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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학도서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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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률서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충분 

한 수의 법조인과 자질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04년 10월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이 

하 “로스쿨”이라 한다)을 오는 2008년 설치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한다 

는 로스쿨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로스쿨 설치 대학 수 등은 합의 

없이 기준만 제시했고 총 입학정원을 1 ，200명(대학별 200명 이하) 선으로 제시해 전 

국에 6-10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1)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 최재혁， “로스쿨 2008년 시행 확정…司試는 2년간 병행후 2013년 폐지"，[조선일보] 2004-10-06 

(종합) 01면 41판 64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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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되， 그 설 

립기준은 “충실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 

포 기준들이 설립기준에 여건에 관한 최소한의 01 ;;져 곡:!..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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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은 필수시설이 되며， 법학도서관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학의 

인식이 충분치 못하고 법학도서관의 

말 기준 전국에 법학과가 설치된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에서 법학교육을 위한 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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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전용의 법학도서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고작 전국의 몇몇 법과대학에 법학도서관이 설립되어 

로스쿨 제도하의 볍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 및 주요국외 법학도서관의 면적 및 장서 

법학도서관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과 

을 갖춘 서울 소재의 5개 법과대학을 조사하였고， 국외 

국， 일본， 싱가폴， 홍콩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늠하는 척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물적 자원을 비교해 

현황을 

법과대학 

97곳인데， 

나뿐이고， 

이렇게 

가운데 

내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앞으로 도서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사활"， [경향신문] 전락’ 2류 뺏기면 

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3) 사회부 사건팀， “대학들 로스쿨 유치전쟁 - ’로스쿨 

2004-11-11 (특집) 기획.연재 06변 45판 377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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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학의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학도서관 없이 

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므로 법학교육의 활성화는 법학도서관의 활성 

화를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국외 법학도서관의 물적 

자원， 즉 도서관 전용면적과 장서현황에 관하여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하였다. 

2) 국내 법학도서관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를 통해 법학도서관들을 

조사한 후， 다시 이들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법학도서관 사서들과 직접 전화통 

화를 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미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3) 국외 법학도서관의 경우 문헌이나 각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를 통해 법학도 

서관들을 조사한 후， 다시 이들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미 

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법학도서관의 현황은 서울대학교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학 

도서관 전용면적을 쉽게 산출할 수 있었으나， 다른 대학들은 법과대학 건물 

내에 법학도서관이 함께 위치하여 있어 전용면적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도서관 전용면적이라 할 수 있는 핵심부분을 서고와 열람실이라 보고 

서고와 열람실만을 따로 조사하였으며， 그 외 법과대학 건물 내에 있는 컴퓨 

터실， 고시설， 휴게실， 모의법정 둥도 법학도서관 부대시설이라 볼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장서현황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월일 

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면적을 표시할 때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2) 국외 법학도서관의 현황은 일본 및 아시아 국가의 경우 더 많은 국가와 대학 

을 조사하였으나 해당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에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가 미 

비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헌과 인터넷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대학도서관으로 한정하다보니 미국대학에 비하여 그 수적으로 

열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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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법학도서관의 현황조사에서 비교항목은 도서관 시설과 자료 및 이용에 

관한 요소인 법학도서관 전용면적， 장서(미국과 싱가폴은 열람석수， 사서수 포 

함)에 한하였다. 되도록 이 모든 항목을 모두 조사하려 하였으나 대학에 따라 

몇몇 항목은 누락되었다. 

다음에 제2장에서는 로스쿨도입에 따라 법학교육에서 법학도서관이 차지하는 위 

치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학도서관의 특성 및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본 

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 법과대학 법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본다. 

