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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 법원에 설치된 사법개 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한 주제 의

하나가 문 법률지식, 국제 경쟁력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에 한 것이다(사법개 원회 규칙 제2조 제5호). 우

수한 법조인력양성제도는 결국 법학교육시스템을 여하히 효율 으로 운 할 것

인가의 문제와 한 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1990년 이후 법조계

와 법학계를 심으로 법학교육의 개 과 정상화를 한 방안으로서 법학 문

* 본 연구는 2000년도 연세 학교 정책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연세 학교 법과 학 교수․법학박사.

*** 연세 학교 법과 학 교수․법학박사.

**** 연세 학교 법과 학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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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제도의 도입과 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시스템의 개 에 한 논의는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공통 인 심사항으로서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그동안 각국에서 이루어진

법학교육 개 담론의 반 인 특징을 보면, 미국의 법학교육 개 담론이 주로

소 트웨어 인 측면에 을 맞추었던데 비해,1) 한국과 일본2)은 하드웨어

인 개 이 주된 심 상이었다. 반면 국에서의 논의는 하드웨어 인 측면과

소 트웨어 인 측면 모두를 포 하는 것이었다.3) 미국의 경우 벌써 구체 인

교과과정으로 만들어져 직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4) 국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개 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것

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제와 법학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은 비록 법학교육

개 의 논의가 우리보다 늦었지만, 차분하게 개 의 방향을 잡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교육의 개 에 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나,5) 각자의 이해 계에 얽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1) American Bar Association,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 1992.(이하 맥크 이트 보고서) 미국의 법학교육개

과 한국의 법학교육개 과의 비교 연구로는, 김정오, “한국의 법학교육개 안과

미국 법학교육제도의 비교․분석”, 「법과사회」제20호 (2001), 203-244면.

2) 일본의 법학교육개 에 해서는, 김창록, “일본 사법개 의 재”, 「법과사회」

제18호 (2000), 339면~364면;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년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된 김

창록, “일본의 법학교육 법률가양성제도의 개 : 경과와 내용” (2003. 5. 16) 참

조.

3) 국에서 논의된 법학교육의 문제 에 해서는, P. Birks (ed.), Examining the Law

Syllabus, (Oxford Univ. Press, 1993); Birks(ed.), Reviewing Legal Education, (Oxford

Univ. Press, 1994); Birks (ed.), Pressing Problems in the Laws Vol. 2; What are Law

Schools For? (Oxford Univ. Press, 1996) 참조.

4) 김정오, 앞의 논문(주 1)과 스콘신 로스쿨에서 개설된 "Lawyering Skills

Program"의 과정에 해서는, http://www.law.wisc.edu/lawskills/gpcourses.htm.

참조.

5) 1990년 한국의 법학교육개 과 련해서 나온 보고서로서 법학교육 원회안에

해서는, 권오승,「사법도 서비스다」(미래미디어, 1996). 새교육공동체 원회안에

해서는 새교육공동체 원회, “법학교육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999. 5) 참조. 그리

고 법원의 법조인력 양성개선안에 해서는, 법원행정처, 「21세기를 한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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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표류해왔다. 다만 2003년 10월 출범한 사법개 원회에서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와 궁극 으로 법학교육의 개 을 한 다양한

방식 그 실천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학교육시스템과 법학교육의 개 을 한 논의로서 재 우리나

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학교육기 들이 법조인 양성과정이라는 보다 체 인

체계 속에서 어떠한 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법학교육의 소 트웨어인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의 문제 과 그 개선방안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

법조인 양성과정에 해서는 미국, 독일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교과과정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II. 시스  

1.

법학교육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드웨

어 인 측면으로서 법학교육의 학제나 사법시험제도, 그리고 연수방법 등 법조

인 양성과정의 제도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

트웨어 인 측면으로 각 법학교육기 내에서 법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

가, 즉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법률가에게 필요한

법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효율 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역에는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이 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양성 내지 법학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각 나라가 갖고 있

는 법체계와 법문화 그리고 교육체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지만, 어도

그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 을 갖고 있다. 각 나라에서 법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법

률가를 양성한다는 데에는 륙법국가건 미법국가건 차이가 없다.6) 다만 가

력 양성방안」(1995); 법원행정처, 「법조인력 양성에 한 각국의 제도비교」(1995)

(이하에서는 “각국제도비교”로 인용함); 가재환, 「사법운 의 이론과 실제」(박

사,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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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한 건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각 국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

․물 자원들(resources)과 제도들을 얼마만큼 유기 으로 잘 연계하여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 자원을 양

성하기 해서는 다양한 투입요소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얼마나 잘

조화하여 최 의 산출과정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법조인양성 시스템의

건이라고 할 수 있다.7) 여기에서 문제는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존의 법학교육

기 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내는지, 그리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반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가 이

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 사회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한 법학교육시스템은 다단계의 구조

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물론 그러한 단계들을 하나의 교육기

에 포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육기 으로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학교육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양법학교육과 문법학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

은 법조인 양성과정이라는 거시 인 에서 보았을 때에는 부정 이며, 사법

시험 합격자 수가 1,000여명에 달하는 지 의 시 에서 보았을 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과나 법과 학에서는 주로

법 개념이나 법 이론을 강의하고, 사법연수원에서는 법률실무 주로 교육을 한

다는 에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구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분은 우

6) 미법과 륙법간의 구분에 해서 던컨 네디는 그 구분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

음을 밝히고 있다. Duncan Kennedy, A Critique of Adjudication (fin de siècle),

(Mass: Harvard Univ. Press), pp. 75-79.

7) 이 논문에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비교하기 한 사회이론은 아주 사회시스템이론

의 보 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시스템이론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능주의

이론에 그 출발 을 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상을 분석하고 비 하기 해서는

고도의 비 이론이나 고도로 추상화된 시스템이론들보다도 아주 보 인 그림

만 갖고서도 충분하다는데 아이러니를 느낀다. 우리나라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의 문

제 은 산학 동체제의 문제로 악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권업

외,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산학 동 패러다임」(산학경 기술연구원, 2000); 서정

혜 외,「세계 주요국 산학 동제도의 진화」(산학경 기술연구원, 2000). 사회시스템

이론에 해서는, 은숭표,「루만의 (법)사회학-루만의 시스템이론」(신라 학교 출

부,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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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의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유기 계 형성이라는 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8)

그동안 학계건 실무계건 교양법학교육과 문법학교육을 구분하여 기존의 법

학과나 법과 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을 교양법학교육으로 폄하해왔다. 법

조계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법과 학이 담

당해 온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서 이 구분을 사용해왔다. 다시 말해서 법

과 학에서의 교육이 교양교육과정, 법학교육과정 타 역의 교과과정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 인 법학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9) 이에 비해 법학계에서는 재 법학과나 법과 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

육이 다양한 교과가 혼재되어 있고, 법학 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아

니기 때문에 차제에 문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 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 의 법학교육을 교양법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10)

그러나 앞에서도 언 했지만 법조인 양성과정을 하나의 유기 인 체제로 이

해한다면, 이러한 구분들은 아무런 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

회의 자원들(resources)을 비효율 으로 활용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8) Hugh Collins, The Place of Computers in Legal Education p. 60 in Peter Birks,

Reviewing Legal Education (주 3). 콜린스는 이 논문에서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

의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 법원행정처,「각국제도비교」(주 5), 163면.

