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OCW 참여 강의 개요 
※ 실제로 진행된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국문) 미국법입문 

[선택] 교과목명 (영문)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교수자명 박경신 

교과목 학습목표 1. Knowledge of basic concepts and terms necessary for American law(미국법 학습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용어숙지) 

 2. Training in reading of American cases (미국판례 읽는 방법 습득 및 훈련) 

 3. Familiarity with operation of stare decisis (판례법의 선판례구속성의 작용) 

교과목 소개 - Learn through lectures basic concepts and terms necessary for studying American law in the areas of Civil 

Procedure, Contracts, Torts and Constitutional Law 

- Read representative cases from each of the areas and discuss them through Socratic methods 

- Test the basic knowledge of American law by watching important American courtroom movies and answering 

questionnaires.  

- 미국법 학습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용어들을 민사소송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형법, 헌법 등의 분야에서 학습. 



- 각 분야별로 샘플판례들을 읽어 미국판례를 읽는 기술을 단련.  

- 그 지식과 기술을 법률관련 영화를 보면서 quiz를 풀면서 시험. 

교과목 키워드 American Law, Civil Law, Torts, Constitutional Law 

 

2. 주차 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Sources of Law; How a case is born; 

Civil Procedure, Basic Concepts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의 내용과 쟁점 숙지, 판례법의 특성 

이해하기  

2 A Civil Action (영화) 또는 전주의 내용 계속; 
영화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 퀴즈 

대비  

3 Operation of Stare Decisis 

Reinhart 1-36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의 내용과 쟁점 숙지, 선판례구속성의 

원칙 이해하기  

4 A Simple Justice (영화) 또는 전주의 내용 계속 
영화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 퀴즈 

대비  

5 Torts, Basic Concepts 
Reinhart 36-59, Intro to Torts (PPT) 

민사불법행위법의 기초적인 내용 이해하기  

6 Torts Cases (different ways of proving negligence) 

Tort cases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의 내용과 쟁점 숙지, 계약법의 기초적

인 내용을 판례에 적용  

7 Verdict (영화)또는 전주의 내용 계속 
영화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 퀴즈 

대비  

8 Contracts, Basic Concepts Reinhart 60-102, Intro to Contracts (PPT) 

 



복습: 불법행위의 기초적인 내용 이해하기 

9 Contracts Cases(consequential damages) 

Contract cases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의 내용과 쟁점 숙지, 불법행위의 기초

적인 내용을 판례에 적용, 과실입증의 방법 이해하기  

10 Rainmaker (영화)  또는 전주의 내용 계속 
영화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 퀴즈 

대비  

11 Criminal Procedure, Basic Concepts 

Reinhart 관련부분 

미국형사절차의 기초적인 내용 이해하기 (형사소송법은 미

국영화가 많이 있어서 다루기는 합니다만 First Lecture 

Note에 이미 설명했고 기초적인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판례를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12  
  

13 Presumed Innocent (영화) 또는 전주의 내용 계속 
영화의 내용과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기, 

퀴즈 대비  

14 Constitutional Law, Basic Concepts 
Reinhart 관련부분 + Seoul Law Journal 박경신논문 

미국 헌법의 역사와 기초적인 내용 이해하기  

15 
Constitutional Law (Beazer,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례모음 중 해당부분 판례 읽기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의 내용과 쟁점 숙지, 평등심사척도 이

해하기 
 

16 Final Ex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