2. 로스쿨과 법학도서관 

가. 법 학도서 관의 중요생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방안에서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한 그 설립기준으 

로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대학은 법학도서관의 존재여 

부가 로스쿨 도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로스쿨에 법학 

도서관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주장 

되었다. 다음의 문헌들이 이를 증명한다. Harvard 로스쿨의 학장이었던， Langdell은 

로스쿨의 법학도서관과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Langdel1은 1871년 로스 

쿨교육을 위한 첫 번째 “case book"을 출판했을 때 Harvard 로스쿨의 법학도서관 

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materials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거의 125년이 지난 지 

금에도 이는 로스쿨 교육의 기본적인 materials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Langdell은， “법률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경험도， 사람을 다 

루는 경험도 .... 법을 사용한 경험도 아니고， 법을 배운 경험이다.” ... “첫째 법은 과학 

이며， 둘째 과학의 이용 가능한 자료는 모두 책안에 있다 .... 법은 책을 가지고 대학 

에서 배울 수 있다" 4)고 하여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Louis M. Brown, “LAWYERING DECISIONS: NEW MATERIALS FOR LAW 
LIBRARIES TO COLLECT", 87 Law Libr. ]. 7 

[재인용] in ]AMES WILLARD HURST, THE GROWTH OF AMERICAN LAW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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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로스쿨(the University of Califomia, Los Angeles School of Law)을 건축 

하면서 법학도서관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Law School Library committee ’s VlslOn 

은 President Sproul에 게 보고한 보고서 에 잘 나타나 있다. “적 합한(adequate) 도서 

관은 로스쿨의 불리적 시설 (physical facilities)의 심장(heart)이라고 할 수 있다. 좋 

은 로스쿨 법학도서관이란 단순히 저장창고가 아니라， 수준 높은 전문적 리서치 서 

비스의 하나이다.”라고 하고 있다 5) 

또한 r A BRIEF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 W LIBRARY J 에 서 KANSAS SCHOOL OF LA W LIBRARY는 교수， 학 

생， 지역 변호사와 대학공동체의 요구에 수준높은 서비스와 교육， 봉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도서관은 로스쿨의 심장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6) 

나. 법학도서관의 특수성 및 역할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고 새로운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얻는다. 학생들은 학습의 공간으로서 

과제로 부여된 자료를 찾고 시험을 준비하고 법률문제와 사례연구를 위해 강의의 

보충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법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령 판례 등은 일부만 이용 

되더라고 없어서는 안 될 자료들로서 법학도서관은 참고도서관으로서의 성질을 지 

닌다. 법학도서관의 자료는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러 

한 자료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복잡성 지니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 

문성 요구된다. 법학도서관의 이용자 또한 법학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요구를 지니 

며 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봉사를 위해 법학도서관 사서는 고도의 

전문지식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법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 

(1950) & in DENNIS R. NOLAN, READING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219 (citations omitted) (198이. 
5) Laura Justiss, “A SURVEY OF FEE-BASED WEB SUBSCRIPTIONS IN ACADEMIC 

LAW LIBRARIES " , 95 Law Libr. ]. 383 
6) Joyce A. McCray Pearson 

“A BRIEF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 W 

LIBRARY", 51 U. Kan. L. Rev.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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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학교육의 실험장이 되며， 참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7) 

이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8) 

@ 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논단 / 자료 

법학도서관의 일차적 목표는 법학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 강의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법학도서관은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제 

간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도서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 

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준비， 모의재판의 참가， 졸업논문 등의 준비를 위하여 그들 

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이들에게 정보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직접 교육을 하는 역할 

법학도서관은 장서를 보존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고 법률자료의 이용법 및 법학연구방법에 관하여 이용자교육 

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봉사에 관한 홍보와 법학분야의 자 

료 및 연구방법에 관한 최신 발전상을 알려준다. 법학사서는 법학에 관한 지식 및 

도서 관과 도서 관자료에 대 한 전문지 식 을 바탕으로 한 각종봉사를 통하여 법 학교육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도서관의 뒷받침 

이 있어야 한다. 법률실무자 양성을 위한 로스쿨에 걸맞은 법학교육을 수행하고 법 

학도서관이 그들의 정보요구에 충분히 응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장서를 갖추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며， 법학교육의 최전선에서 법학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학도서관 사서가 필요하다. 

7) 홍명자，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J (제 

31권 제2호)， p.309 
8) 홍명자，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J (제 

31권 제2호)， p.309-31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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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법학도서관 현황 

가. 국내 법학도서관 

국내 법학도서관은 서울소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6개 법과대학의 법학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우 

선 각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를 통해 법학도서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 

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서들과 직접 전화통 

화를 하여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한양대학교는 팩스를 이용하여 미비한 내용 

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각 대학 법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웹싸이트 주소는 다음 

과 같다. 