10) 한국법학교수회(편), 「법학교육과 법조실무」(교육과학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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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스

1) 본

사회 수요
필요

학 계

법조계

국가시험 혹은
변호사시험

실무교육

법학교육과정

①

피

드

백

과

정

투입

투입

배출

②

③

[그림 1] 기본모델

기본모델에서는 우선 법학교육과정이 학 수 에서 이루어지건 학원 수

에서 이루어지건 구분하지 않고, 일단 법학교육과정이라고 하 다. 일정기간의

법학교육과정이 지나면 그 과정에서의 학습 정도, 즉 과연 법률가로서 기본 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단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시험 후

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인으로서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실무교육

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 형태는 연수기 을 설치하여 법률실무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형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사법기 들,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직 실시하는 국가로 나뉘어 진다. 자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 랑스, 일본, 한국이 이에 속한다. 반면 후자의 제도를 취하

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물론 여기에서 실무교육이 법학교육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학교육과정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나면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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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양성되어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입과 산출의 과

정 못지 않게 요한 것은 법조직역이 활동하는 사회의 변천하는 수요와 필요

가 직 으로는 법조계에 그리고 법학교육과정과 연수 실무교육과정에 어

떻게 반 되고, 그 반 되는 과정이 제도 으로 뒷받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다.

이 그림의 좌측에는 세 개의 피드백 과정을 나타내는 연결선이 나타나 있는

데, ①이 투입-산출-피드백 과정에서 형 인 피드백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결선은 연수와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 에서 법학교육의 기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 들에 일정한 요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법률가들이 법학교육과정에 구체 이고 실질 인 요구를 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법학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 훈련 과정의 미비한

들에 해서 지속 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②의 피드백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이 법률가들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법률가들의

실무나 제도를 통해서 반 되고 수용되는 통로를 의미하며, ③의 피드백 과정은

이러한 사회 수요와 필요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수요나 필요에 해서 법학교육의 일단계 과정으로 수용되고

반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독

각주 제1차 국가시험

학 계

실무교육

법조계

학에서의 법학교육

사회 수요
필요

피

드

백

과

정

투입

배출

투입

각주 제2차 국가시험

투입

[그림 2] 독일의 법조인 양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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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모델은 두 단계의 법학교육과정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11) 첫 번째 단계는 법과 학에서의 교육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사법기 에서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한 각 단계에서의 교

육도 단히 체계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나라의 법학교육 체제와 상

이한 특성를 지니고 있다.

1단계의 법학교육과정인 학의 교육과정 역시 체계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을 상으로 한 교과과정과 고학년을 상으로 한 교과과정으로 구분되

어 있고, 교육방식 역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간략

히 언 한다면, 학년의 교과과정은 기 법분야와 기본3법의 총론과목들이 강

좌와 연습으로 학습된다. 고학년의 교과과정은 기본과목의 각론들과 다양한 선

택과목들로 구성되며, 주로 연습과 세미나의 방식을 통해서 학습된다.

1단계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각 주에서 시행하는 제1차 국가시험

(Staatsexamen)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이 국가시험을 치르는 자격조건은 반드

시 법과 학에서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시험도 법과 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심으로 치러지게 된다.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2단계 교육이 실시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바로 기존의 사법기 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Referendariat). 즉 별도의 연수원체제를 갖추지 않고, 바로 기존의 사법기 들

을 활용하여 실무수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2년 반의 수습과정이

끝나면 제2차 국가시험을 치르고 법률가 자격(Assessor)을 취득하게 된다.

독일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과정이 유기 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시험을 통해서 이 단계에서의 학습 정도를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2)

11) 독일모델은 필자가 다음의 논문들을 토 로 구성한 것이다. 이시우, “독일의 법학

교육의 황과 망”, 「고시계」고시계 95/6, 47면-65면; 최 , “독일의 법학교

육” 「법과사회」제9호 (1994), 63-78면; 최갑선, “독일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과사회」제12호 (1995), 224-247면.

12) 독일의 경우 각 단계마다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은 한국의 경

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시험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이건 사법연수원에서의 시험이건 주로 필기시험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서 독일의 경우는 제1차 사법시험이건, 제2차 사법시험이건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병행한다. 이러한 시험방식은 학생들의 암기력보다는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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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델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 수요와 필요가 법학계로 수용되는 방식

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방법은 법학교수들이 사회에서 새

롭게 등장하는 법 역이나 첨 한 문제들을 학교육과정으로 지속 으로 수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설을 통해서, 즉 선택과목

들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사회 이슈들은 세미나나 연습과정을

통해서 다룸으로써 교과과정과 새로운 사회 요구들 간의 간극을 메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식은 주 사법 원회와 법학교수회간에 긴 한

력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법조계의 요구를 법학교육과정으로 수용하고 있다.13)

독일모델은 단히 체계 인 과정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 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주로 교수와 법조인의 긴 한

력 계를 통해서 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보면 독일

사회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투입, 산출, 피드백의 과정이

단히 유기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모델은 변호사들보다는 주사법 원회

와 재 들 그리고 법학교수들이 주도 으로 법조인 양성과정을 운 하기 때

문에 료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3) 최갑선교수에 의하면, 행 법률가양성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의 표본목록이

1983년 5월의 주사법시험 리청장들의 결정과 6월의 법과 학 회의 결정에 의해

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갑선, 앞의 (주 11),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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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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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법학교육과정은 단일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14) 독일이 법과 학에서 1차 교육, 실무기 에서 2차 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모델에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부이고, 이 교

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각 주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계로 진출한

다. 한 교육연한도 독일이 공식 으로 1차 교육기간을 3년 반, 2차 교육기간

을 2년 반, 총 6년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15) 미국은 3년의 단일 과정만 마치면

바로 법조인이 되는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4) 미국모델은 미국법학교육에 해서 다음의 논문들에 근거하여 구성하 다. 김재원,

“미국의 법률가 양성 교육제도: Law School의 실무교육을 심으로”, 「고시

계」95/6, 66-84면;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사회」제10호 (1994), 127-147면. 김성

기,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제도”, 「고시계」 95/6, 85-102면.

15) 독일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이 제1차 국가시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76학기,

즉 6년 정도가 소요되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2차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개 29-30살이 된다고 한다. 이 문제에 해서 독일에서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법률가를 배출하는데 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 이

있다. 이시우, 앞의 (주 11), 53면; Ingo von Münch,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in Germany, (Nomos Verlagesgesellschaft, 2002),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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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독일모델과 달리 미국모델의 특징은 법학교육과정이 주도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립 학교나 주립 학교건 로스쿨을 설치한 학

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지는데 있다. 따라서 독일모델이 료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미국모델은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미국의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어떻게 통일 인 법학교육과 법학교육

의 질 수 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

역시 주정부나 연방정부 혹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準) 공 단

체들인 ABA(미국변호사 회)와 AALS(미국로스쿨 회)의 주도하에 법학교육의

통일성과 고도의 질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BA는 미국의 200여개 로스쿨에 해서 공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권한을 갖고서 새로 설립된 로스쿨들이 과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충분한 인 , 물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목표나 법학

교육 개선에 한 의지가 있는지 등 상세한 기 들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공인

하는 권한을 갖는다.16) 그리고 ABA는 법학교육 법조인 자격심사에 한 분

과 원회(the Council of 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를 두고서 로스쿨의 승인이나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에 한 지속 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법학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

다.17) AALS 역시 ABA에서 공인된 로스쿨들의 의체로서 법학교육에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법학교육에 극 인 역할을 수행한

다.

