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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2. 1 말 

이 글은 미국 법학교육제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를 형성하변서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知的 흐름이랄까 생각을 가려내어 꼼꼼히 쌀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년간 

(1995-1996) 에 걸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개혁 논의를 통하여 그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이나 미국의 볍학교육제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얻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관하여 그러하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였던 볍학교육제도 개 

혁의 중심이 法科大學院 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원 제도는 이를테뺑 01국의 

law school을 대체로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제양훤 볍과대 

학원 제도에 대한 반대논의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하나7}. 그것이 반대론자들왜 가득권 

상실의 우려 때문이라는 내심의 이유는 어찌되었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며국은 영머볍째 

에 속하고 우리는 때륙법계에 속하여 볍체제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자 며국식 

법과대학원 모댈을 따를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찬반논의에 대하여 지적 

하고 싶은 것은 그 논의의 근거가 그 설질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한 채 대단히 펴상적어면 

서 표피적 , 외형적으로 흐르는 논의를 천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가의 입짱을 

정당화하고 논의를 차지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앞서서 문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안이하고 짧彈附會의 논왜를 전개하였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이 우리 

가 이곳에서 제기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것이 미국의 법학교육을 이끄는 미국빽 자적 흐 

름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이라한 지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더라면 적어도 그러한 

식으로는 논의가 전개되지는 아디하였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후술하는 비-와 같이 미국 법학교육제도를 떠받들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뺑률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은 大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아나한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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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양성 제도는 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독일이나 미국이 다르 

지 아니한데， 전통을 거슬러 옳많가면 독일획 그것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중심인데 비 

해 영미에서는 오히려 대학을 떠난 도제식 법학교육어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미국에서 법학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자리잡기에 이른 배경에 

는 독얼의 영향도 있었다1)는 점을 지적할 수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단순히 우리 나라의 법체제가 대륙법계이냐 영미법계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 

해진다. 중요한 것은 미국 또는 독일의 법학교육제도를 떠받들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은 무 

엇이냐， 제도의 변화와 생각이나 사상의 변화는 어떻게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점 

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분야에 상관없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政策論議나 밟IJ度改華論議는 으례 외국과의 

比較論議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당장 시급한 정책이나 

외형적인 제도만을 분제 삼았지 정책이나 제도의 뒤에 흐르는 생각이나 思想의 흐름을 소 

훌히 하는 경우가 비일벼재하였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머국의 법정책이나 법제도에 관 

한 논의 및 연구 또한 그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는 경우에 이를 체 

현하여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법령이다 관행 등에 못지 아니하게 그 뒤에서 이를 이끌어가 

는 생각이나 사상으로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 

의 법학교육 제도도 또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제도 못지 아니하게 이 제도를 형성하며 또 

이끌어가는 생각이나 사상을 담고 있는 제도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법 

학교육 제도를 구성하며 이끌어가는 미국의 생각과 사상을 추적하여 분석하여 보려고 하 

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여도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을 알아 

야할 이유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각 방변에 걸쳐 우리 나라가 미국과 가지는 밀접한 

물적 • 언적 • 지적 교류관계， 그리고 이 교류관계를 바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싫든 좋든 미국과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서 있는 까닭에 

원만한 교류관계의 증진을 위하여서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또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하여서도 미국을 그리고 미국 사람을 더 잘 이해할 實際

的 必要가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장관의 상당수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 

이 법률가이고 그간의 한미통상협상이나 WTO협상의 미국 정부대표의 대부분이 법률가이 

며 미국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교섭대표가 거의 법률가인 사실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사회에서 법이 그리고 법률가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위 

1) David S. Clark, ‘ Tracing the Roots of Arnerican Legal Education ‘ A Nineteenth-Century Gerrnan 

Connection," Rahels Zcit.lchrψ끼r ausliindi.\ch l'S l/l1d inμTlUltÎol1ales Pimtrecht. v. 51, 313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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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양성해대는 법학교육이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어떻 

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볍학교육을 이끌어가는 생각이나 사상들은 어 

떠한 것언가 하는 질문들은 우리의 知的 好奇心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질문들이라고 생각 

한다. 자기들의 법학교육제도를 외국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 논의들을 보면 한결 같이 자기 

네 법학교육제도의 우수성해 대한 자신감 내지 확샌을 보여주고 있다2)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는 생각들은 어다에 벼-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 

나아가 미국의 법학교육 및 볍학교육쩨도를 져도하는 생각이나 사양을 가려내어 분석하 

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 법 및 법률가에 대환 사회적 수요와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전재되핵 요고 있는가를 살펴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이지 

도 하다. 법 및 법률가에 때한 사회적 수요의 분제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공곱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같은 수요 。

공급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을 볍학교육제도툴 지배하는 생각이나 사양이 수행한다는 생각 

을 우려는 하고 었는 것이다. 

g。 美國먹 i옳學敎흘을 흐르늠 知的 흐롤 

적어도 1860년대 이전까지 미국외 법학교육은 압도적으로 영국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원래 영국해서의 법률가 양성을 워한 법학교육은 대륙에서와는 달리 대학이 아닌 

法學察 또는 法學院이라 번역하여야 마땅헌 Inns of Court3) 에서 기거를 같이 하면서 행하 

는 선배볍률가에 의한 일종의 강의와 변론연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판사를 

포함하는 모든 볍률가는 어느 볍학료 허나에 소속하게 마련이며 젊은 법률가의 양성은 이 

러한 법학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러한 법률가 양성의 기본 골격은 대학애서의 법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L 이갇은 법학료 

에서의 법학교육도 인쇄술이 발달하여 인쇄된 法書가 팩지게 된 1600년대 중반부터는 쇠 

퇴하기 시작하여 법학료에서의 교육은 형해화하고 법률가 양성교육이라면 그것은 기성의 

볍률가 밑에서 한편으로는 설무를 도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볍서를 읽으면서 받는 徒弟式

법학교육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學(Oxford 및 Cambridge)에서의 법학강좌 

라변 인문교양강좌로서의 로마법 및 Canon볍이었다. 영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普通法(the

Common Law) 講義가 이루어진 것은 Blackstone에 의한 1753년의 일이었으며， 대학에서의 

2) 예 컨 대 John Henry Merryman, “Legal Education There and Here: A Comparison; Stω꺼JrJ LI1I\ 

Review, v. 27, 859-878연 (1975) 참조. 

3) 法學察(院) (the Inns of Court) 에서 의 법 학교육에 관하여 William S. Holdsworth, A Ili:、{oη 끼 Ellglish 

Lw\', V. l!, 4th ed. (London: Methuen & Co. and Sweet & Maxwell,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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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이 법률가 양성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 것은 그 훨씬 뒤의 일이다4) 이 

론적으로는 아직도 대학졸업장 없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곳이 영국이다.5) 

사정이 이러한 만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1776) 에 이르기까지의 식민지시얘 및 그 후 

상당 기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법률가들이라면 으례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 

들이거나 이들 밑에서 도제식으로 Blackstone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퉁 

英國의 法書 내지 이들의 縣案書를 읽으면서 법률가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미국헌법 

제정 동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은 법률가들이었 

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금세기에 들어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law School이 지배적인 볍학교육채도가 되어 가고 있었던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도제식 

법률가 양성방식이 아직 미국에 남아 있었다。 게다가 민중민주주의 (populism)라고 하여야 

마땅한 1830년대의 Jackson 민주주의가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은 대단허 커서 한편으로는 

여러 주에 判事의 民選쩨도가 도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法律家가 되기 위한 資格要·件이 

철폐되지에 이른다. Lincoln 대통령 (1809-1866) 이 젊었을 때 독학으로 법률가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이러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풍토 속에서 어떻게 법률가를 배출하는 법학교육이 

학문연구의 전당인 대학 교육의 불가분의 하나로서 차리잡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우리 

의 지적 호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얼을 설명할 수 있는가? 미국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필 

요성을 주창한 인불로 그 자신 법률가이기도 하였던 Thomas Jefferson(1743-1826) 을 들기 

도 한다6) 그는 Montesquieu의 『法의 精神』의 영향을 받아 볍학교육이 민주정부의 안정성 

4) Williarn Holdsworth, A Histoη ofEnglish Law. v. VI, 2nd ed. (London: Methues & Co. and Sweet & 
Maxwell, 1937) , PP. 48없1-4때99: Wil버뻐lliam Hol떠d따swoα>rt떠th， A Hi“셔‘sto‘ 

& Co. and Sweet & Maxwell, 1938), 77-101면 Davis Lemmings, Gel1llemen 1I1ld BarrÎslers: The lnns oj 

CourtllndtheEnglishBar 1680-1730 (1990) ， 93-109면 참조. 

5) 오늘날의 영국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崔大權 r英美法J ， 개정증보판， (서울: 博英社， 1997), 132-147면 

: Richard L. Abe~ The Lιgal ProJ.εSSÎOIl Î.η Eng!and alld W 1I1es (Oxford: Blackwell, 1988) , 특히 261-281변， 

S. H. Bailey and M. ]. Gunn, SmÎth & BlIiley 011 The Modem English Le‘gal System, 2nd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 113-179면 P. B. H. Birks, ed., Revie\νillg Legal Educatioll (Oxford: Oxf，αd 

University Press, 1994): Reviewing of Legal Education, Consultation Paper, The Lord Chancellor’ s 

Advisα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lnitial Stage, June 1994; Reviewing of Legal 

Education, Second Consultative Conference, The Lord Chancellor’ 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July 1994: AnnuaJ Report for 1991-1992, The Lord Chancellor’ 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London: HMSO, 1992) 퉁 참조. 