@ 서 울대 학교 http://lawlib.snu.ac.kr/ 

@ 고 려 대 학교 http://www.korea.ac.kr/ 

@ 연세대학교 http://www.yonsei.ac.kr/~ lawlibr따y/ 

@ 성균관대학교 http://web.skku.edu/ ~ lawlib/ 

@ 한양대학교 

http://library.hanyang .ac.kr/ dlsearch/TGUI/Theme퍼anyang/main.asp 

@ 이 화여 자대 학교 http://law.ewha.ac.kr/lib/total.html 

(1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독립된 법학도서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법학도서관은 

1982년 10월에 기공하고 1983년 12월 3일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법학도서관 은 지 

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건물로 1층에 연속간행물실 및 제 1열람실이 2층에 제 1, 2 

서고 및 기념문고실 사무실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법학도서관 건물만 가지고는 

법학도서관 소장문헌과 기능을 다 소화하지 못하여 근대 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84 

동) 2층에 참고설 교수연구동(17동) 3층에 참고자료실， 법과대학 501, 502호(15동 5 

층)에 제2열람실을 두고 있다.2004년 6월 1일 현재 건물면적은 법학도서관 독립건 

물만은 1，245m2 (377평)이다. 도서관내 서고는 371m2, 열람실은 172m\ 연속간행물실 

190m2, 사무실 152m2, 기타공용면적이 360m2 이다. 인근 법과대학 건물에 흩어져 있 

는 참고실 (84동)은 219m2, 참고자료실(17동)은 95m2 , 제2열람실(15동)은 235m2 이다.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건물면적은 독립건물인 1，245m2 (377평)를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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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학도서관 장서는 총 88，290권이다. 단행본 48，761권， 참고도서가 13，542권 

이고， 연속간챙물 21，135권， 문고도서 4，851권， 비도서 1권이다. 열람좌석수는 제 1 . 2 

열람실， 서고 및 연속간행물실， 참고설의 열람좌석수를 모두 합하여 271석이다. 

(2)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법학도서관은 2001년 2월 완공한 신법학관에 위치하고 있다. 법과대 

학 전용의 도서관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서고와 열람실이라고 할 때 고 

려대학교 법학도서관은 독일법(외국법)도서실， (종합)법률정보센터， 열람실이라고 

볼 수 있다.9) 2003년 10월 6일 현재(홈페이지 최종갱신일) 고려대학교 법학도서관 

의 건물면적은 총 1 ，049m2 (317평)이다. 독일법(외국법)도서실 (3층)은 187m2, 종합법 

률정보센터 (4층) 400m2 이고， 열람실 (5층 306석) 465m2 이다. 그리고 기타 법학도서관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부대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은 총 2，040m2 (617평)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시설 (4층 1실， 3층 10실) 1,246m\ 컴퓨터실습실 154m2, 모의법 

정 (1층) 198m2, 컴퓨터설 (1층 60대 155m\ 5층 20대 50m2
) 205m\ 세미나설(6실) 77 

m\ 학생휴게실 (1층) 51m\ 카페테리아(5층) 109m2 이다. 그리고 장서는 총 16，804권 

이다. 독일법(외국법)도서실이 총 7，937권으로서 단행본 5，398(서양서 5,325, 동양서 

73)권， 잡지 2，539(서양서 2,249, 동양서 290)권이다. 또한 (종합)법률정보센터는 총 

8，867권으로 웹싸이트상 도서목록표에 게재된 권수이다. 열람좌석수는 열람실 열람 

석수 306석이다. 