이 게 보았을 때, 미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자율 인 두 단체를 심으

로 법학교육의 통일성과 질 수 을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의 교육체제와 달리 미국의 교육체제에서는 사립 학교가 주도해 나가는 방식

이고, 매년 학의 순 를 발표하는 등 학간의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자

율 인 경쟁을 통해 질 수 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모델의 가장 큰 장 은 사회 수요와 필요에 해서 응하고 이

를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데 있다. 독일모델이 재 을 양성하는데

16) 법원행정처, 「미국법조 회(ABA)와 법학교육」(1996).

17) 맥크 이트 보고서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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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미국모델에서는 변호사를 배출하는데 을 맞추기 때

문에 법률실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법 역을 신속하게 교과과정으로 편입하

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과정의 미국모델은 단순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

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각 역간의 계가 유기 으로 긴 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 계

법조계

학에서의 법학교육

사회 수요
필요

배출

투입

투입

피

드

백

과

정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

[그림 4] 한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

한국모델의 특징은 투입-산출-피드백의 과정에서 투입과 산출의 과정만이 존

속할 뿐 피드백의 과정이 단히 미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조인을 양성

하는 기 교육과정이 주로 법과 학이나 법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법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학에서의 법학교육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연수원에서의 법 실무교육 간의 계

가 소원한 상태이다.

물론 실 으로 한국모델에서도 일정한 기간의 법학교육과정을 거쳐 사법시

험을 치르고 있지만, 사법시험 이후의 과정과 학에서의 법학교육과정 사이에

어떠한 피드백과정도 거의 무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치른 후 연수원

교육을 받고 바로 법조계에 진출을 하는데, 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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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배출되는지,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를 악

할 수 있는 길이 없다.18)

한 사회 수요나 필요에 응하고 수용하는 피드백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모델은 이러한 요구들을 어떤 제도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학교수들의 개

인 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에 반 되거나 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일부

나마 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모델이 보여주는 법조인양성시스템의 구조는 단히 취약한 연계

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 계의 취약성은 인 , 물 , 제도 사회자

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의 법학교육과 실무교육 간의 계를 긴 하게 연계시켜야 할 사법시험이 오

히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상의 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방임 료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체계 이고 유기 인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한 채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쳤는

가를 묻지 않고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

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에서 ‘방임 ’이며, 사법시험의 리와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 독 으로 운 한다는 에서 료주의

성격이 강하다.

III. 과  

1. 과  

일반 으로 교육의 소 트웨어라고 한다면, 어떠한 교과과정을 갖고서 어떠

18) 다행히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년 춘계학술 회에서 사법연수원에 재학 인 송병

춘 자치회장의 발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교육의 실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

는데,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수

습의 부실화, 법조윤리교육의 부실, 과도한 임용경쟁, 평가시험의 임용고시화 등으

로 인하여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료 권 주의의 폐해를 그 로 답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제 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병

춘, “고시 으로 락한 사법연수원” (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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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에

서는 분야에 걸쳐서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에 먼 제되어야 할 것은 법학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이 물음은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 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한

계를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 법과 학의 교육목표는 법률가(보다 구체 으로

는 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과

학의 교과과정이나 모든 시험 차가 독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

하는데 일차 인 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독일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가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는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출발 은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있다.19)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업 출발 이 변호사에 있지만, 로스쿨에서의 교육목표는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양성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다.20)

따라서 독일의 법과 학이나 미국의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각기 그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바람직한 법조인상과 법률가가 실제 사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법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을 두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료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교과과정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21) 자유주의 모델을 취하

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과과정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큰 방향만

설정해놓고 있다.22) 물론 이러한 구분이 교과과정의 형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

19) 이시우, 앞의 (주 11), 48-49면.

20) 법원행정처, 앞의 책 (주 16).

21) 최갑선, 앞의 (주 11), 227면 이하.

22) 미국의 ABA의 로스쿨 승인기 의 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승인된

로스쿨은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

다. 그리고 일반인, 학생들, 법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서 그 졸업생들이 다음

과 같은 능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 고객

의 리인으로서, 법원의 리로서 그리고 사법의 질 수 과 활용에 해서 책임

을 지는 공 시민으로서의 윤리 책임들을 이해하고, (2) 다음과 같은 능력을 계

발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통하여 기본 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법과 그

제도들의 이론, 철학, 역할 결과들에 한 이해, 둘째, 법 분석, 추론, 문제해

결의 기술들; 구두와 서면을 통한 의사소통; 법률조사; 그리고 그 밖의 법률 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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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만, 기본 으로 법체계와 사법제도 내에서 활동해야 할 법 문인의 자

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다는 데에는 두 나라 모두 공통된

다.

1992년 미국 ABA의 맥크 이트 보고서에서는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서 기본 인 기술과 덕목들에 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23) 기본 인 기술

로서 문제해결, 법 분석 추론, 법률조사, 화의 기술, 윤리 딜 마의 인식

해결 기술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능력

있는 법률 리의 제공, 정의․공정성․도덕성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감, 법조직업을

개선하는데 한 책임24), 직업 인 자기계발, 단력, 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

감, 의, 사법제도 자원들의 보존해야 할 책임감 등을 열거하고 있다.25)

이 내용을 압축 으로 표 하면, 법학교육과정은 기본 인 법 지식의 습득과

이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인으로서의 고도의 공 책임의식과 윤

리의식의 함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각  과과

1) 독  과  과과

독일에서는 법학교육이 주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교과과정도 각 주마다 법

령에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시규정이기는 하겠지만, 통일 인 법학교육

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교과과정도 체로 통일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독일 니더작센주의 법률가양성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과정

이다.26)

에 효과 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기술들, 셋째, 공법과 사법의 기본원리

에 한 이해 (3) 무료법률서비스의 소명에 부응하는 공 직업인으로서 법을 이해

해야 한다.”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preamble.html

23) 맥크 이트 보고서 (주 1).

24) 이 항목에 해서 보고서는 신진법률가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기존 법률가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5)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논문 참조. 김정오, 앞의 (주 1).

26) 이 교과목은 니더작센주 법률가양성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갑선, 앞의

(주 11), 226-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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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① 법제사 기 헌법사 기

② 법철학 기 , 법이론 기 법사회학 기

③ 민법분야: 민법총론,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기

④ 상법 기 , 회사법 기 , 어음․수표법 기

⑤ 노동 계법, 집단 노동법 기

⑥ 형법총론 형법각론

⑦ 공법: 국제법과 유럽법 국가론, 행정법총론 행정 차법총론, 지방자

치단체법의 기 , 경찰법 기 건축법 기 , 건축계획법 기

⑧ 차법: 민사․형사․행정 소송 차법의 각 기 , 비송사건 기 , 노동재

차 기 법원조직법 기

⑨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기 산법 기

<선택과목>

① 법제사, 헌법사

②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

③ 범죄학, 형집행, 청소년 형법

④ 세법, 결산법의 기 , 경쟁법 카르텔법

⑤ 사회보장법총론, 사회보험법, 고용 진법, 사회부조법 사회법원 차의

기

⑥ 공동결정법, 경 조직법, 종업원 표법 사회보장법 기

⑦ 행정이론, 경제행정법, 환경보호법 기 , 도로법 기 공무원법 기

⑧ 국제사법, 비교법, 외국법

⑨ 국제법, 유럽법

앞에서 열거된 필수 선택 교과목들을 보면 독일 법과 학의 교과과정은

통 인 법 체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체제를 도식화해보면

기 법 ⇢ 기본법 ⇢ 특별법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의 용어로 표 한

다면, 총론 ⇢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법의 경우도 법학의 통 인

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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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법의 과목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구성을 볼 때,