6)이하 초기의 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Paul D. Carrington, "The Revolutionary Idea of 

University LegaJ Educationπn，'ι’/’”’ ‘wνil띠llhω1IωlIml“(lnl띠‘d MarηηyLμt“ωI\V Re낀l'미’'ie 

Carriαngtonκ1， “"T까he Theme of Early Ame밍rican Law Teaching: The Political Ethics of Francis Lieber," 

]ouma!ofL씩씨 EdllαIIÎon ， v. 42, 339면， 340-347면 (1992)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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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이 된다는 신념에 따라 새로 탄생된 공화국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도덕적 훈련 부여의 목표를 가지고 버지니아주 자사로서 William and Mary 대학에 Law 

and Police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그는 단순한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아니 

라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실용적인 도덕철학과정으로서의 법학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그는 법률가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목표로 하였던 것은 물 

론 아니며 설제로 그는 대학교육이 법률가 양성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법률가로서의 능력은 시면 일반을 위한 교육 이상의 학교 교육 없이 걸려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도제식 교육에 대하여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아니하였 

으며 오히려 일련의 법서를 부지런히 얽음으로써 법에 통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무튼 교수로서 고전에 밝으변서 판사이자 Jefferson의 스승인 George W ythe가 William 

and Mary 대학의 위 법학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되어 (1779-1790) 학생틀에게 Blackstone 

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를 교재로 하여 영국법을 가르쳤으며 이보다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곰 고전으로부터 당시에 이르는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정치경제학 

및 공볍을 익히게 하였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가르친 제자들을 통하여 1700년대 말부터 

1820년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여러 대학에서의 법학강좌의 개설로 이어진다. 이러한 성격의 

법 학강좌가 개 설 된 대 학으로는 Yale , Princeton , Pennsylvania , Brown , Columbia, 

Transylvania, Middlebury, Dartmouth, Vermont, Maryland 대학을 포함하며 Harvard가 。1

점에 있어서 가장 뒤처져 있었다 이처럼 Montesquieu의 사상에까지 이어지는 Jefferson의 

생각은 Transylvania 대학에 의하여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잔존하였다. 

다만 대학에서의 이같은 법학교육은 그렇게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다. 강좌는 있었지만 

교수가 임명되지 아니한 곳도 많았다. 한편으로는 당시에 도제식 교육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는 私 法學校에서의 직업적인 법학교육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 법학교 가운데 

가장 유명하였던 것이 Litchfield Law School (l784-1833) 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는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어서 이러한 사 법학교는 개업변호사 사무실에 수용할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도제들이 잘 가르치는 것으로 이름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들면서 이들을 수용하여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시작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사 

법학교에도 1820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 법학교들 

이 기존의 대학에 편입되어 대학의 일부가 되는 변화였다. Yale은 1824년에 한 사 법학교 

를 흡수하여 그 학교의 학생 들을 받아들이 고 그 학교의 교주인 David Daggett 판사를 공 

석으로 남아있던 법학교수 자리에 앉혔다. Harvard에서는 1829년에 Joseph Story 연방대법 

관 및 사 법학교인 N orthampton 7)로부터 John Ashman을 법학교수로 맞아들여 전분 내지 

7) Elizabeth Forgeus, “The Northhampton Law Sch。이 " Lωd.껴rarv}oun/a!， v. 41, 11-14변 (19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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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으로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모색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과 사 법학교의 합병은 이 

를테면 학문과 실무의 결합이라 할만한 것인데 장차 미국의 법학교육 제도 발전의 방향을 

예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의 미국사회에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大聚民主主義의 물결이 정치 · 경 

제 。 사회 · 문화의 여러 분야를 휩쓸어 원래 귀족이나 특권계급이 없는 머국 사회의 “자연 

적” 귀족이라 할만한 법률가 계층에 대하여도 대중민주의적인 비판과 공격이 일어나 하나 

의 시대적 조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 일어난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가 여러 1'1'1에서의 

判事 選購制度의 도입이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점차 덜 중시되고 법조인 사이의 동료의 

식이라든지 보뚱법에 대한 외경심 같은 것도 점차 살아나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도제훈 

련의 요건도 퇴조하여 1800년에는 19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그것을 요구하던 것이 1840 

년에는 307H 주 가운데에서 11개 주에서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1860년에는 39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도제제도를 장악하고 있 

던 지방변호사회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운명에 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은 변호 

사 자격요건이란 판사가 시행하는 형식적인 bar examination 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New Hampshire, Maine, Wisconsin, lndiana 주 동에서는 도되 적 자질이 우수한 21세 이상 

의 자이면 누구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에서의 볍학교육에도 미쳐 Story 대법관의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장차 전국 법과대학의 모델이 될 Harvard Law School의 성격도 직업학교(trade school)의 

그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었다. 대학졸업자나 이에 상당한 자가 아니면 법과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고 1823년에 정한 입학 요건도 사라져 1829년에는 Harvard 대학 자체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도 Harvard Law School에는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학기 중 

에도 언제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으며 교육기간을 3년에서 1년 반으로 줄였는데도 있으 

나마나하게 되었고 학교시험도 법실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법과목은 사라지게 되었다 

고 한다. 그리하여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학생을 확보하는데 맞추어져 적어도 남북전쟁 

(1861-1865) 에 이르기까지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친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1840 

년에 대학에 이름을 둔 법과대학은 전부 9개교에 345명의 학생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8) 

이러한 풍토 아래 1869년에는 과학자인 Charles Eliot (1834-1926) 의 Harvard 대학 총장 

취임 9) 및 1870년의 Christopher Columbus Langdell(1826-1906) 의 법대 학장으로의 취임은 

8) Robert Stevens, “Two Cheers for 1870: The American Law Schoo!," in Donald Fleming and Bernard 
Bailyn, eds., Pεnpιctivα in American I!ist(꺼， v. 5 (Law in American History, 1971) , 416-424변 

9) Case method 및 Socratic method로 알려진 미국의 법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자로 Langdell을 
꼽는 것에 못지 아니하게 Eliot플 꼽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학교육 빛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 의 개혁에 남다른 구상과 소선을 가지고 Landgdell을 발굴하여 초빙하고 학생 수의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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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미국 법학교육을 휩쓸게 되는 새로운 강화된 법학교육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것 

은 法협職의 독자성 내지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 같은 Jackson 민주주의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法의， 그리고 法聲職의 重홍-性. 내지 重핏한 짧;힘j의 反 H-*:

이라고 판단된다. 非엘리트적인 평준화된 사회적 추세와는 별개로 며국 사회를 이끄는 엘 

리트주의 (elitism) 의 흐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강화된 새로운 법학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달리 전래된 군 

주제나 귀족계급이 없는 평준화(eg허itarian) 된 신세계 미국 사회에서는， 그들의 실용적 。 공 

리적인 세계관과 함께， 훈련받은 법률가들이 나라의 정책상담으로부터 가정상담에 이르기 

까지 舊大陸 같으면 귀족이나 승려 엘리트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법이 다른 사회에서 보다 사회통제의 더 큰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 

여 대중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은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도 그 이전이나 오늘날의 

그것에 못지 않은 중요한 위치릎 차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노예， 은행， 독점적인 증가션 등 

을 소유한 자 등 경제적 이익의 보호에 법원이 중요할 수밤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한편으로는 미국법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법학교육은 미국 자본주의외 성장과 밀 

접하게 연계되어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만 그 설명이 잘 되려라 생각된다. 남북전 

쟁 후의 미국 자본주의의 벼약적 성장은 이를테면 영국과는 다르게 훈련받은 법률가를 요 

청하였으며 이렇게 훈련받은 법률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사회변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민족주의와 함께 영국과 여러 변에서 이미 별개의 길을 

가고 있었음도 눈 여겨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대중주의의 한 흐름과 엘리트주의의 한 흐름의 일견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흐 

름의 움직임을 1840년대로부터 18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1842년에 New Hampshire 주는 “21세의 사람이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었지만， 법조계는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끼워주지 아니하였으며 1859년에 

는 내부의 핵심이 되는 법조인단을 주 최고볍원은 그 규칙을 통하여 숭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850년대， 1860년대를 거치면서 볍학교육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는데 1860년에는 

21개의 법과대학이 존재하였으며， 법조직의 부활과 대학의 법학교육을 주창한 Theodore 

Dwight(1822-1892) 가 1848년에 Hamilton 대 학의 law, history, civi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교수로 임명받으며 1852년에는 그 대학에 법학과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잠시 후 

에 이야기하려는 Langdell과는 달리 Dwight의 구호는 실무 전에 원리 · 원칙을 배워야한다 

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여 법학교육 개혁정책이 자리잡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에서의 과학교육 및 전문의학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hony Chase, “The Bir따rth 0아f the Modem 

Law Schoo。이Ì，"’’”’ A써mcκM‘Cα'I'l시[(따〔αω‘“ω띠111’nJλιoα0111“111η/ïI([“띠싸‘“씨110끼l시/μμLιC대g샤〔“띠l시/lliμISIO‘ 

Er시‘vψf!’crηien(μ‘“i!ι': 1'hκι 0，새川 olModem Allli!rimnlιgal Eduι'([{i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7-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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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에서 법원리 · 원칙을 강의하고 외우게 하기 위한 토론(recitation) 의 교육방식을 견 

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Dwight가 1858년에는 그 전 해에 설립된 Columbia의 법과대학 

(School of ]urisprudence) 의 교수로 임명받아 그 후 1891년 새로운 협학교육의 도입에 항 

의 하면서 사임 하기까지 한 때는 Langdell의 교육방식 과 양대 산맥을 형성 하리 만큼 그의 강 

의， 토론， 모의재판 방식의 볍학교육이 New York의 법률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또한 New York 변호사회의 설립에도 그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였다. 