(3)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도서관은 2002년 4월 8일 신축한 법과대학 광복관 4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12월 1일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도서관 총면적은 않8m2 (260 

평) 이다. 서가 및 열람실 (4층)이 518m2 이고， 5층 서가 및 열람실이 340m2 이다. 기타 

(면적이 확인된 공간만) 부대시설면적은 총 714m2 (216평)로서 고시독서실 (3층 대열 

람실1개 145m\ 열람실3개 각 54.3m2, 총 251석)이 308m2 이고 모의법정(지하1층) 

406m2 이다. 그 외 컴퓨터실 (2층 28대)이 있고， 그룹스터디룸을 두고 있다. 장서는 

2004년 2월 10일 기준으로 총 42，568권이다. 단행본이 31.516권이고 연속간행물 

9) 독일법(외국법)도서실， (종합)법률정보센터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 
고 있지 않아 괄호안에 병행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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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권， 참고도서가 2，832권， 학위논문 3，396권이다. 법학도서관내 장비는 검색용 

PC 16대， TV， DVDNCR 각 4대， Audio Component를 1대 구비하고 있다. 열람좌 

석수는 법학도서관 140석과 고시독서실 251석을 합하여 총 391석의 열람좌석이 있 

다. 

(4)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도서관은 1999년에 개관하였고， 2004년 8월에 신축 법학관 5층 

으로 이전하였다.2004년 9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도서관 면적은 총 496m'(150 

여평)이다. 자료실이 430m'(약130여평)이고， 일반열람실이 397m'(약120여평)이다.10) 

장서수 총 약 55，000여권으로 단행본이 약 45，000권， 학술지가 10，000권이다. 법학도 

서관내 정보검색실에는 검색 PC 31대 어학실습기 2대， VTR 2조와 프린터를 두고 

있다. 열람좌석수는 총 318석으로 일반열람실에 272석 자료실에 46석이 있다. 

(5)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2000년 3월 법학학술정보관(법학자료실)을 개관하였고， 제 1법학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11) 2004년 3월 현재 법학도서관 면적은 총 764m'(231평)이다. 

자료실이 352m'이고 열람실이 412m' 이다. 기타 법학도서관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총 568m2 (172평)로서 PC실 172m\ 모의법정실 310m\ 휴게실 86m2 이다. 장서 

는 약 46，000권이고 법대도서관 좌석수는 300석 12) ， 검색PC 12대이다.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2000년 법학도서관 분관을 개관하였고， 법학관에 위치하고 있 

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도서관은 총면적 448m'(114평)이다. 서고 및 열람설 (1층) 

376바이고， 교수참고열람실 (2층)이 72m2 (22평)이다. 기타 부대시설은 총 1,366m'(413 

평)로서 고시자료실 45m', 세미나실 (4실) 206m', 소강당 727m', 고시연구실 (2실) 260 

10)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성균관대학교 법학도서관 안내자료와 사서를 통해 확인 
정보 모두 면적에 관하여 “평”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선 평을 기준으로 m'값을 환산하였다. 

11)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볍학도서관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괄호안에 병 

행하여 표시하였다. 이하 법학도서관이라 한다. 
12)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법학자료실 일반소개 시설현황에는 좌석수가 60석으로 되어 

있으나， 한양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서와 연락하여 팩스로 받은 자료는 열람좌석수가 300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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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컴퓨터실 128m2 이 있다. 법학관련 전문도서 단행본 10，000여권， 국내외학술지 

170여종， 비디오테이프， CD-Rom 등 멀티미디어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열람좌석수 

는 총 116석으로 서고 및 열람실에 92석과 교수참고열람실 24석이 있다. 

〈표 1> 국내 법학도서관 

면적 1，낌5 1,049 858 496 764 때8 

<m> 549 2，여O 714 자료없음 568 1,366 

장서현황 88,200 16,804 42，댄8 55.000 46.000 10,170 

비고 2004.6.1 2003.10.6 2004.2.10 2004.11. 2004.3. 

나. 미국 법학도서관 

미 국 로스쿨 법 학도서 관은 동부 U.S. News & world Reports 로스쿨 평 가의 종 

합순위를 참고하여 IVY 대학을 중심으로 상위대학 총 8개 로스쿨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ABA(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매년 미국 법과대학을 평가하는데 그 

일환으로 법학도서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매년 발행하는 ABA Data(ABA- LSAC 

Official Guide to ABA - Approved Law Schools)에 법 학도서 관에 관한 자료가 상세 

히 나와 있어서 자료 수집이 용이하였다. 