독일 학에서의 법학교육은 기본법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교과과정이 구성되는 원인은 독일의 법학교육이 통일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  스쿨  과과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독일의 법과 학 교과과정처럼 법령에 의해서 통

일 인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미국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법학교육

의 통에 따라 각 로스쿨들이 자율 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통일성을 찾을 수 있

는데, 그것은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들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

하다는 이다. 다만 2학년, 3학년 과목들에 있어서는 각 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 자원, 즉 교수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실례로 사용하

다. 조지타운 로스쿨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의무 으로 1년 동안 8과목, 29

학 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은 단 한과목만 허용되며, 나머

지 과목들은 부 필수로 듣도록 정하고 있다.27)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1999년부터 필수과목군을 둘로 나 어서 학생들이 필수과목군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28) 물론 부분의 학생들은 교과과정 A를 선택하고

있으며, 교과과정 B는 한 반 정도만 운 하고 있다.29) 따라서 교과과정 A가 미

27) 조지타운 로스쿨은 교과과정의 구성 원칙에 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째, 법률가로서 조지타운 학 졸업생들은 법 자료들의 이론 근거들을 숙달하여

새로운 제도 변화나 테크놀로지들로부터 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풍부한 상상

력을 가지고 구성 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조직역의 리더로서 법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비 하며 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이를 기꺼이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 논쟁을 리드하는 능력을 지닌 시민으로서 지혜,

지식, 성실성을 지니고서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http://data.law.georgetown.

edu/curriculum/jdprog.cfm 참조

28) 조지타운 로스쿨의 교과과정 안내문에 의하면, 두 과정 모두 실체법의 주요 역들

을 소개함으로써 상 학년에서의 학습을 한 기 를 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변호사들에게 요구되는 분석, 조사 작문 기술을 향상시키기 해 고안되었

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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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로스쿨의 형 인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0)

<1년차 교과과정 A>

필수과목: 민사소송법, 헌법1, 계약법, 형법, 법률조사와 작성법, 재산법, 불법

행 법

선택과목: 미국의 법률 문직, 소비자보호비교법, 형법과 처벌론, 경제정의,

국제형법, 국제법1, 입법과정, 종교와 법 (택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필수과목들만 학생들이 의무 으로 듣게 하

고,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심과 선호에 따라서 교과과정을 선택하도

록 하고 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는 무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기 때문에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몇몇 분야만 시 으

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형사법분야>

강의과목: 고 형사 차, 고 형사 차와 소송, 환경범의 형사처벌, 형법과

처벌론, 형사 차, 연방화이트칼라범죄, 배심, 국제형사법,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연방검사의 역할, 진실․허 ․법

세미나: 흉악범죄론, 사형제도, 컴퓨터범죄, 형사소송과 형법, 범죄와 처벌, 컴

퓨터범죄방지법, 범죄와 처벌의 역사, 소년범죄와 법원, 국가안보범죄: 수사와

기소, 국가안보법, 공 부패, 처벌과 책임, 인종․계 ․형사사법

29) 조지타운 로스쿨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네 개반(한 반에 112명에서 115명 정도)으

로 편성하여 운 하는데, 세 반은 교과과정 A를 그리고 한 반만 교과과정 B를 선

택하도록 운 하고 있다.

1년차 교과과정 B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상․거래․책임, 민주주의와 강제, 정부과정론, 법 정의 세미나, 미래의 재산,

법실무: 작성과 분석, 법 과정과 사회,

30) 다른 실례로 아메리칸 학교 로스쿨의 1학년 필수과목을 들어보면, 민사소송법1과

2, 계약법, 법률조사 작성법1과 2, 재산법1과 2, 불법행 법, 헌법, 형법이고, 2학

년 필수과목은 형사소송법1, 법조윤리 두 과목뿐이다. http://www.wcl.american.

edu/registrar/curriculum.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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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분야>

강의과목: 시민권, 인권법, 커뮤니 이션법, 비교헌법, 헌법2: 개인의 권리와

자유, 언론자유론, 장애인차별 지법, 선거법, 고용차별 지법, 연방법원과 연방

시스템, 연방재정: 정책결정과 산법, 성과 법, 정부계약, 이민과 국 법, 입법

론, 입법과정, 지방정부법,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성 오리엔테이션과 법, 스

포츠법

세미나: 고 헌법, 증거법: 연방 법원과 헌법, 아 리칸 아메리칸 비 법사

상, 아시안 미국인과 법이데올로기, 사형제도, 교회-국가법, 인권정책, 남북 쟁

과 헌법, 비교헌법, 의회조사론, 법의 보수주의와 미국의 정치, 외교문제의 헌법

측면, 미국헌법의 최근 문제들, 주권소송, 비 인종론, 헌법소송과 형법,

헌법상의 재산법, 헌법이론세미나, 수정1조 이론 상의 최신 이슈들, 사이버스페

이스와 법,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조직: 이론과 실제, 미국헌법상의 존엄․품 ․연

민, 노인법, 연방법원세미나, 연방인디안법, 연방주의, 수정14조, 출 의 자유, 성

과 법, 이민법과 정책, 정보 라이버시법, 사법 정치, 법과 고등교육, 법과 종

교, 법․공공교육․기회의 평등, 법․종교․사회변동, 입법과 규범해석, 입법작성론, 입

법부의 조사, 국가안보범죄: 조사와 기소, 국가안보법, 헌법이론세미나, 공공교육

개 론: 정책, 실제와 법, 인종과 미국법, 인종, 계 형사정의, 권력분립론,

검찰총장, 수정1조의 략 의사결정, 략 첩보와 공공정책, 연방 법원, 테

크놀로지법과 정책, 최근 헌법문제들에 한 이론 근, 도시정책․도시화와 법

미국 로스쿨의 교과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 으로 독일의 교과과

정에서 시하는 헌법, 민법, 형법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민사소송법,

불법행 법 그리고 법률조사 작성법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다. 이

게 볼 때 법률조사 작성법만 제외하면 기본 인 틀은 독일의 교과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교과과정의 독특한 은 아직 법률지식이 일천한 1학년 학생

들에게 법률조사 작성법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에서

다룰 법학교육방법과 한 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면 미국의 법학교육방법이 철 하게 례 심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

생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하게 되는 교과서 내의 례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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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을 돕고, 법학교육 기과정부터 법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기 한

목 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학생들

은 실제로 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법률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목은 로스쿨 3년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기 한 필수 인 과목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법과 학 교과과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교과과정은 선택과목들

인데, 총론 ⇢ 각론, 기 법 ⇢ 기본법 ⇢ 특별법의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

주 독특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총론과 각론의 에서 본다면, 미국

의 교과과정들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학년에 법학

의 기본법과목들이 학습되고 2학년부터는 기본법의 역들이 보다 세분화, 다양

화 되어 개설되어 있는 선택과목들을 학습하는데, 독일의 교과과정과 다른 은

독일의 각론 과목들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개설되는데 비해서 미국의 각론

과목들은 독립된 형태로 개설된다는 이다. 이것은 법지식이 보다 분화되고 심

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기 법-기본법-특별법의 에서 미국의 교과과정을 보면, 미국의 법학

과목들은 한편으로는 기본법에서 특별법으로 분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법의 역과 쟁 들이 기 법 교과목으로 환되고 있는 것이 변화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변화는 앞으로 배출될 법조인들이 갖

추어야 할 기술로서 ‘윤리 딜 마의 인식과 해결’ 능력의 요성을 지 한 맥

크 이트 보고서와 일치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로스쿨의 교

과과정이 방 해지는 상은 특히 1990년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데, 그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역이 상호 복합 으로 얽

히면서 법률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며, 다인종 사회라고 하는 미국 특유

의 사회 특성 때문에 각론 분야의 교과과정이 세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 인 이유 의 하나는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정보공학과 생

명공학의 명 인 변화에 미국의 법률가들이 극 으로 처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며, 두 역에서 새로 생성되고 있는 교과과정은 엄청날 정도이다.