事例 중심의 敎育(case method) , 對話式 敎育 (Socralic method) , 시험에 의한 엄격한 학 

업 관리， 대학의 3년제 전문대학원 과정의 법과대학의 틀을 마련한 인물이 Langdel1 0 1 라고 

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법과대학을 나오지 아니하여 

도 법률가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 대학의 엄격한 교과과정의 법과대학을 등록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굽히지 아니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Harvard Law School 

의 교수로 임명하고 뜻을 같이하여 그를 끝까지 밀어주었던 Eliot 총장의 뒷받침이 없었으 

면 아따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믿는다10) 과학자인 그는 Harvard 대학에 실험 중심의 

i과학교육 및 전문의과대학과 전문법과대학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학교육 

개혁자였으며， 이러한 모텔은 미국 타 대학에 있어서의 대학교육 개혁의 기본틀이 되었다. 

그의 교육개혁은 교육행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위의 Dwight의 법학교육은 대학의 한 부분 

이지만 그의 수입은 강의를 듣는 법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의 다과에 의존하는 그러한 것 

이었다. 따라서 그 구조는 대학과 상관없는 私 법학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었 

다. 그러나 Langdell의 봉급은 천적으로 대학에서 지급되어 나오는 체제에 따라 채용되었 

으며 학생들이 내는 금액에서 행정비 등을 제외한 부분이 교수의 수입이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즉 Eliot은 등록생 수에 상관없이 대학재정에서 지급되는 일정액의 보수에 

의한 full-time 교수가 담당하는 전문법학교육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아무튼 Eliot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Langdell이 Harvard 법대 학장이 되면서 도입한 법 

학교육 개 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는 말할 것도 없이 case method로 알려 진 事例

중심의 法學敎育 方法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학도 科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법 

학이 과학이 아니라변 견습 동을 통하여 더 잘 배울 수 있으며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주 

제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는 Dwight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과학으로서의 법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이르게 되면 양자는 대단히 다른 길을 걷 

10) 이 하 미 국 법 학교육의 기 본적 인 틀( 학부교육+3년제 볍 과대 학 + case method. Socratic method+ 
시험에 의한 엄격한 학업관리 둥)을 마련한 Langdell 및 E1iot 총장의 기여에 관하여 William P. 
LaPiana, Lo!{ic and Experiιncι: The Ori!{in of Modem Amcricill1 Le!{α1 Educalio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Stevens, L"αv School: Legal Eduωtion in Ameriω from the 1850、 /() the 

1980s (Chapel Hil]: University of North Caro1ina Press, 1983) , 35-91변 둥. 



미국 께t1t에 있어서의 知的 흐릅에 관한 연구 ’67 

게 된다. Langdell은 판결문이란 일종의 資料로서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자료애 담격져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으로 법학을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법학의 결과로 나온 

법원칙들을 암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과학으로서의 법학을 하는 방법 

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일군의 상급법원 판결문들을 

모은 판결문교재(casebook) 를 출간하였으며 (A Selection of Cases on the Law of Contracts, 

1871) ,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판결문을 읽어 오게 하고 학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판결문으로부터 샤설관계를 가려내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적용된(될) 

법원리를 찾아내게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방 

식 (Socratic method)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과학교육이나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실험 

실교육 및 임상교육에 상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으로서의 법학의 결과 도달한 진리(법 

원리)는 일련의 사례에 타당하는 진려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그가 생각하였턴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법원칙들의 數란 일한적으 

로 상정하는 것 보다 많지 않으며 그것들은 출간된 책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개엽들로 환 

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단허 판댁텐식이다). 그리하여 그의 컵근방법은 이렇게 하여 한 

번 도달한 한정된 수의 법원리로부터 벗어난다든지 그 개량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다른 학 

문으로부터 절연된 技術的이고 靜態的인 법학에 이르게 만든다. 아무튼 그 후의 머국 법학 

교육의 역사는 이를테면 순수법학이라고 할 만한 Langdell식 접근방법과 언접학문의 주입 

을 주장하는 접근방법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James Barr Ames, William 

Keener를 위시한 그의 후계 법학자들은 Langdell이 생각하는 것 보다 법이란 훨씬 다양한 

법원칙을 가지는 복합적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case 

method . Socratic method를 법원칙을 발견해내는 수단으로라기 보다는 法律家로서 思考하 

는 能7J ， 즉 法的 思考力을 길러주는 수단으로 더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Harvard 

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바탕이 된 새로운 판례교재가 개발되지에 이른다. 이러한 생각 내지 

변화가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법학교육을 특정짓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과대학 교재는 상급섬법원의 判決文 뿐만 아다라 밟Ij定法， 인컵 학문 

의 論文 및 著書로부터의 ~奉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라한 변화에 크게 기여한 지적 흐름 

이 。liver Wendell Homes나 Roscoe Pound t.J- Karl N. Llewellyn, Gerome N. Frank 둥에 의 

하여 대변되는 1920년대 .1930년대의 社會科學 및 法現實主義 운동11) 임은 물론이다. 다른 

한편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시기에 경제 및 거래규제입법이 둥장하기 시작한다. 그리하 

11) 이하 社會科學 및 法現實主義 운동이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전게 Stevens, Law Sch。이， 
131 ←171연 ; 전게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110-167변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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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New Deal 정책은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정부의 경제 · 사회 영역에 대 

한 합리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사회변화의 분수령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시행되어 

왔던 법률가로서의 법적 사고력의 배양에 적합한， 기본이 될만한 상급심법원의 판결문으로 

꾸며 진 판례 교재 를 중심 으로 하여 case method . SocratÏc method에 의 하여 형 성 되 는 법 적 

사고는， 첫째로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단히 理論的인 접근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로 

는 이 운동을 주도한 법률가 집단은 실무법률가 내지 실무경험을 가진 법률가가 아니고 

실무경험 때문이 아니라 실무경험과는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법학교수 

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위의 Ames는 실무경험이 전혀 없이 법학교수가 된 최초의 

전임교수였다) , 셋째로 그러한 법학으로 배양된 법적 사고는 산업화 · 도시화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던 미국 사회의 변화와 절연된 법적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의 볍학교육을 주도한 법학교수 집단이 형성한 법학은 Max Weber가 “형식적 합리 

성”을 가지고 성격지음직한 해석법학 9 분석법학(an허ytic iurisprudence) 의 그것이었다. 그리 

고 이러한 볍학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는 법률가들의 사고는 사회 및 그 변화와 동떨 

어진 법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2) 사회과학 및 법현실주의 운동은 이를테면 이러한 법 

학， 이러한 법적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법현실주의 운동은 사회 속에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려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법 

에 의한 사회변화에 주목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Roscoe Pound의 社會T.學 (social

engineering) 으로서의 법이나 오늘날의 법의 政策學的 접근은 이 후자의 운동의 한 모습 

내지 산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1920년대 。 1930년대를 거치면서 법과대학의 교과 

목에 行政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뿐만 아나라 행정규제위원회의 결정 

례 등도 행정법과목 교재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전의 교과목은 계약법 。 불법행위 

법 · 재산법 · 형평법 · 소송법 등 私法설무 중심의 교과목이라 할만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운동은 급기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종래의 case method가 

아니 고 기 능 중심 으로의 개 편을 주장한 Oliphant의 보고서 (Summary of Studies in Legal 

Education by the Faculty of Law of Columbia University) 라든지 사회 공학적 · 사회 정 책 학 

적 접근의 그것으로 과감히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Lasswell 및 McDougal의 유명한 볍학교 

육개혁 제안13)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개혁 제안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실현 

내지 채택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법학 접근방법 및 법학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생 

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기가 되었다. 

12) Robert W. Gordon, “The Case For (and Against) Harvard: Michi!이111 Lu\\' Re\'iC\\'. v. 93, 1231-1260 
면 (1995) 둥 참조. 