미 국 법 학도서 관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CD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 officialguide.lsac.org/ docs/ cgi - bin/ home.asp 

The Official Guide to ABA - Approved Law Schools 

2005 Edition (online) 

* 건물면적의 경우 ABA Data 기준 2004 자료13) 

13) ABA Data 로스쿨 비교항목에 있어서 2004년과 2005년이 변화가 있었다. 2004년 자료에는 

Informational and Library Resources 란에 12항목의 data 있었다. φ Volumes an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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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각 대학 로스쿨 홈페이지 웹싸이트 주소(순서는 Alphabet 순) 

Cichago => http://www.law.uchicago.edu/library/ 

Columbia = > http://www.law.columbia.edu/library 

Comell => http://www.lawschool.comell.edψlibr따y/ 

Duke = > http://www.law.d따<:e.edψlib/ 

Harvard => http://www.law.h따vard.edψlibr따y/ 

Michigan => http://www.law.umich.edψlibr따y/ 

Verginia => 
http://www.law.virginia.edu/home2002/htmVlibrarysite/library.htm 

Yale = > http://www.law.yale.edψlibr따y/ 

(1 ) 시카고대학 (Chicag이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은 IL Chicago, 60th Street에 위 치 하고 

있다. 법학도서관의 명칭은 D ’Angelo Law Library이고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 

로서 총 면적은 6,872 m2 (2，079평)이다. 장서현황을 보면 단행본(volume/title) 691 ,516 

/ 278，422권이고， 연속간행물은 8，822종이다. networked computers 63대， 열람석 

445석을 갖추고 있다. 사서수는 professional이 10명이다. 

(2) 콜 럼 비 아대 학(Columbia)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는 NY, New York 116th St. 에 위치하고 있 

다. 법학도서관의 명칭은 the Diamond Law Library이고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총면적은 6,306m2 (1 ，907평)이다 장서는 단행본 (volume/title) 1,060,698 / 366,564 권 

equivalents, (2) titles, @ active serial subscriptions, @ study seating capacity inside the 
library, (S)Square feet of law library, @ professional staff, CV/@Hours per week 
witψwithout professional staff, @ student computer workstations for entire law school, 
@ open network connections, @ Require computer? 였다. 2005년 data에는 10항목으로 
1-4, 6번항목은 동일하고， 5번항목이 제외되었다. 6번째 항목으로 Hours per week library is 
open 으로 변경되었다. 7번째 open, wired connections avialable to students, 8번째 

networked computers available for use by students, 9번째 simultaneous wireless users, 
10번째 Require laptop computer ?로 변경되었다. 미국대학 법학도서관의 건물면적은 

ABA -LSAC Official Guide 2004 Edition (online) “Square feet of law library"을 기 준으로 
하였다. 

88-



논단 / 자료 

이고， 연속간행물은 6，978종이다. networked computers 가 116대， 열람석을 417석 

두고 있으며， 사서수(professiona1)는 19명이다. 

(3) 코 넬 대 학(Cornell) 

Comell Law School 은 NY, Ithaca에 위 치 하고 있다. 법 학도서 관 명 칭 은 Comell 

Law Library이고 지하3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총 면적은 5，657m2 (1 ，802평)이다. 장 

서는 단행본( volume/title)이 676,660 / 208,453 권이고， 연속간행불은 6，514권이다. 

networked computers는 101대이고， 열람석은 424석을 두고 있으며， 사서수 

(professional)는 9명 이 다. 

(4) 듀크대 학(Duke)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은 NC, Durham에 위치하고 있다. 법학도서관 명 

칭은 Duke Law Library이고 지상4층의 건물로서 총 면적은 6,061 m2 (1，833평)이다. 

장서는 단행본( volume/title)이 591 ,805 / 208，785권이고， 연속간행물이 6，712권이다. 

networked computers는 155대 , 열 람석 은 451석 이 고， 사서 수(professiona1)는 9명 이 

다. 