이처럼 미국의 로스쿨의 교과과정체제는 새로운 사회 수요와 필요들을 신

속하게 수용하고 처하는 역동 인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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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과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과정의 구성을 보면, 총론 ⇢ 각론, 기 법 ⇢ 기본법

⇢ 특별법 이라고 하는 독일의 교과과정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열거하지 않았지만, 학 1학년의 교양과정을 포함하여 인 분야의 과목들이 개

설되고 있는 만을 제외한다면, 독일의 필수, 선택 과목들과 거의 유사하다. 다

만 독일의 교과과정과의 차이 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독일보다

훨씬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 인 측면보다 더욱 요한 차이는 독일의 교과과정이 강

의와 연습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의 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재 서울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31)

<필수과목>

헌법1,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각론, 형법총론, 국제법1, 행정법1, 회사법

<선택 필수1>

로마법, 법사상사, 서양법제사, 법철학, 법사회학, 한국법제사

<선택 필수2>

독일법강독, 랑스법강독, 미법강독

<선택과목>

① 공법: 헌법2, 국제법2, 세법, 행정법2,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② 민법: 채권총론, 친족법, 재산법특강, 상속법, 섭외사법, 산업재산권법,

작권법

③ 형법: 형법각론, 형법특강, 형사정책

④ 상법: 상법총론, 유가증권법, 회사법특강, 경제법, 보험법, 국제거래법, 해

상법

⑤ 차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도산법, 형사소송법

31) 여기에서 를 든 것은 서울 학교 법과 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http://law.sun.ac.kr/University/Proces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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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회법: 노동법1, 노동법2, 환경법, 사회보장법

⑦ 연습과목: 헌법, 민법, 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노동

법, 경제법, 환경법

⑧ 기타 법과목: 법학개론, 법률문장론, 입법학, 법과 정치, 미법, 독일법,

랑스법, 법과 경제, 법의학, 국법제사, 한국근 법사

⑨ 인 과목: 국어작문, 어학( 어, 불어, 독어, 라틴어), 경제학개론, 미시경제

론, 정치학원론, 행정학, 거시경제론, 회계학, 외교사, 정책학, 정보체계론, 도시

지방행정

4)  나라 과과  비  

앞에서 기술한 각국의 교과과정의 내용들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

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교과과정을 외형 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미국유

형과 독일-한국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간의 유사 은 앞에서

도 지 한 바와 같이 기본법과목들을 모두 필수로 하고 있지만, 미국유형은 필

수과목을 최소화 하고 있는 반면 독일유형은 기본법의 역을 거의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필수과목의

수는 미국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간 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과과정의 과목의 종류를 보면 여 히 두 유형의 구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과 한국의 교과과정은 주로 기본법지식을 학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기본법지식은 최소화하면서 각론부분과 특별법분야의

학습에 주력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과 한국의 법조

인 양성시스템이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학 수 에서의 법학교육은 주로

법 실무에 필요한 법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가가

직업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법 지식(여기에서는 사회에 진출하여 수익과 련되

는 법 지식을 의미함)보다는 법률가로서의 기본 인 법 지식의 학습에 주력하

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다.

셋째, 두 유형간의 가장 큰 차이 은 선택과목의 구성이나 편제에서 나타나

고 있는데, 이것은 앞장에서 살펴본 법조인양성시스템의 구조와 한 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학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다변화되고 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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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사회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 그리고 법조계로부터 학계로의 피

드백 과정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한 련을 맺고 있다.

그밖에 미국의 경우 법학교육의 일차 인 목 이 법조직역 변호사를 배출

하는데 있지 사나 검사를 배출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학교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변호사로 활동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들은 이들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법 지

식을 학습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문에 미국의 로

스쿨들은 새로운 사회 수요와 필요에 해 신속하게 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선택과목들이 끊임없이 신설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통 으로 법학교육의 목표가 법조인 재

을 배출하는데 있었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법학교육체제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교과과정이 선택과목보다는 기본과목 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의

새로운 수요나 필요에 해서 신속하게 응하지 못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3. 각  

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과정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나 교육목표와 한

련을 갖고 있어 법학교육에서 요한 소 트웨어라고 할 수 있지만, 법학교육

에서 마찬가지로 요한 것은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교육에서

교육방법론은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형성되고 정착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해서 가장 효과 인

교육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들에 한 끊임없는 분석과 검토작업을 통

해서 고유한 교육방법이 정착되어 온 것이다. 특히 법조인 양성에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법과 학에서의 교육이 가장 을 맞춰야 하는 것이 법률 문인으

로서 갖춰야 할 법에 한 지식, 이해력, 응용력 등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가

장 효과 으로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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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 에  

독일의 경우, 법학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강의, 그룹지도, 연습, 세미

나이다.32) 학년의 경우, 첫 학기에는 교수가 진행하는 기본법의 강의를 수강

한다. 이 강의들은 개 형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이나 보고서의 제출의무

가 없고 교수와의 이 거의 없다.33) 따라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해서 그룹지도가 실시된다. 조교나 상

생들이 투입되어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 어 지도하

며, 그룹지도에서는 주로 교수가 강의한 내용들을 반복, 심화 학습을 시킨다. 이

러한 기 인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에 학생들은 연습강좌를 수강하게 된다.

연습강좌에서는 개 수강생 수가 80명 이내로 제한되며, 담당교수들은 법률개

념이나 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갖고서 이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 필수로 행해지는 것이 논술시험과 과제논

문인데, 논술시험은 다양한 사례를 해결하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례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과제논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법률주석서,

교과서, 법학연구서 , 학술논문 례집 등을 조사해서 풀어내야 하기 때문

에 고도의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습강좌의 이수증이 있어야 국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습강좌야말로 독일

법학교육의 핵심 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34)

32) 최갑선, 앞의 (주 11), 231-235면.

33) 독일 법과 학에서 학년이 수강하는 강의과목의 경우는 한 강좌에 학생수가 200

명 내지 600명 정도이며, 때로는 그 이상일 때도 있다. Münch, 앞의 책 (주 15), 37

면.