13) Harold D. Lasswell and Myres S. McDougal, “ Legal Education and Public Policy: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Pulbic ìnterest: Ya!e L(/\!lou17w!. v. 52, 203-295변(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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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날의 법과대학의 강의교재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갇이 상급심법원의 판례 

뿐만 아니라 제정법조항， 경제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중요 사회과학의 논문 및 저서의 발훼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제간의 접근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예컨대 법과 경제， 

법사회학， 법심리학 둥)도 개설되고 있다. 다만 법과대학 일학년 시에 필수과목으로 요구되 

는 계약법 。 불법행위법 등 기본과목의 교채는 아직도 상급법원의 판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법학교수의 논문 등 저술은 굳이 법현실주의 내지 법사회희 등을 표방하 

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대단히 사희과학적인 볍학 져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의 

경향은 법학교수 가운데 법과대학에서의 훈련 이외에 경제학 · 정치학 등 사회과학 및 공학 

동의 학위 (Ph.DJ 를 가진 법 과대 학교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국적 볍과대학의 경우애는 법과대학교수의 대략 30%가 jD이외에 제2 

의 학위 즉 Ph.D.를 가진 교수들이다. 제2의 학위는 양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D를 마 

치고 Ph.D.를 또 딴다든지 Ph.D.를 마친 사람이 jD과정을 밟아 법률가가 되는 것이 그것 이 

다. 그리고 제2의 학위를 가진 볍률가들은 실무보다는 교수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왜 제2의 학위를 가진 법학교수나 법률가의 숫자기- 늘어나는 것일까?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크게는 미국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의 격화 때문에 그리고 작게는 법과대학교 

수가 되려는 학자법률가의 숫자가 늘어나 그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법과대학교수의 위상이나 매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의 반영도 된다. 아무튼 제2의 학위 

가 없으면 법과대학의 교수되기가 점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미국 사회의 고도 

의 전문화(specialization) 현상 때문이다. jD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1960년대 ‘ 1970년대에 갤쳐 월남전에 대한 항의， 민권운동， 여성해방운 

동 등에 의하여 대변되는 미국 사회의 좌경화 경헝:이 기존질서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는 

비판법학， 여성볍학， 소수민족법학， 법과 문학 운동 등의 발달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법설무에는 거의 관섬이 없는 법학교수의 등장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법학 

교수들은 제2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다시 Langdell이 주도하였던 1870년대 이후의 법학교육개혁의 주제로 되돌아가 

자. Columbia에서는 Dwight식 법학교육이， 그러고 Harvard에서는 Langdell식 법학교육이 

강화되어 가고 있던 그 무럽에， 한편으로는 정부가 준 토지를 바탕으로 주립대학들이 여기 

저기에 세워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립대학에 법과대학이 생겨났고(예컨대 Iowa 주립대 

법대는 1886년에 설립되었다) 흑인을 위한 법과대학도 이 무렵에 태어났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법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주는 야간대학들이 또한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었다14) (최초의 야간법과대학이 후에 George Washington 대학이 된 

14)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The Impact of History on Contemporary Prestige Ima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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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 bian College가 수도 워싱턴에 1865년에 세워졌다) . 이러한 때에 학장으로 취임한 

Langdell은 1820년대에 시도되었던 3년제 법학교육제도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 결과 1878 

년에 가장 먼저 3년제 법 학교육제도률 Harvard에 도입 하고 있다. 한때 Harvard에서 는 1년 

반의 프로그램으로 후퇴하였던 시절도 있었으며 그리하여 1840년대에 2년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는 Yale 뿐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야 2년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되어 Harvard에서는 1871년에 2년제가 되었고 1909년에 이르러서야 3년제가 

정착하게 된다. 아무튼 이 3년제 제도는 그 후 점차 다른 학교에도 퍼져나가 미국 법학교 

육제도의 틀이 된다 그리고 1896년에 이르러 Harvard 법과대학에서는 입학자격요건으로 

가장 먼저 학부졸업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 1909년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다. 

이 요건도 전국의 다른 학교로 퍼져나가 미국 법학교육제도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Langdell은 학장으로 취임한 후 점차 엄격한 법과대학 입학시험을 부과하여 합격한 자만을 

학생으로 받가 시작하였으며 매 학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러 그 과목에 합격치 아니하면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법학교 

육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다만 재정적으로나 장차 법률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의 지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법과대학 입학요건으로 학부3년 수료변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법과대학 3년 과정은 낭 

비임으로 2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15) 그러나 법과대학의 입학자격으로 요구하는 4년제 학부졸업 및 법과 

대학 3년 과정은 Langdell 이래 어느덧 미국 볍학교육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이 틀이 깨어지리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거의 모든 사회문제를 법률 문제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정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하는， 소위 당사자 구조적 법률문화 

(adversarial legality) 16)라고 병명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경쟁적 · 적극적인 볍률문화를 배경 

으로 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국 사회의 복잡화 · 전문화의 추세는 법과대학의 입학경 

쟁 및 법학교육의 기준을 강화하면 하였지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라고 생각되 

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케 하는 증거로 단순한 정규 법과대학의 졸업(소 

위 ]D학위의 취득)만으로 만족치 아니하거나 충분치 아니하다는 생각에서 예컨대 경영대 

Boston' s Law Schools: SlIjJó/k University μIlI'RεI'iel\'， v" 24, 621-647면 (1990) 야간대학으로 출발한 

Suffolk 법과대학음 중심으로 하여 대학간의 일류 · 하류의 동급화 및 이들 대학 졸업생들 사이의 
동급화 내지 계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15) 예컨대 Herbert L. Packer and Thomas Ehrlich, Nel\' Direc깨m ill Leιu! EdllCCltioll (New York: 

McGraw-H피， 1972) , 77-85면 및 그 부록으로 설린 AALS(Ass∞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의 소위 The Carrington Report (pp, 93-328); Preble Stolz, ιThe TwσYear Law School: The Day 

The Music Died," Jounw/ 끼L씩씨Education ， v. 25, 37-46떤 (1973) 둥. 
16) Robert A. Kagan, “ Do Lawyers Cause AdversariaJ Legality? A Preliminary Inquiry," LμH↑ 씨d Socia! 

Inqlliry 1994, 1→ 62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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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정(소위 MBA과정)과의 협동과정 (joint program) 이 여기저지 대학에 설치되고 있으 

며 법과대학 졸업 후에 예컨대 경제학 。 정치학 · 공학 둥 제2의 학위 (Ph.DJ를 취득하는 사 

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모 생각한다. 위 MBA와의 협동과 

정으로 법과대학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4년이 걸리채 되어 있으며 이 4년제 

협동과정을 이수하변 ]D와 MBA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아무튼 Harvard 법과대학에 있어서의 Langdell의 기여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 

에 대한 冊究機能의 요구에 이른다， 실무법률가 - 교육자의 전형적 틀에서 벗어나 법과대 

학의 교수가 가본적으로 fulHime 법학자 · 교육자일 것을 요구하는 틀을 Harvard에서 마련 

하기 시 작한 것 이 다. Langdell은 자가 학생 가운데 Ames를 손수 선 발하여 학차로 양성 한 

후 아무 실무 경험이 없는 그를 조교수로 임명하여 새로운 볍학 및 법학교육 방법을 계 

송 。 발전케 하였던 것이다. Ames는 실무법률가가 아니면서 법학교수가 된 최초의 인물이 

된다. 그 이래로 미국에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學者法律家(academic lawyers) 그룹이 형 

성되어 오늘날 미국 법률가집단(the legal profession) 의 지도적인，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 

고 있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미국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법률가 양성교육이변서도 

단순한 실무교육 내지 직업교육이 아니게 된 것은 이렇게 하여 연유된 것이다. 오늘날 미 

국의 법과대학 사이에는 하나의 계충이 형성되어 있는데 세계적 · 전국적으로 알려진 태표 

적 법과대학(소위 national law schooJ)과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과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요 

청에 응하는 지방적 · 지역적인 법과대학이나 야간법과대학의 구별이 그것이다. 후자 그룹 

법과대학에서는 전자에서보다는 교육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 볍과대 

학의 법학교수들에계 요구되는 화문적 가능에 대한 요청은 전국적이라 할 수 있고， 다만 

전자 그룹에서는 학문기능에 대한 요청이 단연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연구기능 。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법학교수 내지 학자법률가 집단의 

성장도 또한 Langdell에 의한 법학교육 개혁의 결과 내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들 

이 수행하는 연구기능 ‘ 교육기능을 통하여 이들은 미국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집단의 하나 

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자법률가집단은 법률가그룹(the leg려 profession) 을 이끄는 

지도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의 제도개혁 및 정책 입안 등에 깊이 관여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학자법률가집단은 판사 및 변호사(변호사는 다시 검사를 포함하는 정부변호사， 거 

대 및 중소 law firm의 개업변호사， 단독개업변호사， 기업체나 노동조합 동 단체의 사내변 

호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와 함께 법률가집단(the legal profession) 의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구성분자로 작용하고 있다. 법학교수들은 실무경력 때문이 아니고 학술적인 저작물 

등의 저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의하여 그 위치에 서게 된다. 연방대법원 

의 대법관의 law clerk으로서의 정력이 법학교수로 임용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긍정 

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지만 동시에 훌륭한 저작볼의 저술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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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Publish or perish. 의 구호는 다른 학문분야 못지 아니하게 볍학계에서 통용되 

고 있으며 훌륭한 저술은 법학교수들의 임용 및 승진의 거의 유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jD 이외에 제2의 학위 (Ph.DJ 

소지자의 숫자가 법학교수 사이에 증대하고 있음이 최근의 경향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러한 법학교수틀에 의한 법학교육이 대단히 이론적인 것이 되리라는 점은 쉽사리 상 

정할 수 있다. 대단히 이론적인 이러한 법학교육을 받아 배출된 법률가들이 법조계를 이끌 

며 법률가로서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UN 기타 국제기구 및 WTO체제， 

Green Round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경쟁적 · 적극적 (aggressive) 인 

미국 법률문화 및 행태는 법과대학교육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학교수 자신들이 

이러한 문화와 행태의 산물이기도 하다. 아무튼 현재의 법학교수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법학교육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현실로부터 동떨어진17) 것이어서 실제적 실무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법조 실무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18) 근래의 임상법 

학강의 19) • 법조윤리강의 • 법률문장론강의 둥의 도입 등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조치들 

이라 할 수 었다. 한편 근래의 일종의 유행과 갇은 비판법학· 여성법학· 소수민족법학， 법 

과 문학 강의 동의 등장은 법학교육의 이론적 경향을 더욱 강화시커고 있는 또 다른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의 동강은 실무에는 관심이 없는 Ph.D. 학위 소지자 법학교 

수들의 둥장으로 인하여 더욱 촉발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이다. 

