawsuits th
at may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comp
any, and then learn about the types of lawsuit
s and legal provisions.

법학과

심화
(532)

물권법 Law of Property

물권법을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며, 대륙법 
일반이론 이해와 대륙법 이론과 한국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한다.

With transfer it follows in order of code of la
ws and it lectures, for a continent Buddhist pri
est's robe general objection gain and loss it en
deavors and together that objection and Korea
n Buddhist priest's robe actuality and comparis
on and it investigates.

심화
(532)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al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
내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구
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과 실체
운영을 연구한다.

As the domestic public law regarding the syste
m and an action and a administrative relief of 
administrative right the administrative action la
w, the administrative system law, it is divided 
with the administrative relief law back, it rese
arches the concrete contents and the entity op
eration.

심화
(532)

어음․수표법 Law of Commercial Paper



소속 능력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어음 수표는 돈의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서 이용되는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어음
법, 수표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The bill check as the means for the urgent se
ttlement of the money as complete Yoo hatefu
l volume it is used secures the circulation cha
racteristic and the urgent it is positive and gu
aranteeing the bill law and check Buddhist pri
est's robe basic idea is a possibility of doing.

심화
(532)

경제법 Economic Law

이 법은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고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활동을 통제한
다.

It regulates the governmental control about th
e private economic activity and restrain the e
ntrepreneurial excessive economic activity.

심화
(532)

소비자법 Consumer Law

소비자법은 소비자 개념, 소비자 피해의 특성 
및 소비자 관련 법령의 체계를 학습하여 소비
자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한다.

Consumer law aims to understand the consume
r law by learning the consumer concept, chara
cteristics of consumer damage, and the system 
of consumer-related laws.

심화
(532)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
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hancing the f
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경영
학과

기초
(433)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
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일
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칭되는 제품, 유
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
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
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
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
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from thei
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marketin
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e examined in the c
ourse.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
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
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ed inves
tments? (financial decision) Third, what short-t
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 (short-term fina
nce)

심화
(442)

투자론 Introduction to Investment analysys

증권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소화
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들, 즉 CAP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
들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y a
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valuati
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ally, stude
nts will study theories such as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investmen
t techniques.



소속 능력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622)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i
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
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
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
적으로 연구한다. 그 내용은 인적자원관리의 개
념, 행동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용관리, 인사
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이다.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rom
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princi
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disc
usses the management of manpowe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심화
(532)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기
업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위험의 확인, 
측정수단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기업경영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올바로 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Necessit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can b
e ascertained through the survey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P
rocess can be divided into risk identification, ri
sk analysis and risk control. To prevent or avo
id diverse risks in enterprise can the various 
methods, for example, insurance, futures and o
ption, can be considered.

회계
세무
학과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를 일
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
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
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
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
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
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tements.

심화
(226)

회계원리연습 Practices of Accounting Principles

재무회계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리를 영어교재
로 공부한다. 회계원리연습은 1학년 때 배운 회
계원리의 훈련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영활동
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
무제표작성과 기본적인 재무제표분석을  함께 
공부한다.

A study of the essential foundations of financi
al accounting with English material. The cours
e includes accounting and analysis techniques 
used in decision-making activities such as prep
aring financial statement and financial stateme
nt analysis.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
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
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
et for 2 semesters.

실무
(253)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ination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론을 복습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 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
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학생들은 재무회계 관련 시험을 자신 
있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view of main theoretical issues in financial 
accounting, enhancement of solving ability of f
inancial accounting problems and cases, to pro
vide much useful helps for qualification exams.



소속 능력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253)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세법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리하고 복습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
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풀이과정을 공
부한다.

Review on overall issues on tax law, Study exi
sting problems and cases presented in qualifica
tion examinations.

전문
(262)

e-Accounting e-Accounting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
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S/W를 
소개하고 실습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실
무에서 회계 및 세무 전산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ody of knowl
edge that includes the concept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managerial deci
sion-making, control, accounting models, and in
formation technology. Practical computer softw
ares in accounting and tax are also cove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