34) 법조인 양성시스템에서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외형 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

지만, 이처럼 교육과 사법시험과를 연계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 히 다르다. 물

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1년 새로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의해 2006년의 사법시험

부터는 35학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까지 인

정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학교육의

행을 조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강의 수강은 사법시험을 치르는 자격요

건에 반 하지 않고, 연습과목의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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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에  

독일의 법학교육방법이 강의와 연습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미

국에서는 주로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 로스

쿨에서의 강의는 독일의 강의와 연습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들이 강의에서 활용하는 교재들은 주로 례와

논평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법분야의 법개념이나 요한 테마들을 목차로 정하

고 이 목차에 따라 간단한 개념 설명이나 역사 유래 등을 설명한 후에 바로

그 주제와 련된 례들을 집 해 놓았다. 이는 엄청난 양의 법령과 례를 갖

고 있는 나라에서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법학교육에 합한

시 인 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집 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킴으

로써 학생들의 법 이해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수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그 주제에 해서

설명을 한 후 바로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들어 있는 례에 한 질문공세를 벌

인다. 그리고 학기말에는 복합 인 사례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

부한 내용을 테스트한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강하는 과목들마다 수백개

의 례들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쌓게 되며, 이러한 례들을 통해

서 각 실정법 역의 개념들과 법 추론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

국의 기본 인 교육방법은 독일의 강의와 연습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35)

한편 미국의 로스쿨에서 독일의 그룹지도방법이 활용되는 과목은 1학년 학생

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법률조사 작성법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는 한 학

35) 미국 로스쿨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법학교수들이 강의시간에 실무 주로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은 완 히 잘못된 생각이다. 앞에서 살펴본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들은

부분 우리나라처럼 법 개념과 법 이론을 심으로 가르친다. 다만 차이 은 이러한

교육을 례라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학습시킨다는 것이지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조사 작성법 과목과 임상과목을 통해서 습득된다. 그러

나 이러한 실무교육이 로스쿨의 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게 높지

않다. 이에 한 상세한 논의를 해서는 김정오, 앞의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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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내 다양한 가상 사례를 주고, 련된 법령과 례들을 조사하게 한다. 처

음에는 간단한 통신문에서 시작하여 office memorandum, brief, appellate brief

를 순차 으로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다.36)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법령과

례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법문서를 작성하는 문장력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

고 이 과정에는 2학년이나 3학년 학생 에서 1학년 때 당해 과목 성 이 우수

하고 인터뷰 성 이 좋은 학생들을 조교로 투입한다. 10명 내지 15명으로 나

어진 그룹을 한명의 조교가 지도하며, 조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담당교수와 회

합을 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3) 에  

강의와 연습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의 외형만 본다면 독일의 교육방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과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교

육방법은 여 히 강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 개념이나 법 지식을 주입하는데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법학교과서들

을 보게 되면 학생들을 법률가로 훈련시키기보다는 방 한 양의 법 지식을

달하도록 쓰여 있다. 각 법 분야의 모든 조문을 한 권의 책에 포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념들에 한 다양한 설(說)까지 담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부 숙달하기에는 졸업을 하고서도 3년 내지 4년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할 정도

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학교육방법은 법 지식을 수하는 방법만 있지, 학생

들이 습득한 법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훈련 체제가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다.37)

36)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주 14), 130-136면.

37) 이러한 상은 독일 법제와 교육방식을 채택한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학교육의 핵심이 이해력과 응용력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개념

과 법조문의 암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Noboru Kashiwagi, Reform of Justice

System and Legal Education in Japan, (2003년 4월 1일 서울 학교에서 강연한 발표

문). 카시와기교수는 일본 법학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의 하나로 일본 사법

시험을 비하는 학생들이 문제와 답의 유형을 암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신

들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에서 창조

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무 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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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정에서 가장 시 한 것은 이러한 교육방법론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사법시험이라는 장벽은 법과 학들로 하여 죄수의 선택

(prisoner's choice)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 학이 법학교육의 정상

화를 해서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을 개선하기에는 험부담(사법시험합격자

수의 감소)이 무 크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과 학에서 교과과정의 개설이나

교육방법의 개 을 해서는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

한 것이 실이다.

4)  나라  비

법학교육방법으로 독일에서 활용되는 가장 심 인 것들은 강의, 그룹지도,

연습, 세미나이며, 미국 역시 강의, 그룹지도, 세미나의 교육방법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본 교과과정에 의하면 강의와 연

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견상으론 교육방법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이 더욱 친화 이고, 미국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

나라의 법학교육과정을 면 하게 검토해보면 오히려 미국과 독일의 교육방법이

더 유사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강의 주의 교육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비록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이나 단계가 다르기

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나라의

법학교육방법은 법률가가 지녀야 할 기본 인 기술인 사실조사와 분석, 이에

용되는 법률 조사, 그리고 법률의 용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독일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은 있으나 훈련의 과정이 거의 무하다는 이다.

한편 최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학교육방법에 한 새로운 흐름은 어떻

게 보면 미국의 교육방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

국 사회처럼 다인종 이고, 변화의 속도가 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독일 사회

역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세계 인 변화로부터 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보공학과 생명과학의 명 인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법률문제들에 해서 독일의 법학계나 법조계도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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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체에서도 법률문제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 독일 법학계에서는 종 의 ‘총 이고 완벽한 학습

원칙’ 신에 ‘ 시 학습원칙’을 도입하 다. “ 시 교육원칙에서는 해당 법

역의 체 내용 에서 요한 부분을 표본 으로 골라 깊이 있게 철 히 교

육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법질서의 핵심 역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사고능력을

기 로 미지의 법 분야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추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피상 이고 범 한 지식 습득보다는 방법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 이고도

실무에 연 된 학업방식이 더욱 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38)

IV. 시스  개 안

1. 개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쏟아졌던 법학교육 개 담론 이후의 상황을 보면 마치

‘all or nothing’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 자본주의체제가 변하

지 않는 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법학자들의 자조처럼, 우리들은 법학교육의 하드웨어가 변하지 않는 한 법학교

육에 해서 할 일이 없다는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1999년 새교육

공동체 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던 법학교육제도 연구 원회가 제시한 최종 개

안39)이 법조계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003년 10월 출범한 사법개 원회에서

이 문제에 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 사이에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300여명에서 1000여명

으로 늘어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법

과 학이나 법학과들은 왜곡된 경쟁게임에 길들여져 왔다. 사법시험에 몇 명을

배출하 는가에 따라 학의 순 가 매겨지고, 재학생들은 그 수치로 리만족

을 하는 기괴한 심리학 기제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법조인 양성과정의

본질을 호도해 온 그 게임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물론 법학교육의 하드웨

어 인 개 이 그 요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도 자신들이 가르친 학

38) 최갑선, 앞의 (주 11), 230면.

39) 새교육공동체 원회, 앞의 책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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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률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

고 있는가를 법학교수들이 고민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다. 한 학

교에서 몇명, 몇십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에는 합격 자체만을 가지고 만족

할 수 있었지만, 몇백명이 붙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과 학에 나타나고 있는 풍속도를 보면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거 늘

어나면서 학생들이 사법시험 비에 착수하는 시 이 빨라지고 있으며, 학

생들의 심사나 시야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1990년 반부터 도입되기 시작

한 학부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교양과목의 학 수가 폭 었고,

공이수학 역시 하향 조정됨으로써 법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법학과목들의

폭이 소해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법과 학생들은 더 사법시험과

목 주로 수강을 하고 있으며, 지나칠 정도로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 의 실이다. 이러한 법과 학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발 하고 있는 방향과

는 정반 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을 볼 때,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

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아무리 강도 높은 실무교육을 받는다 해도 지 의 양성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 지식과 능력 그리고 고도의 윤리

의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실 으로 재 부분의 법과 학 는 법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법학 공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

시험 비에 필요한 기본 6법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강의와 연습강좌가 부분이고, 세미나로 명시된 과목이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부분의 학생들이 법과 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에 법조계에 진출하고 나서 법 실무에 필요한 특별법의 지식(특히 변호

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법 지식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 심각하다.