3. 主짧를 형성하는 흐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70년대에 Harvard에서 Eliot 총장 및 Langdell 법대학장이 일으 

컨 법학교육개혁이 대체로 오늘날의 미국 법학교육의 시초의 모텔을 이루고 있다. Harvard 

의 모텔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하여 미국 법학교육의 주류를 이루는 시초의 모델이 될 

17) 실무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법학교수에 의한 미국 법과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현실이나 실무에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으로 Harry T. Edwards,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Michigwz μμ\'ReviεH'， v. 91 , 34-78면 (1992) ; 

Harry T. Edwards,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A Postscript," Michigan Law Rε\'ÎCW， v. 91, 2191-2219면 (1993) 퉁 

18) 예 컨 대 Amy M. Colton, “Eyes to the Future, yet Remembering the Past: Reconciling Tradition 

with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UnÎ\'ιηlη 끼 Michigan }ournal ofLa\\' Rψmn， v. 27 no. 3&4, 963 

124면 (Spring and Summer 1994) 참조. 
19) 임상법학에 관한 1992년의 AALS 위원회보고서 (AALS Committee Report)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the ln-House Clinic," }ournal 깨 Leg“IEdu띠tÎOI1， v. 42 no. 4, 508-573면 
(1992); 전게 Robert Stevens, L(/\I' School: Legl11 ι'ducatωnηom [hc 1850\ η) thc 1980\, 162면， 212-216면 
투 ;<1- ?:-
o <1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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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가? 

첫째로 Harvard에서의 법학교육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대 개혁의 뒤에는 獨適大學과 獨

速法學이 그 모델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 그 당시까지의 

대학교육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數學과 古典을 배우는 교육이었는데， Eliot가 유럽， 특히 

독일을 2년 동안 여행하면서 그 곳의 대학교육에 감명을 받아 유럽 내지 독일식 대학교육 

개혁을 Harvard에서 과감허 시행하였던 것이다. 사실 1860년대의 영국의 볍학교육개혁도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데 예컨대 John Austin의 Lectures on Jurisprudence도 그가 Bonn 

대학에서의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아무튼 Harvard에서 과학으 

로서의 법학 교육이나 설헝을 중시하는 과학교육 및 외학교육21) 이라든지 입학시험의 결과 

에 따른 대학입학이라든지 업격한 시험을 통한 학과목학사관리라든지 저학년에서의 필수 

과목 및 상급학년에서의 선택과목 동의 아이다어는 독일 대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예 

컨대 입학시험에 따른 대학입학은 독일의 Abitur제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1815년부터 시작하여 채1차 셰계대전에 이르기까지 9천명의 미국인들이 독일대학 동에 

서 수학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00여 명의 독일인들 

이 미국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였다. 그러고 Columbia 법과대학에는 Wilhelm 황제 석좌교 

수자리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1880년에 이르기까지 볍학은 독일에 유학하는 미국인 

사이에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무튼 Eliot는 Harvard를 

유럽의 명문대학에 못지 않은 학둔의 전당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Langd메이 학장으로서 

처음 도입한 제도개혁으로 볍대입학 시험제도， 2년제로부터 3년제 법학사(LL묘)과정， 학 

과목 시험제도， 독일대학에서와 같은 연구기능의 제도화 둥을 포함한다. 그는 독일대학의 

법과대학과 같은 법과대학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뭐니뭐 

니해도 과학적으로 普通法을 접근하여 유기적인 정교한 일반원칙을 도출하여 낼 수 있다 

는 신념에서 법학을 사례중심의 대화식 방볍으로 시행하는 볍학교육의 방식이라 할 수 있 

는데， 그 바탕이 되는 그의 법학은 Savigny의 縣史法學에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원리를 여러 세기에 걸친 판례 성장의 결과로 보는 유기체적 법개념 

및 볍실무와는 구별되는 법학이 대학에 속한다는 생각도 양자 사이의 공통점이다. 1848년 

에 Harvard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Luther Cushing( 1803-1856) 은 독일 역사학파의 이론 

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Cushing의 제자이자 Langdell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James 

Carter{ 1827 -1905) 도 Savigny의 지지자였으며， Langdell의 후계자인 Ames는 독일서 수학까 

20) 전게 주 (l) 참조. 
21) 당시 Eliot에 의한 Harvard 의과대학의 과감한 개혁， 그를 통한 독일대학의 영향 둥에 관하여 Paul 

Starr, 71ze 5ociol η'011ψJrmatioll o(Amιricun M，αlicine (New York: Basic Books, 1982) , 113-127변 둥 
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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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고 돌아왔었던 것이다. 

둘째로 入學試驗 · 學科目試驗 · 敎育期間延長 둥 5명化된 敎育基準을 가지고 행하는 事例

중심의 對話·式 法學敎育이 종래의 이론 중심의 강의(lectures) 와 암기 (recitation) 위주로 행 

하는 법학교육 보다 단연 우수하다는 사실이 결국 이러한 법학교육 방법을 미국 법학교육 

의 전형적인 모텔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Harvard에서의 Langdell의 법 

학교육 방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1872년에) 시작된 법과대학이 Boston Law School이며 

Columbia에서 Harvard식 법학교육 방법으로 무장한 Keener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George Chase, Richard Petty) 들이 (1891 년에) 시작한 법과대학이 New York Law School 

이었다22)는 사실은 저간의 사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작 사실이며 매우 흥미로운 사 

실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사례 중심의 대화식 법학교육 방법에 대하여 가하여전 비판 가 

운데에는 이러한 볍학교육은 우수한 학생에게는 적합하고 우수한 방법이지만 그 이외의 

평균적인 학생들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방법이라는 비판과 처음 l년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따라오게 하지만 2년 .3년차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흥미를 잃게 하는 지루 

하고 시간 낭비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 학생들에게반 적합하다는 비 

판도 비록 평균적인 학생일지라도 따라오게 만드는 학과목 시험제도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교육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2.3년차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만 

큼 다양하고 새로운 선택 과목의 제공， 사례중심의 대화식 방법 이외에 세미나식 강의 · 강 

의식 강의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채택， 판레는 물론 제정법(입법례) . 인접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및 저서 등 판례 이외의 광범위한 자료의 활용 등에 의하여 

두 번째의 문제점도 극복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사례 중심의 대화식 교육 방법만으로 오늘날의 미국의 법학교육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사례 중심의 대화식 방법과 함께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자 

료를 가지고 세미나 및 강의식 방법이 어우러져서 강도 높은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판결례뿐만 아니라 판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치든지 그것 

이 입법정책의 문제이든 해석론의 문제이든 젊은 법률가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 

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며 혹은 풀어나가는 능력을 길러주기에 충분하였으며정)이렇게 훈련 

된 미국 법률가들로 하여금 자기네의 법학교육이 단연 우수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 

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학교육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정 

치 · 사회변화를 국내적으로 그러고 세계적으로 끌고 나가기에 충분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22) James A. W∞ten， ‘ The Law School Rights ’ The Establishment of New Y ork Law School, 1891-
1897: New Yor，μι/I\'SchoolLω\'Rιriew ， v, 36, 337-395면 (1991) 참조. 

23) 전게 Gordon, “ The Case for (and Against) Harvard" 참조. 



미국 社함에 있어서의 知的 흐름에 관한 연구 175 

있다24) 필경 미국의 자본주의적 성장 및 민주적인 초강대국가로의 성장과 맞물리어서 法

的 統밟IJ를 위한 미국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법률기- 공급이 그러한 법률가 수요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법학교육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유수한 법과대학 졸업생들을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 

과 함께 급속히 성장한 회사법， 증권법， 세법， 독점금지법， 운송법， 절차법， 국제법， 국채거 

래법 등 최첨단 법 발달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들은 급속히 성장하여 온 대도서의 

law firm , 대기업체， 대노동단체? 정부거구 등에 충원되고 있으며， 나아가 UN 및 산하의 각 

종 국제기구， WTO 등에도 충원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의 형성에 지여하는 Uruguay 

Round 등을 포함한 각종의 다자조약 등의 국제입볍을 위한 국제회의 동에서의 며국볍률가 

들의 역할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법학교육의 우수성은 현재 또는 장차 법문제가 개재된 어떠한 법률문제에 직변하 

여서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이를 다루려는 적극적 자 

세，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과감성 및 창의력을 길러내 주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전쟁 후의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에 이어 양차 세계대전을 겸으면서 오 

늘날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 사회의 법적 수요릎 충족시킴에 부족함이 없었고 다른 한편 

이러한 미국 사회를 조직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바지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Dwight 식의 볍학교육 보다 Langdell 식의 사례중심의 볍학교육이 이러한 미국사회의 법 

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컨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Langdell 식 볍학교육이 승려하 

였고 그 기본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의 법학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되기 이 

전의 비교적 단순하고 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시대의 법률 수요와는 달리 산업화된 사회의 

예컨대 증권， 보험， 해상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화(specialized) 된 법분야에서 당쌓 써먹 

을 수 있는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법과대학의 사례줌심의 법학교육만으로 양성하여 

낼 수 없음은 일찍부터 분영히 알았다‘ 그러냐 동시에 Langdell 식의 사례중심의 법학교육 

을 강도 높게 받은 사람이변 전문화(specialized) 된 법률지식을 요하는 현장에서의 비교적 

단기 간의 적 응훈련 (on the job training) 을 거 치 면 능숙하게 법 률업 무를 처 리 해 낼 수 있음 

도 알았던 것이다잉 한편 사회 변화나 수요와 동떨어진 법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려가 법 

현실주의， 비판법학， 여성법학， 소수민족업학 등의 모습으로 법학교육에도 투영되어 예휠대 

경제학 。 정치학 등 인접의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및 학제적 교과과정이 과감히 도입되어 

오고 있다. 동시에 너무 이론 중심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기된 실무교육(practical training) 

24) Robert W. Gordon, “Legal Thought and Legal Practice in the Age of American Enterprise: 1870-

1920: in Geison, ed., Pn싸싸(}I/S “ndP，싸세ÎlIIllIllde씨1시떠 illAmerica (1983) ， 72-77변 참조. 