(5) 하버 드대 학(Harvard) 

Harvard Law School은 MA, Cambridge에 위치하고 있다. Harvard Law School 

Library는 지 하1층 지 상 5층의 Langdell Library와 지 하1층 지 상 4층의 

ILS(Intemational Legal Studies) Library 두개 의 법 학도서 관을 가지 고 있 는 데 , 총 

면적은 10,942 m2 (3，310평)이다. 장서현황은 보면 단행본( volume/title)은 2,135,191 / 

802,973 권이고， 연속간행물이 15，596권이다. 기타 networked computers 164대， 열 

람석 은 761석 이 고 사서 수(professiona1)는 43명 이 다. 

(6) 미 시 건 대 학(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은 South MI, Ann Arbor , State Street 

에 위치하고 있다. Michigan Law Library 는 지하 3층 지상1층의 건물로서 총면적 

은 9,138m2 (2，764평)이다. 장서는 단행본(volume/title) 941 ,237 / 305，207권이고，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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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이 9，733권이다. networked computers는 123대， 열람석은 856석이며， 사서수 

(professional)는 17명 이 다. 

(7) 버 지 니 아대 학(Virginia) 

U 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는 V A, Charlottesville, Massie Road에 위 

치하고 있다. 법학도서관의 명칭은 Arthur ]. Morris Law Library이고 지하1층 지 

상3층의 건물로서 총면적은 8,071 m2 (2 ，442평)이다. 장서는 단행본( volume/ title) 

860,812 / 264,565 권이 고， 연속간행물은 11 ，327권이 다. networked computers 53대， 

열 람석 766석 이 며 , 사서 수(professionaD은 10명 이 다. 

(8) 예 일 대 학(Yale) 

Yale Law School은 CT, New Haven에 위치하고 있다. 법학도서관의 명칭은 

Lillian Goldman Library이고 지상 5층의 건물로서 총 면적 7,100m1 (2，148평)이다. 

장서는 단행본(volume/title) 1,082,818 / 294,288 권이고， 연속간행물은 10，643권이다. 

networked computers 108대 , 열 람석 은 414석 이 며 , 사서 수(professionaD는 16명 이 다. 

〈표2> 미국 법학도서관 

면적 I m
1 

I 6,872 I 6,3CXJ I 5,657 I 6,æ1 I 10,942 I 9,138 I 8,071 I 7,100 

장 단 

행 1 691 ,516 1 1 ，뼈，69816깨，쩌o 1 591 ,805 12,135,191 1 941，갱7 I 860,812 I 1,082,818 

현 늄룹 
왕- | |간행돌 口 I 8,822 6,978 I 6,514 I 6,712 15,596 9,733 I 11,327 I 10,643 

networked 
computers | 63 116 101 155 164 123 53 108 

열람석 445 417 424 451 761 856 766 414 

사서수 10 19 9 9 43 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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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엘본 법학도서관 

일본은 도표대학을 비롯한 여러 개의 대학을 조사하여 보았지만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조사 

한 자료 중에서， 독립된 법학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3개 대학에 관하여 미약한 자료 

이지만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법학도서관을 조사하던 중 미국 AALS 홈 

페이지에서 각국 법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 3개 대학의 장 

서현황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건물면적은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도쿄대학에는 

건물면적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그 외 2개 

대학은 시간관계상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료를 더 확보하지 못하였다. 

CD AALS => http://www.aa1s.org/intemationaVdirectory/japan.html 

@ 일본 3개 대학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웹싸이트 주소 

- 東京大學 http://www꾀l-tokyo.ac.jp/lib/ 

- 早휩 田大學 http://www.waseda.jp/hougakubu/gakudoku/map.htm 

- 北海道大學

http://www.juris.hokudai.ac.jp/staff/HOUREVHourei.htm#intro 

(1 ) 도쿄대학 

도쿄대학(東京大學)은 법학도서관으로 5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서열람 

계(因書關寶係， 單行書、 日本σ)法令 · 判例， 法 4 물館 3 階)， 계속자료실(維續資料室， 

雜誌、 離續出版物， 法 4 융館 3 階)， 법제사자료실(法制史資料室 日本法制史昭究資

料， 法 4 뭉館地下 1 階)， 외국법문헌세미나실(外國法文歡쉰 ν 갖-， 外國σ)法令 判

例， 法 4 뭉館 1 階)， 명 치 신문잡지 문고(明治新聞雜誌文庫， 明治期σ)新聞 · 雜誌， 史料

編幕所地下)이다. 장서는 총 576.000 권이고， computer terminals 88대이다 14) 

(2) 와세다대학 

와세다대학(早협田大學)은 학생독서실(學生讀書室)을 가지고 있고 법학관 지하1 

층(西早휩田휴 fν/~Â22물館地下1階)에 위치하고 있다. 장서는 약 50.000권이고 

computer terminals은 150대 이 다. 