재의 법과 학 는 법학과 교육체제에서 이러한 실을 타개하고, 특히

향후 법학교육시스템이 법학 문 학원 체제로 환될 경우 법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다 실질 인 법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법조사회에서 고도의 경쟁

력을 갖춘 법률 문가로 배출될 수 있기 해서는 행의 교과과정 교육방

법을 개편해야 하고, 법학 문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학 공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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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학사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법학 문 학원 체제하에서 법학을

공한다는 것은 과거처럼 법학에 한 소양이나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서 사

회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을 공한 후 법률 문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하여 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학 문 학원

체제하에서의 법학교육은 법률 문인을 양성하는데 역 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법학 문 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

학교육은 문교육이라는 제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

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목    

1) 목  체

그동안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던 법학교육의 목표를 ‘법률 문가의 양성’이라

는 구체 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제도로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1990년

반 법학교육개 을 주도했던 두 원회(법학교육 원회와 새교육공동체

교육개 원회)의 안과 이 보고서에서 조사된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사법제도에 한 충분한 이해와 법률 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인 법

지식과 능력을 배양한다.

② 법정 리인으로서 그리고 사법기 의 리로서, 사법제도와 사법과정을

합하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한다.

③ 사법제도의 발 , 법학교육의 향상 그리고 무료법률서비스의 요청에 부응

하는 공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2)  

앞에서 설정된 교육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가장 요한 방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법률 문가의 양성’이다. 그동안 주로

법학 공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상당기간 동안 고시원이나

도서 등에서 사법시험 비를 한 후, 사법연수원과정을 거쳐 법조인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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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만약 법학 문 학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졸업 후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홀로 사법시험을 비하기 보다는

법학 문 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는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방향에 맞는 교과과정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학 당 정학생수, 강의와 연습의 계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 등이

필수 이다. 를 들어 강의의 경우 지 과 같이 형 강좌를 그 로 유지하면

서 연습과목의 학생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 로 강의를 형화하고

연습을 형 강좌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학생들의 법

마인드를 가장 효과 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가 이다. 재 주어진 자원의 한계

내에서 최 한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 과제

이다. 한 개선되어야 할 교육과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은 탄력 인

기 의 설정이라는 이다. 모든 교과목에 해서 획일 인 기 을 용하기 보

다는 경 을 따져서 어느 과목에 우선성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과목

들부터 새로운 기 을 용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교육방향에 있어서 요한 것은 학습자들 사이에 공정

한 경쟁과 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 과 같이 반복 학습을 통

해서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강의실 내에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훈련과정이 실시될 수 없다. 이를 해서

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강의의 내용을 반복 으로 익히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철 한 습을 통해 강의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환되어야 하며, 학

습자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개

1) 사 심  강

재 우리나라의 법과 학 교육과정에서는 이론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례교육은 조한 실정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법시험에서 사례문제가 출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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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과서에도 사례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 히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이

론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이나 미국 모두 법학교육방법에서는 사례교육이

심을 이루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법학교육의 통을 지니고 있으며, 세

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법학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이 확립한

교육방법을 우리도 극 으로 수용해야 할 시 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부분의 법과 학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독일의 법학교육에서 연습이나 사례교

육에서는 시 인 학습방법이 리 활용되고 있다. 담당교수들이 학기 에 일

련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은 개 시간 인 제약이나 수강학

생수를 고려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연습강좌에서 철 하

게 시 인 학습방법을 도입하고, 각 사례가 과연 학생들의 분석력과 응용력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합한지를 단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습강좌의 체

계화를 한 workshop이나 세미나를 통해 보다 효과 인 연습강좌의 교육방법

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사례교육을 독일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

제될 수 있지만, 앞에서 지 한 것처럼 독일에서도 시 학습방법을 극 으

로 도입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그 게 요하지 않다. 충분한

례들이 축 된 실정법 역부터 례 심으로 환해 나가고, 그 지 못한 역

은 강의와 연습을 병행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재 강의와 연습의 비율이 80 2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최종

으로는 20 80으로 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법학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 례의

활용법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다. 례에 나타난 사실 계나 법

률 계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익히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규범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이다. 마치 법원에서 내린 결의 결론이 하나

의 정답처럼 활용되거나 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 사례연습이나 례교재로 활용되어야 할 례들을

다른 암기 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례교육을 강화하기 해서 법학교수들이 사용하는 지 의 교과서를 차

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지 의 교과서를 그 로 사용하면서 연습강좌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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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는 것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 례 심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에도 우리나

라와 같은 형식의 교과서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혼북(Horn Book) 시리즈로 발

간되는 교과서들은 례보다는 심도 있는 법 이론과 법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교과서들은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강의실에서는 주로 례로 구

성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사례교육을 해서는 례를 선정하는 기

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방법을 교수들이 터득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요할 것이다.

교수들이 부담해야 할 과제 못지 않게 요한 것이 사례교육을 한 인 라

의 구축이다. 최근 신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기본 인 분류에 따른 례 목록과

원문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례들에 포함된 다양한 법률 계들을 다른 법

역의 례들과 상호 복합 으로 연계시키고 다양한 법령과 연계시키는 refer

system이 단히 미약한 수 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해서는 국가가

집 인 투자를 해서 궁극 으로 ‘ 례를 통한 법학교육’으로의 환을 한

인 라를 구축해야 한다.

2) 사과  운 원  립

학사과정의 운 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유념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강도 높은 법학교육을 한 엄격한 학사운 , 두 번째 원칙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학사운 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내용

으로는 상반되지만, 미국이나 독일의 법학교육과정의 운 방침을 보면, 오히

려 더욱 철 할 정도로 두 원칙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의 엄격성 원칙은 법학의 역에 새로 진입하는 학년(1학년 혹은 2

학년) 학생들에게 용되어야 한다. 1학년 학생들은 원이 당해 학년에 개설되

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성 평가도 엄격하게 하여 법학이

성에 맞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학과나 학으로 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

고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로 하여 동일한 과목을 듣게 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법학교육의 단계 학습을 확립하는데 필수 이기 때

문이다. 그동안 법과 학의 학사과정은 필수과목의 지정이 있었으나, 이를 반드

시 어느 학년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물론 부분의 학생들이 학사과

정에 표기된 학년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체 인 경향이지만,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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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화를 해서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교과과정의 단계화를 통하여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의 법학교육과정을 보면, 모두

학년의 경우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사제도의 정

착은 교육효과를 보다 효율 이고 도 있게 하기 한 것이다.

두 번째의 유연성 원칙은 고학년에 용되는 학사원칙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소질과 필요에 따라서 과목들을 선택하게 하기 한 것이다.