25) 전게 Gordon, “Legal Thought and Legal Practice in the Age of American Enterprise: 1870-1920"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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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도 임상법학과목 및 법조윤리과목의 도입 둥의 모습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학교육의 중심은 법적 분석력을 중심으로 하는 적 

극적 · 능동적 · 창의적인 법률가로서의 전문적 (professional) 사고능력의 배양(즉 

professional education) 에 두고 있다. Langdell은 이를테면 이러한 전문(professional ) 법학교 

육을 뿌리내려 미국사회에 정착시킨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의 미국의 법학교육 모텔이 형성되기까지의 1878년에 설립된 美全國辯護

士會(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및 1900 1년에 설립된 美法科大學協會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와 이틀 법률가 단체를 이끈 법률가 지도 

자가 행한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강화 支持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26) 입학요건， 교 

육기간， 사법시험요건(볍대졸업생만이 시험자격이 있다)， 교수 대 학생 벼율， 도서관의 장 

서수 등 Langdell 이래로 미국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Harvard, 

Columbia 등 유수대학으로부터 전국 각 주의 법과대학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는 

데， 그 뒤에는 언제나 이 두 기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는 學者法律家

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결국 미국 법학교육의 오늘날의 모텔을 형성하기까지 

Harvard둥 앞선 법과대학과 함께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법과대학(결국 학자법 

률가들)과 이 두 기관이 법학교육 개혁을 이끌어 왔다. 이들 기관이 이갇이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장치가 법과대학의 소위 認證(accreditation) 27) 제도이다. 이틀 기관은 공권력을 가 

지는 기관이 아닌 자발적 단체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법학교육에 관하여 달리 전국적인 공 

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는 미국 사회에서 이들이 내놓는 볍학교육기준을 각 州의 議會가 

법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법학교육 모텔을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실질적으로 다름없이 형성하며 또 이끌어 왔다. 

적어도 이들 기관이 이렇게 이끌어 온 한 가지 이유는 아무나 법률가가 될 수 있었고 

아무나 법률가를 자칭할 수 있었던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자기들의 직능적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고매한 전문직 (the learned profession) 으로서의 또는 성직자법률가(high priest)로서 

의 권위와 위상을 지키려는 목표 및 직업적 이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된 법학교 

육개혁이 법률심인 상급법원 (appellate courts) 에서 실행되는 수준의 법학의 교육(또는 

barrister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라든지 유독 자기네의 직종(업)이 단순한 

26) 전게 Robert Stevens, “Two Cheers for 1870: The American Law School," 493-511면. 

27) 認證(accreditation) 제 도에 관하여 Henry Ramsey , Jr. “ The History , Organization, and 
Accomplishment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ccreditation Process," Wake F‘ orest LιIW Reviov, v, 

30 no. 2, 267-281변 (1995); James P. Whíte, “The Amerícan Bar Association Law School 

Approval Process: A Century Plus of Public Servíce," W,“ke Forest LliI\' Re\'ù:lt .. v. 30 no. 2, 283-291 
변 (1995); Robert W. Bennett, “Reflections on the Law Sch∞1 Accredítation Process," Wake Forest 

IιI\rRιl'ielt' ， v. 30 no. 2, 379-389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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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장사(trade， business) 가 아니고 고도의 학문적 훈련과 각별히 고양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종(profession) 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마지않는 한결같은 공식 • 비공식적인 

입장이나 태도 등이 이를 증언해주고 있다. 오늘날 학부졸업생 만이 법과대학 입학자격을 

가지며 법과대학은 3년제 full-time 주간제 법과대학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야간법과대학은 

3년 대신 4년을 요구하는 동 이를테면 discourage시키고 있다) 둥은 이민온 자 및 유태인 

들의 법과대학 입학을 저지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원래 도입된 제도라는 점 28)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길거리의 아무나 볍률가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물론 고매한 전문직 또는 성직자로서외 법률가의 권위 및 위상과 함께 돈이면 무슨 일 

이든 다하는 고용된 총잡이 (hired gun) 외 이미지가 미국 법률가에게 붙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날 지나치게 상업화하였다고 재탄하는 목소리도 높 

다. 그러나 그러한 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하여 기타 타율적으로가 아니라 

ABA 등 법률가 단체를 통하여 담律的으로 볍률가적이 아예 사업이나 천박한 장사 기법으 

로만 전락하는 일이 없이 공 o 사 영역에 걸쳐 막강한 권위와 위상을 견지활 수 있도록 이 

끌고 있는 현상을 사회희적으로는 전문화(professiona1iza tîon) 라고 부르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볍학교육은 한면으로는 대학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ABA 동 법률가 단체 및 이들 단체를 이끄는 법률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법률가의 

직능적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지키려는 노력은 한편으로는 인증제도 등을 통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둥 법률가 양성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이미 배출된 법률가뜰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법률가의 직능적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유지 · 통제하는 노력으로도 나타난다. 이 후자의 노력이 ABA 및 변호사회 둥 법률가 단체 

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법률가윤리장정의 제정， 제명을 포함하는 쟁계의 제도이다. 오늘 

날 법률가의 직업윤리 과목은 법과대학의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도 편성되어 있다。 전자 

의 노력의 하나로는 일정한 기준(학부과정 몇 년， 법과대학과정 3년， 교수대 학생 비율， 법 

률도서관 장서수 등)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에게만 인증을 부여하고 

이렇게 인증받은 법과대학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그리고 법과대학을 나오지 아니한 사 

람에게는 사볍시험 (bar examination) 을 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8) Robert Stevens, La\\' School: 1ι‘ga/ E,{lICliIiO Il in Amcric’ajη1/11 rhe /850κ !o !he 198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 92-102면 William P. LaPiana, μ)‘gic ‘1/1,{ E\71ιriencc: 171c 

Origin ol Mo，{•εrn American Le‘gal Eduαilim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86면 ; 

Lawrence M. Friedman, A lIis!oη “tAmeriα1Il 1ι1\\'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3) , 550연 및 
553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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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실시 등 사법시험제도 역시 국가(즉 ~+J)가 아니라 법률가 단체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법시험의 시행 등 사법시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법시험위원 

회 (state board of bar examiners)는 법학교수 및 실무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위의 ABA 및 AALS 등의 법률가 단체들이 어떻게 법률가 양성교육， 즉 법학교 

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과 질의 향상에 기여하여 왔는가를 잠깐 살펴보자‘잃) 시간제 

및 야간제 법대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법과대학간의 계층적 구조란 법률가 집단에 내재하 

게 마련인 다원적 내지 계층적 구조와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ABA' AALS 등 

법률가 단체가 이끈 볍학교육 기준의 설정 · 인증의 제도를 통한 법학교육의 내용 및 질 향 

상의 노력은 이러한 다원적 모습을 거부하고 법률가 집단의 일원적 구조를 가정하는 것으 

로서 산업화와 함께 하는 규격화( standardiza tion) 의 노력이라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30 

년간0840-70) 법률가직은 그 질이 저하되어 왔다면서 1878년에 전문법률직의 질의 향상 

(따1prove) 을 주 목표로 하여 ABA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법 률가직으로 진입 

하려면 공통의 법과대학을 거치도록 하는 입장을 ABA는 처음부터 견지하여 왔던 것이다. 

