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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변호사 국제법 1순환 강의계획서

강의
목표

국제법 체계적 이해를 위한 핵심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

일정
9/15(수) ~ 10/20(수), 월 ~ 토, 총 28회
※ 9/20(월) – 22(수) 추석 연휴 휴강

시간
개강 - 오후 2:00 ~ 5:30  / 수업 - 모의고사 또는 쟁점 테스트 이후 시작
쟁점 테스트 - 오후 1:00 ~ 1:30 / 모의고사 - 오후 1:00 ~ 2:00

교재
-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이만복저 / 피데스)
- 이만복 12 POINT UP 국제법 판례핵심정리(이만복저 / 피데스)

커리
큘럼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관할권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약법
제9장 국가책임론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의 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양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수강
혜택

1.  쟁점 테스트 
 - 필요한 암기!! 외우는 것은 곧 실력이 된다!! 쟁점테스트 매일 진행 
 - 매일 오후 1시 ~ 1시 30분 

2. 국제경제법 기출해설특강 실강 수강 혜택 
 - 기간 : 11/4(목) ~ 11/6(토) 목, 금, 토 총 3회
 - 2013 ~ 2021년 국제경제법 기출 해설

3. 국제법 기출해설 동영상 무료 제공(실강 및 온라인첨삭반만)
   
4. 국제경제법 특강 동영상 무료 제공

5. 직접 대면 상담 
 - 모의고사 답안 및 쟁점 테스트 답안을 활용한 국제법 심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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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수업 내용
(필요시 강의시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비고

1회 9/15 수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2회 9/16 목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회 9/17 금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회 모의고사> 

4회 9/18 토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5회 9/23 목 제5장 승인제도

6회 9/24 금
제6장 국가관할권

<제2회 모의고사> 

7회 9/25 토 제7장 주권면제

8회 9/27 월 제8장 조약법 1

9회 9/28 화
제8장 조약법 2

<제3회 모의고사> 

10회 9/29 수 제9장 국가책임론 1

11회 9/30 목
제9장 국가책임론 2

<제4회 모의고사> 

12회 10/1 금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3회 10/2 토
제11장 국가의 영역

<제5회 모의고사> 

14회 10/4 월 제12장 국가승계

15회 10/5 화 제13장 해양법 1

16회 10/6 수
제13장 해양법 2

<제6회 모의고사> 

17회 10/7 목 제14장 국제환경법

18회 10/8 금 제15장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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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수업 내용
(필요시 강의시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비고

19회 10/9 토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7회 모의고사> 

20회 10/11 월 제17장 국제인권법

21회 10/12 화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22회 10/13 수
제19장 국제형사법 

<제8회 모의고사> 

23회 10/14 목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24회 10/15 금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

25회 10/16 토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9회 모의고사> 

26회 10/18 월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

27회 10/19 화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

<제10회 모의고사> 

28회 10/20 수 제23장 국제인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