법학의 기본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 과 같이 학년과 학기별로 교

과과정을 정하여 경직된 형태로 구성하기보다는 2학년이나 3학년의 경우에는

크게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만을 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계획과 심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과과  개

1) 사   개

재 우리나라 부분 법과 학의 교과과정에는 법 마인드를 실제 으로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거의 모든 학에서는 법률지식을

수하고, 법원의 례를 갖고 학습하는 연습강좌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법과

학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으로 법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상교육과정

을 통해서 실습할 수 있는 과목들이 무한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법학 공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강의와 연습을 통해서 배운 법 지식을 구체 인 사안에

용함으로써 법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과목으로서 ‘법률조사 작성법’은 학생들이 다른 법학과목을 이

수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법 분석방법을 익히고 법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

써 학생들의 법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정에서는 독일 법과 학 과정에서 의무 으로 부과하

는 실무교육이나 미국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할지 모르지만, 법률조

사 작성법은 바로 도입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학

공학생들에게 기부터 법 마인드를 키워 으로써 상 학년으로 올라가면

서 배우게 될 각종의 실정법이나 차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교육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년에 기 인 법률조사와 법문서 작성방법 등을 훈련



법학 시스템의 개 에 한 연구 121

한다면 사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법률문서가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후의 법학교육과정이 훨씬 더 효과 으로 진행될 것

이다. 미국에서 법률조사 작성법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과목을 수강한

후에 첫째, 분석의 패턴, 조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귀납과 연역의 기술이

향상되었고, 둘째, 법률조사를 체계 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작문을 체계 으

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응하고 있다.

2) 리과목  개

법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正義의 學’이요, 법실무는 ‘正義의 技術’

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교육의 목표를 법률 문가의 양성으로 설정할 경우 이

교육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법률 문가로 활동하게 될 학생들에게 법률

문가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가치 의 다양화와 첨단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윤리 딜 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시 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법조윤리과목이 필수이며, 학생들이 졸업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리를 추구하는 것이 실이지만, 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과연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40) 오히려

사회정의감과 윤리의식에 한창 민감한 나이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것이다. 특히 지 과 같이 빠른 속도로 가치 이 다양

화되고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며, 고도의 윤리 인 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역들이 확장되는 우리 사회의 실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해서는 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법과 학들은

법조윤리과목을 필수화하고, 학간 공동작업을 통해 이 과목을 개발하여 공동

의 교과내용을 갖고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40) 사법연수원의 송병춘 자치회장에 의하면,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

병춘, 앞의 (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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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그램  도

독일의 경우는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르기 에 3개월간 사법기 들에서 실

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아 로스쿨에서 임상교육 로그램

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상교육 로그램

뿐만 아니라 2학년 여름방학에는 부분의 학생들이 law firm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받는 기 단계부터 실무지식과 기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

육이나 로그램이 무한 실정이다. 학생들은 여 히 법서에만 매달려 있지 실

제 법 차나 과정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법률가처럼 사

고하는 능력이 가장 뒤처질 수밖에 없다.41)

임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으로 필요한 것은 임상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사회정의감이나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담당하는 사건이 주로 공익법 역이나 무료변론 사건들이어서, 이러

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조윤리의 정신을 몸소 익히게 되는 측면도

있다.

임상교육 로그램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독일이나 미국이 그룹지도의 교육방법을 통해

서 인 자원을 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근

하면 학 당 한 개의 임상 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

그램 역시 앞에서 설명한 법률조사 작성법처럼 학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다른 학들과 함께 공유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1) 1996년 연세 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Leg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Prospect and Task)에 참석했던 스콘신 로스쿨의 동아시아법센터 소장을 맡

고 있는 Charles Irish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만에서 온 유학생들

한국의 학생들의 지 능력이 가장 우수하지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능력은 세

국가 학생들 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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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   과목  강

기 법 분야는 법사상사,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한국, 서양, 동양) 등의 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학생들이 사법시험 비에 치 하고 있어서 기 법

분야를 이수하는 경향이 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목들은 법학을

공하는데, 철학 , 사상사 그리고 사회과학 에서 법을 악하는 능력

을 키워주는 기 인 것들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 이들 기 법과목들이 커

다른 비 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법과 학의 교과과정에서는

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들이 실정법학만을 수강함으로써

법을 둘러싼 주변의 상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과목들을 선

택 필수로 하여 학생들이 어도 기 법 과목들 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특별    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송이 기본법보다는 특별법 분야에서 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속한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법

실무자들에게 특별법 역에 있어서 고도의 응용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재 법과 학에 개설되는 특별법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부분

법과 학의 행 교과과정 편성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사법시험과목이 기본법

심으로 되어 있으며, 가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을 통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학 공 학생들의 지 스펙트럼이 소해질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한 결과 으로 학생들이 사법시험의 과목에만 력함으로써

비록 사법시험 합격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연수원을 졸업하

고서 법조계, 특히 변호사로 진출했을 때 새로운 법 분야나 부가가치가 높은 법

분야에 한 지식이 일천하여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

을 수 없다.

따라서 법학 공자들의 실 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 분야의 과목들을 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조직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주로 특별법 분야들인데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도외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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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험과목인 기본법과목만을 이수하고 이를 몇 년씩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통

과함으로써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서도 실 응력이 떨어지는 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특별법 분야의 강좌들을 폭 확 , 개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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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시스  개 에  연
- 원 도  도  여 -

신  ,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반부터 사법개 의 일환으로 사법개 원회와

새교육공동체 원회를 심으로 법학교육제도의 개 에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한 연구 개선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미

국식 법학 문 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법원 산하 사법개 원회가 구성되어 법조인양성제도 법학교육의

개선에 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된다.

이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사회에 가장 합한 법학교육방

법으로 입증된 미의 사례 심 법학교육방법과 이미 사례 심 교육방법

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 독일의 법학교육방법에 하여 심층 이고, 포 인

연구를 하여 앞으로 도입될 법학 문 학원 뿐만 아니라 행의 학부수 에서

의 법학교육에 획기 인 환 을 가져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교육시스템과 법학교육의 개 을 한 논의로서 재 우

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학교육기 들이 법조인 양성과정이라는 보다 체

인 체계 속에서 어떠한 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법조인 양성과정에

해서는 미국, 독일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교과과정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 다. 법

학교육의 소 트웨어인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의 문제 과 그 개선방안에 해서

논의하 다. 특히 법학교육과정에서 기본 인 법지식의 습득과 이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인으로서의 고도의 공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의 함양

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과 법학교육방법론의 개선에 하여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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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eaching System of

Legal Education
- in connection with Introduction of Graduate Law

School System -

Hyun-Yoon SHIN*4 2)

Kil-Jun PARK**

Jeong-Oh KIM***

As a part of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since the early 1990s, an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the New Education Community

Committee have taken the lead in the reform process. Japan has recently

introduced American law school system, an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has been organized in Korea under the guidan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fter launching the new Korean government. Thus, it is anticipated

that a lot of discussion will be made on the reform of the legal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d comprehensively the

Anglo-American case study method, which was prov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legal education method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21th century,

and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Germany which adopted the case study

method in a great degree. Through this research, this Article tried to provide

a turning point for legal education on the undergraduate level as well as

* Professor,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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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 level which will be introduced to the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addressed the role of the current legal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whole training system for the legal profess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ining system for the leg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legal curriculum and education method in those countries, which

can be referred to software in legal education.

Especially, this Article made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 following

area; (1) learning the elementary legal knowledge and improving the ability

to apply this knowledge to the actual cases; and (2) developing the new

curriculum and legal education method for fostering responsibility and ethics

of legal profession.

Key Words : legal education, legal training, graduate law school, judicial

reform, curriculum, case study method, education method, legal prof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