14) AAL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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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훗카이도대학 

훗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은 법령판례실(法學昭究科/法學部(法令判例室))을 가지 

고 있고 법학부의 2층 (207호실)에 위치하고 있다.2003년 3월 31 일 현재 장서는 총 

258,074 권으로서 단행본이 256 ，912권이고 연속간행불이 1 ， 162권이다. 

〈표3> 일본 법학도서관 

장서현황 

(volume) 
computer 

terminals 

576 어O 

88 

랴. 싱가폴 맞 홍콩 법학도서관 

50.000 

150 

258,074 

50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카폴 홍콩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의 여러 대학 

을 더 조사하였으나 각 대학 홈페이지 웹싸이트는 찾고자하는 정보를 구축하여 놓 

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보았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답변을 

싱가폴과 홍콩대학 법학도서관 자료만을 정리하였다. 

싱가폴과 홍콩대학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웹싸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싱 가폴 국 립 대 학 http://www.lib.nus.edu.sg/ llb/ index.html 

@ 홍콩 대 학 http:// lib.hku.hk/lawlib/ index.html 

(1) 싱가폴 국립대학 

닙l-_Q_ 
I二 '-

싱 가폴 대 학 법 과 대 학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 법 

학도서관의 명칭은 The C J Koh Law Library이다. 법학도서관은 법과대학 건물 

내 지하1층과 지상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000m2 (1 ，200평)이다. 장서 

는 단행본( volume/title) 이 153,218 / 46，021권이고 연속간행물이 4，394권이다. 기타 

CD-ROMs 65개， Audio-Visual Materials 2187R 를 소장하고 있다. 열람석은 494석 

이 고 사서 수(professional)는 5명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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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대학 (2) 

Lui Che Woo 법학도서관 명칭은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대학 

법과대학 건물내 지상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다.2003년 6월 현 Law Library 이 고 

총면적은 2,175m1 (658평)이고 장서는 단행본이 88，980권이고， 연속간행물이 2,213 

9명이 직 원수(professional)는 있으며， 91 ,748 소장하고 Microforms 기타 권이다. 

다 15) 

법학대학교 홍콩 口l
~ <표4> 싱가폴 

2175 4.000 m 면적 

단
 행
 
본
 

88.980 153,218 volume 장
 서
 
현
 
황
 2,213 4,394 연속간행묻 

65 CD-ROMs 
91 ,748 Microforms 기타 

218 Audio- Visual Materials 

494 열람석 

9 5 사서수 

at 2003. 6. 바고 

口베 드즈 口}
Xo ï:프 4. 

기대와 요청이 높아감에 따 

로스쿨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별이고 있다. 또한 

양질의 법적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인 

도입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위원회는 

라 그에 부응하는 

법과대학은 로 건 경쟁을 사활을 으
 
근
 

쿨
 

스
 

로
 

각 

15) 홍콩대학 법학도서관 사서에게 답변을 받은 날인 2003년 6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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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을 설립하기 위하여 로스쿨 전용의 법학도서관의 존재여부가 설립기준의 하나 

로 작용함에 따라 법학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로스쿨에서 법학교육 

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도서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의 메카가 될 로스쿨에서 법률해결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험장 

이며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될 공간인 법학도서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고 그 중요성도 인정받지 못하여 

왔다. 단순히 건물면적이나 장서수를 보면 국내 최고인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조 

차도 미국 및 일본(도쿄와 훗카이도대학)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법률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자원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필요한 장서와 이 장서를 수용할 공간， 제반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법학도서관 이용자들의 특수한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사서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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