1879년의 첫 모임에서 벌써 법과대학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법과대학에서는 법을 과학적 

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그 법학교육 。 법률가자격증위원회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 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1881년의 전체회의 (ABA 

House of Delegates) 에서는 법과대학 3년 이수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1891 

년의 연차회에서도 법률가자격증 및 사법시험을 논의하였으며 1892년의 연차회의에서는 법 

과대학에서의 2년의 법학교육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1883년애 볍학교육 · 법률 

가자격증분과(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 가 설립되고 1895년에 

이 분과에서는 필수적인 3년제 법과대학교육을 결의하여 전체회의에 송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의 동은 아직 영향을 널리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대다수의 법 

률가들은 대학학부나 법과대학은 구경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Yale이나 Harvard 법대를 나온 엘리트 법률가들은 윌가에 새로 태어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제도권의 법학교육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둥학교 졸업장이나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훈련도 없이 실무를 시작한 사람들 

이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이들 법률가 단체들은 볍학교육 및 법률가 되는 자격증의 기 

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1876년의 New Hampshire를 시작으 

로 하여 주 단위의 사법시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었는데， 주입법부는 사법시험을 주대볍원 

에 위임하고 주대법원은 그 책임을 사법시험위원회에 위임하는 형식이었다g 그리고 사법시 

29) 이 하 Robert Stevens, L{JlI' School: Legα1 Educ{Jtioll Ùl America ji'Olll Ihι 1850‘ to thι 1980" ( Chapel Hl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 92-130변， 172-190면， 205-231변 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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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위원회는 주법률가회의 (state bar associations) 에서 좌지우지하는 형국이었다. 한편 1896 

년에 ABA는 법률가자격증 취득요건으로 고등학교 이수 및 2년의 법학공부를 요구하고 었 

으며， 1897년에는 법학공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1908년에 이르러서는 2년의 학 

부교육에 이은 법학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1909, 1911 및 1912년에 ABA법학교육분과에 

서는 법률가자격증의 요건으로 법률사무소에서의 4년이나 볍학교 3년에 이은 1년의 교육 

내지 법률사무소에서의 1년의 훈련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한떤 새로 태어난 학자 법률가 

들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ABA는 1899년에 이름 있는 법과대학들의 모임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 25개의 회원교로 구성된 AALS가 조직되기에 이른다. 그라고 이 조적의 

회원 자격은 그 학교의 학생들이 고교 이수자이고， 2년제 과정을 가져야 하며， 연방대법원 

판례집을 위시한 판례집을 갖춘 도서관이 구바된 학교여야 허였다. 그리고 1905 1냄에 이르 

러서는 회원자격으로 3년제 법과대헥임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ABA나 AALS나 지도급 

법률가들을 포용하고 있었으나 그 회원 수는 아직 빈약하여 1920년에 9%의 법률가들만이 

ABA의 회원이었다‘ 아무튼 ABA와 AALS은 항상 손발이 맞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법학교육 기준강화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ABA는 처음부터 소위 diploma privilege{ 볍대졸업이변 무조건 변호사자격을 주는 그러 

한 의미에서 법대가 변호사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에 반대하여 실무법률가가 관장하는 져 

방사법시험을 역설하였으며， 1892년 ABA가 diploma privilege 제도에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이 제도는 점차 사라져 1920년대에 이르러 폐지되기에 이른다. 주사법시험제도도 

딜리 퍼져 1917년에 37개주에서 주사법시험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각 단워외 

법률가회의 노력으로 주입법에 외한 법률가 자격기준 강화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1917년에 이르기까지 법과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주는 아직 없었다. 이핵한 

때의 ABA와 AALS의 자격기준강화운동은 이 단체들을 이끈 가장 성공적인 엘리트 볍률 

가틀이 전개한 유태인， 흑인， 새로 이민온 사람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다. 다만 과학적 의학교육으로의 의학교육의 혁명을 가져 온 Flexner 

Report30) 가 발표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져 법률계에서도 여러 연구보고책가 

발표되고 있다. 차네기재단이 지원한 오스트리아 법학자 Josef Redlich의 Thc Common LaH’ 

and the Case Method in American Univcrsity Lall’ School이 1914년에 나오고， 역사 차네거재단이 지 

원한 Alfred Z. Reed의 Training for the Public Profession of Law가 1921년에 발표되었으 

며， 법률가가 되기에 적합한 법학교육은 법과대학(야간법과대학은 4년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과대학 입학요건으로 2년의 학부교육이 요구된다는 Elihu Root가 위원장으로 

30) Flexner Report에 관하여 전 게 Paul Starr, Thε Sα i(//7띠11끼Jrll1atioll ofAmcricall Medicillc, 118-121면 및 
123-126면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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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학교육위원의 보고서가 1921년에 나와 ABA 회의에서 채택되기에 이른다. Recllich 

는 case method는 우수학생에게는 좋은 교육방법이나 평균이하의 학생에게는 적합치 아니 

하며 법의 과학적 연구를 해친다면서， 법을 조망하는 법학입문과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법실무가 없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Reed는 법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전문직 (public profession) 임을 강조하면서 법조직에 있어서의 다원적 내지 계층적 

구조를 보고 있다. 그러나 ABA 및 AALS 등 법률가 단체는 이를테면 이 다원주의의 지적 

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통일된 법률가직의 형성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리하여 1920년대는 이들 단체가 주도하는 법학교육의 질적 기준 향상 운동으로 시작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21년에 ABA는 학부교육 2년 이수를 입학요건으로 하는 full

time 3년제(시간채로는 4년체) 법과대학제도를 채택하여 밀고 나간 결과 ABA가 주최한 

지방 및 주 법률가회의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으나， 1922년에 이르기까지 법과대학 졸업을 

사법시험 응시요건으로 요구하는 주는 아직 하나도 없었다. 아무튼 1923년에 ABA는 최초 

로 자기들이 인증하는 법과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AALS는 1924년에 학생 

100명 대 l 전임교수의 비율 몇 도서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27년에 ABA는 AALS의 

사무국장이기도한 Claude Horack을 법학교육 담당 전임고문으로 임명하여 법학교육 및 법 

률가 자격증 기준 향상에 힘쓰게 하고 었다. 1927년에 AALS는 도서관 기준으로 최소한 

7，500권의 장서 및 최저 연 1 ，000불의 유지비 기준을 설정하였고， 1928년에 ABA는 AALS 

를 따라 최소한 전임교수 3인 및 장서수 7，500권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1927년에 

ABA가 인증한 학교 병단에 든 학교 수와 AALS 회원교 수가 거의 같았다. 

다만 1927년에 38개 주 및 DC 가운데 32개 주에서는 아직도 법학교육 이전에 학부과정 

이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6개 주에서는 고등학교 이수나 그에 상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8년에 이르러서야 인디애나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법시험을 요구하고 있었고 9개 주에서는 법학교육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929년의 ABA의 볍학교육분과 모임 및 1930년의 모임에서는 이러 

한 상향 설정된 기준에 대하여 야간제 · 시간제 법대 등의 운영자들31)로부터 대대적인 공격 

을 받았으나 적어도 조직된 법률가 단체 내에서는 공통된 기준설정의 엘리트 세력이 단연 

리드를 할 수 있었다. 한편 1930년에 ABA에 의하여 조직된 사법시험위원전국회의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는 AALS의 상향조정된 공통의 기준 실현의 장치로서 기능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대공황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거두어 

1938년에는 법과대학 입학요건으로 2년의 학부교육을 법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주는 8개 

31) MichacI Rustad and Thomas Koenig, “The lmpact of History on Contemporary Prestige lmages of 
Boston' s Law SchooIs," 시깨lι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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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재 되었다. 이리하여 1950년대에 이르면 학부 3년의 이수가 보편화하며 1960년에 

이르변 4년 학부과정 이수가 보편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체로 1950년쯤 되어서야 대학학 

부를 다닌 법률가의 수가 그러하지 아니한 법률가의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4. 맺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미국의 법학교육은 띠국의 法과 法律家職(the legal profession) 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position' 잃liency) 과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인식에 상응하는 

법학교육 제도와 내용 및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만큼 미국의 법학교육을 지쾌하는 생각이나 지적 흐름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법과 법률가 

직의 미국 사회에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생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교육 제도와 내 

용 및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더 크게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질용주의 (pragmatism)사상 · 자유주의 사상 둥에 의하여 영향 

을 받고 있다. 아무튼 법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비교법적인 것이든 제도개혁의 측면에서의 

것이든 그 사회에서의 법과 볍률가직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대단히 형식적 표피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틀을 마음에 두고 미국의 법학교육을 지배하는 생각틀을 결론 삼아 요약하여 보자. 

첫째로 制度的인 측면에서 살펼 때 미국에서는 볍학교육이 大學의 일부로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립되어 있다. 그것도 (1) 4년제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3년 

제 대학원급의 볍과대학에서 행한다는 생각이 하나의 미국 전통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 

고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법과 법률가가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에 알맞은 법률가 양성교육 

은 4년제 학부교육의 이수를 전제로 하며， 더구나 知的 성숙도 등에 있어서 적어도 대학학 

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大學院級외 강도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CV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행하는 법학교육은 專門敎育

(professional education) 이다. 즉 미국의 법과대학은 대학의 일부이지만 무엇보다도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기관(professional schooJ)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곳에서 전 

문(專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년제 

때학(community college) 을 전문대학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으며， 어느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화(specialized) 된 지식과 기숨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전문가( specialist) 라는 용법도 

있다. Profession려(전문직종)32) 이라고 함은 그 업무에서는 公共性이 일반 사업이나 장사에 

32) 專門職(profession) 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Talcott Parsons, “The Professions and Social 

Structure" and “A Sociologist L∞ks at the Legal Profession ," in Esμqs În Soô%}(Îca/ Theory. rev 
ed., (New York: Free Press, 1954); A. A. Berle, ]r. “Legal Profession and Legal Educ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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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특히 강하고 따라서 職業倫理가 유달리 강조되 며염) 이 에 상응하여 이 업무에 종 

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발부하는 資格證을 요구하고 있는 등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자격증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전문교육과 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음 

도 특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변호사， 의사， 변리사， 교사， 복사 등 보통 사(士， 

師 둥)가 들어간 직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다. 법학교육을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경우 

의 전문이라 함은 이러한 의미의 전문을 의미한다. 

