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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단권화 강의(10회) 계획표

- 최평오 교수 -

시간 교   재 비 고

월·화·수·목·금

9:40~13:40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제1판) + 보충프린트 1/17~1/28(10회)

 

◈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제1판) 출간 소개
∙  2003년 사법시험 강의 시절 합격생들이 쓴 단권화 민사소송법을 감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시윤 교과서를 바

탕으로 하면서 다른 교수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쟁점과 판례분석을 참조하여 수험적으로 철저하게 보완한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을 출간 함. (☞ 민소에서 다른 내용의 보충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을 기함). 

∙  다른 교재를 보는 수험생도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을 참조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음.

∙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을 보면 이시윤교과서를 보는 효과도 있어 민사소송법을 정통으로 공부하게 됨.

∙ 표지 디자인과 편집도 신세대의 수험생의 감각에 맞게 함.

∙  3회독을 기본으로 독파하고, 5회독을 하면 기억에 남아 민사소송법에 자신감이 생기고 반드시 (수석) 합격함.

∙  원래 단권화는 수험생 자신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는 크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몇몇 수험생이 찾아와 단권화 교재를 출간하여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하여, 정통적으로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단

권화 교재출간을 꺼려 왔지만(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강의한 지 28년 만에 수험생의 입장에 도움을 주고자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됨.

◈ 강의진행방향 수강생의 자세

▶ 민사소송법이 합격의 원동력이 되는 P/F 시대에 민사소송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게 하여 합격으로 이끌

기 위하여 10회로 하여(민사소송법의 양에 10회는 짧지만) 스피디하게 거의 완독할 예정임.

▶ 수강생은 스스로 예습하면서 1회독 하고, 강의시간에 강의 들으면서 2회독 하고, 강의 마치고 복습하

면서 3회독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강에 임하길 바람(수강생의 투혼을 기대!!)

◈ 수강대상

▶ 신민사소송법 강의(제14판)로 공부한 수험생(☞ 업데이트한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제1판)으로 변경 요망)

▶  기득이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수험생

▶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스스로 민사소송법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 암기 등이 부족하여 답안지에 아는 내용을 적어내지 못하는 수험생

▶ 민사소송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또한) 완독을 하지 못한 수험생

▶  3시 동차로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 인강 수강대상)

    회 차            (강한 단권화 민사소송법 기준)  다만 진도 범위는 다소 유동적  

▮01회▮(1/17)        처음 ~ 토지관할

▮02회▮(1/18)        합의관할 ~ 대리

▮03회▮(1/19)        소송요건 ~ 소제기 효가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04회▮(1/20)        필요적 변론 ~ 변론의 실시

▮05회▮(1/21)        기일의 해태 ~ 문서제출명령

▮06회▮(1/24)        당사자본인신문 ~ 재판상 화해

▮07회▮(1/25)        중간판결 ~ 판결의 편취

▮08회▮(1/26)        소의 객관적 병합 ~선정당사자

▮09회▮(1/27)        보조참가 ~ 인수승계      

▮10회▮(1/28)        상소 ~ 재심 (종합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