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선행과제 : 

강의 소개 :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의 목표는 바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전쟁발발 이후

그 참혹성 또는 비인도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왔던 바,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제반 노력

에 관한 국제사회의 매카니즘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2.수업목표 : 본 과목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을 일깨움으로써 적어도

" 이 땅에서 어떠한 전쟁도 발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념을 일깨우는데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를 연구/검토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법적 제도를 찾는 것이 차선의 목표라

고 하겠다.

3.수업진행방법 : 첫째 영상물을 통한 이해와 이론수업을 병행한다. 둘째 주별 강의안을 중심으로 관

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관련 주제에 관한 1회의 레포트를 통해 수업내용을 보충한다.

4.중요교재 및 문헌 : 

  

  -이용호, 국제핵군축법, 2015년 출간예정.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삼영사, 2011.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4.

  -정인섭, 국제법판례,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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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평화와국제법

학점(시간) 3(3)

이수구분 일반선택

수강번호 0403 01

강의시간

강의실

교수명 이용호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면담시간 월 15:00-17:00

※동일과목:

전쟁과평화의법(S00351), 전쟁과평화의법(U00408)

※선수과목: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김정건/장신/이재곤/박덕영, 국제법, 박영사, 2010. 

  -채형복, 국제법, 법영사, 2009.

 

  -최신 관련 논문 등을 참고

5.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타사항(선수과제 제시 권장) : 

제한 없음.

※ 장애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을 한다.

   관련사항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810-1164

6.학습평가 : 중간고사 40%(온라인시험), 기말고사 40%(온라인시험), 출석 10% 및 레포트 10%를 원칙

으로 하되, 학칙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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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별계획

주 학습목표 및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1  본 과목의 소개 및 개요 퀴즈/과제

2  평화와 국제법의 관계 퀴즈

3  무력사용금지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퀴즈

4  국제재판제도 퀴즈

5 분쟁의 정치적 해결 등 퀴즈

6 군축의 일반적 성질 퀴즈

7  국제군축법의 법원 퀴즈

8  중간고사(온라인 시험)

9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발달과 현대적 과제, 북한의 NPT

탈퇴의 법적 평가
퀴즈

10 핵실험의 한계와 북한핵실험의 국제법적 평가 퀴즈

11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간의 핵무기통제 퀴즈

12  핵물질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미사일방어체제 퀴즈

13 생물화학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규제 퀴즈

14 집단적안전보장체제 퀴즈

15  기말고사(온라인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