한편 @법학교육이 대학의 일부로서， 특히 학부졸업을 전제로 하는 대학원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만큼 결코 實務敎育(practical education)으로서가 아니라 學術的(academic) . 理→

論的(theoretical)으로 행하여지는 교육이다. 이러한 정은 법학교육이 실무법률가가 아니라 

교육기능과 함께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볍학교수에 의하여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설에서도 연유되고 있다. 그리고 법학교수는 실무경력 때문이 아니라 그 연구업적 

에 따라 임용되며 승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의 다른 학과 교수의 경우와 전혀 동얼 

하다. 다만 법과대학에서의 볍학교육이 학문적 · 이론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하다는 젓 

이지 법과대학이 동시에 학자를 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 양성을 주로 하는 교 

육기관임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학문적 · 이론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미국 사회에서 法 및 法團職이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대단히 

큰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법률가가 자질구레한 법률기술적 (pettifogging) 지식이나 시 

야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시회를 폭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는 것 

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 유행하는 학제간의 연구활동과 그러한 과목개셜은 이러한 

성향을 더욱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랴한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법과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司옳試驗(bar examination) 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률가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이러한 법과대학의 졸업이 사법시험의 자격요건이 되어 었다. 그러 

므로 미국 법률가는 모두 이러한 법학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을 거쳐 법률가 자격증을 얻은 

사람틀이다. 

Encyclcψedia oj‘ thε Socia 1 Scienαs (1933); Richard L. Abe! and Philip S. C. Lewis, ed., Lα\\)'ers m 

Society: Comparative Theo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Eliot Freidson, 
PηJj'e.씨onalism Rεbom: TheOlγ， Prophecy αnd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Andrew Abbott, Tl1e Syst，εm (Jj'P1까C시ions: An Eιι'y 011111ε Divisiol1 끼Eλ7Jert La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Richard L. Abel, “Revisioning Lawyers," in Richard L. Abel and Philip 

S. C. Lewis, eds., Lawyers in SociιI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한상희， “법 률 

전문직의 의의와 성격 - 법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서설" r慶星法學J ， 제5호， 171-205연 (1996) 둥 

참조. 

33) ABA의 .Model Code ot'Pro(e시ional RtψOI1.\ibility and Code of.ludicial COllduct, as amended August 1980, 

(Chicago ’ National Conference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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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미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법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은 이러한 대학의 대 

학원급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의 그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미국에서의 법학교육에 관한 논의 

는 이러한 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 목표는 미국 사회에서 차 

지하는 위상을 가지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法律家의 養成敎育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 

률가답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법학교육의 제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事例中心의 case method 및 Socratic method자 최코라 

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 다만 법률가들의 역할이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지술적 , 미시적인 소송업무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공학으로서의 법실 

무 。 입법 및 행정과정 둥 법의 형성에서의 역할에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판례만의 case 

meth떠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 위에 제정법조항 · 사회과학 논문이나 저술의 발혜 동을 포 

함하는 교재의 사용 및 다양한 학제간 집근을 요하는 새로운 과목의 개설 동을 통하여 젊 

은 법률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자로서의 기초를 다자는데 펼수적이라 

고 판단되는 예컨대 계약볍， 불법행위볍， 소송법 둥의 지초과목은 일 학년의 필수과목으로 

하고 새로운 법분야(환경볍? 지적재산권볍， 국제통상법， 우주법 동) 및 학제간와 연구가 요 

구되는 신설과목(법과 경제， 법사회학， 법과 심리학， 법과 문학 둥)을 포함하는 여다의 법 

률과목 둥은 주로 2학년 및 3학년에 개설되는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음은 이머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너무 학술적 。 이론적이고 실무교육을 풍한혀 한다는 

실무법조계의 비판에 귀 기울여 실무감각을 익히게 하는데 목표를 둔 엄상법학과목 ’ 법조 

윤리과목 · 법률문장론 동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법률가에게 두드러지는 寶際的 思考， 積趣的 · 能없b的 接近態度(aggressive attitude), 

볍률문제를 포함한 사불에 대한 分析JJ. 批判精神， 應벼能)J 및 創意力 둥은 크게는 빼국 

사회에 의하여 작게는 각급의 학교에서 길러지는 것이지만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의 

하여 더욱 조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바-로 case method 및 Socratic method가 이를 뎌욱 

조장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 Case method는 학자가 체계적으로 정리환 이론이나 

지식으로서의 법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의 법률문제를 분석하여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 

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려고 Socratic method가 경쟁적인 적극쩍 접근 태도를 재발하 

는데 유리하려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든져 이 문제 

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며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위 

에서 언급한 Haπard의 Langdell의 법학교육방법이 이전의 법학교육방법이나 Columbia의 

Dwight의 법학교육방법을 이지고 미국 전체의 법학교육방법으로 확립되기에 이를 수 었었 

던 것은 미국의 문화전통이랄까 정서에 더 잘 맞았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급속하계 자본 

주의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여 

함에 있어서 단연 유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미국 법률문화의 좋고 나쁨이라든지 잘 



jS4 美 國 學 第二 t-輯(1997)

잘못을 떠나 현재 존재하는 미국의 법률문화는 미국 법학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셋째로 법학교육의 전제가 되는 법 및 법률가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마국 사람 

들의 생각은 法이 말할 것도 없이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制度(institution) 이며 법률가는 사 

회를 이끄는 重몇한 位置에 있고 重홉한 指導的 i)t훤j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법률가가 법률가로서 그 결정이나 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공사간의 분쟁문제나 정치 · 

경제 • 사회 생활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법률가는 스스로 임명하는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가는 자연적인 귀족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긍정적 (an officer of 

court, high priest 둥) 으로 보든 부정 적 (a hired gun) 으로 또는 비 판적 인 시 각34) 에 서 보든 

사회의 엘리트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지도급의 법률가를 비롯하여 변호사 단체들은 그렇게 

자임하고 있다. 법학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법률가의 긍정적인 적극적 역할이나 지도적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 당위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에 걸맞은 볍학교육을 설 

계 ·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法過程(Iegal process) 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주로 소송업무에만 관여하는 우리 나 

라의 법률가들(변호사는 물론 판사 · 검사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과는 달리 오늘날 미국의 

법률가들은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법률자문， 계약서 둥 법문서 작성 및 소송업무의 수행과 

함께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立法 · 行政 · 司法의 全過程에 여러 모습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가들은 로비스트로서， 상하 양원의 입법자문위원 Oegislative counseI)으로 

서， 입법조사국의 연구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의원보좌관으로서， 행정입법과정 

에 관여하는 행정부처의 법률부서의 법률가로서，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반수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에서 미국법의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Washington 

의 law firm둥 큰 law firm이 담당하는 법률업무의 오히려 큰 부분은 소송업무가 아니라 

입법정책형성 • 로비활동 · 정책진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35) 그리고 행정입법은 

물론 집행 행정의 전과정에 걸쳐 각종의 규제행정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처 법률부의 직 

원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와 상대하는 개업변호사로서 법률가들이 갚이 관여하고 있다. 즉 

법의 전과정에 걸쳐 법률가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법률가들의 조력 없이는 미국 사회 그리고 미 

국의 사법은 물론 미국의 입법 · 행정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 

34) Duncan Kennedy, “Legal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Hierarchy: A Polemic Against the 

System (Cambridge: Afar, 1983잉):η’’”’ inDα〕가1I…1I11’11(κcα‘"(// 

참조. 

35) Charles A. Hoαrsk↓k‘çy’ T깨hε Waμω1.\‘1“써、“써h끼띠it띠nι띠{(I11끼I1 Lμt“띠띠11…I\y‘?까) 

Su떠lsrπmanι1，’ ‘ A Perspective on the Washington Lawyer Today and Charles Horsky’ s Washington 

Lawyer of 1952") , Adl1lini,\rlllri\'e 1.(/\1' Rc\'iol', v. 44, 1-14면 (Wintcr 1992)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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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의 법학교육은 바로 법률가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그려고 정치 · 사 

회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시야를 갖추게 

하는 목표와 교과목 편성 및 방법이 고안 。 채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36) 대학의 대학 

원급의 법학교육제도， 가본과목의 필수， 다양하고 새로운 볍률과목 및 학제간 과정이나 과 

목의 설치， 법조윤리과목 등 실무과목의 설치， 사례중심의 교육방법 등은 한결같이 이러한 

생각과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갓이고 생각된다. 법률자문， 계약서 。 입법안 등 볍문서 

작성， 변론， 입법정책의 형성 등 입법 。 행정 · 사법의 잔과정에 걸친 법률가의 지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능력과 시야는 상급심 법원의 판례 중심의 case method와 함께 하는 학문 

적 · 이론적인 법학교육에 의하여 더욱 보강되리라 생각한다 함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36) 이 러 한 점 은 ABA의 볍 학교육 및 법 률가자격 증 분과(Section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 가 근래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소위 MacCrate 보고서)에서 단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Lega! Edllι '(/{101l “nd Proμ씨iIIW! De\'e!opmel1l까 11 EduCiltiolla! COl1tilllllll11. RI'{lo/'t 끼 the Ta、k

Forcc 0/1 Lm\' ιSL‘'11“lO(ν)0서)새lμ、 t“ω/lU“띠dt꺼hι I'r，ηro씨l새'feι'.시‘ 

and Adm띠Dl녕ss잉ion to the Bar, 1992) 참조 그리 고 위 보고서 의 내 용이 나 생 격 을 이 해 하기 위 하여 

Robert MacCrate, “ Lectures on Legal Education, Wake Forest School of Law," Wakc Fo/'cst 1씨l‘ 

Rc\ ’icl\'. \'. 30 no. 2, 261 →266연 (1995); Michael Norwood, “Scenes from the Continuum: Sustaining 

the MacCrate Report' s Vision of Law School Education into the Twenty • First Century,‘’ W싸 

l끼cst 1ι\\' Re\'ie\\' , v. :10 no. 2. 293-305변 (1995) 동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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