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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變化하는 法曹의 世界
―韓國의 經驗을 중심으로―

1)

崔 大 權*

Ⅰ. 머리말

이 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한국의 法曹界(legal profession)가 겪어온 변화를 

추적하고 장차 어떻게 변모하여 나갈 것인가를 탐색함을 목표로 한다. 사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의 전쟁이 휩쓸고 간 농업 중심의 사회로부터 산업화․세계화된 

정보화 사회로 엄청나게 변화하여 왔다. 196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전후하 고 2천 5백만 인구의 60%이상이 농업부분에 종사하 었는데 오늘날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 4천만이 넘는 인구

의 10%미만이 농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2천 5백만의 인구에 변

호사의 숫자가 400명에서 700명에 불과하 는데 오늘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4천만이 넘는 인구에 변호사의 숫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Table 1: [인구, 농가인구비율, 1인당 GNI, 변호사수]

연앙추계인구(1,000명) 농가인구비율(%) 1인당 GNI($) 변호사수

1960 25,012 58.2 79 450
1965 28,705 55.1 105 662
1970 32,241 44.7 249 719
1975 35,281 37.5 592 809
1980 38,124 28.4 1,598 940
1985 40,806 20.9 2,229 1,179
1990 42,869 15.5 5,886 1,803
1995 45,093 10.9 10,823 2,852
2000 47,008 8.6 9,628 4,228

(자료: 한국통계연감, 2001; 한국변호사협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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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1: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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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통계연감, 2001)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

은 1960년의 4.19를 제외하면 대체로 독재라 불린 권위주의체제 하에 살았는데, 

1987년 이후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민주체제 하에 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

회 전체의 거시적 사회변화의 지표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과거의 어

떠한 모습에서 오늘날의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왔는가? 변모가 있었다면 이

러한 변모는 사회변화의 단순한 반 일 뿐인가? 그리하여 법률가들은 사회변화

를 마지못하여 따라간 추종자일 뿐인가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한 세력

(change agent)인가? 장차 법조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질문들을 답변하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한국의 법조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어떠한 모

습으로 일어났으며 장차는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래에서 탐색해 보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법률가들에 관하여는 이 

곳에서는 다루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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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韓國 法曹界의 現在 모습

한국의 법체계는 大陸法界에 속한다. 1895년의 裁判所構成法의 채택과 함께 법
률가의 개념이 비로소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사실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옛 東亞細亞法界에 속하 었다. 그리고 동아세아법계에서는 법원과 사건

의 당사자 사이의 중간에 서는 법률가라는 개념은 퍽이나 낯선 개념이었었다.1) 

일제의 통치기간 동안(1910-1945) 이삼백 명의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어서2) 세계 제2차대전의 종결 후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난 후 한국에는 

대단히 소수의 (한국인) 법률가들만이 남한에 남아있어서(그 통계수치는 존재치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새로운 법원․검찰제도를 설립하여 판사와 

검사를 충원할 때에 과거의 법원서기 등도 판사로 임용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법률가 부족현상은 6․25동란(1950-53) 기간 동안에

도 있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숫자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혹은 살

해되고 혹은 납북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증강된 대한민국 국군

의 법무관 자리를 매워야 하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때에도 여러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판사나 검사의 자리를 채우고 군법무관의 자리를 매워야 하 었다. 

이러한 사정은 과거에는 법률가들이 오늘날 정규화(regularized)된 사법시험(이전

1) Dai-Kwon Choi, “Development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Korea,” in Bong 
Duck Chun, William Shaw, and Dai-Kwon Choi, Traditional Korean Legal Attitudes, 
Korea Research Monograph 2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0), 54-101면, 특히 69-70면; 朴秉濠, 韓國
法制史攷(서울: 法文社, 1974), 315-319면; 朴秉濠,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서울: 서울대
학교출판부, 1985), 262-264면. 한국의 전통법에 관하여, Bong Duk Chun, “Legal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Late Yi Dynasty”와 William Shaw, “Social and 
Intellectual Aspects of Traditional Korean Law, 1392-1910” in Traditional Korean 
Legal Attitudes 및 朴秉濠의 위의 두 책;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Korea Research Monograph 5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沈羲基, 韓國法制史講義(서울: 三
英社, 1997);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서울: 博英社, 2002) 등 참조.

2) 일본통치 시대의 법률가 통계에 관하여, 전게 Choi, “Development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Korea,” 86면. 1910년에 183명의 일인 판사에 71명의 한국인 판사, 54
명의 일인 검사와 6명의 한국인 검사, 30명의 일인 변호사와 51명의 한국인 변호사가 
한국에 있었다. 그런데 1935년의 수치는 각기 146명의 일인 판사와 38명의 한국인 판
사, 74명의 일인 검사와 7인의 한국인 검사, 그리고 172명의 일인 변호사와 217명의 
한국인 변호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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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등고시 사법과) 이외의 여러 다른 방법으로도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법학교육은 대학의 4년제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 과정(1년의 교양과정 및 

3년의 법학전공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그러나 비록 사법시험합격자의 95% 

이상 거의 100%가 실제로 대학졸업자이기는 하여도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법학 

학위는 물론 대학 학위 자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만큼 사법시험의 합

격이 법률가시장의 유일한 진입장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는 엄연

히 합격정원이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사법시험합격자는 大法院 산하의 2년간의 

司法硏修院 과정(1년의 학과목 과정 및 1년의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서 기왕에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간의 군법무관 복무를 한 

후에, 그리고 필한 사람은 곧바로, 대체로 사법연수원 과정의 성적순에 따라 판사

나 검사로 선임되어 나가고 그 이외의 사람은 실무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리고 판사를 지망한 사람들은 2년의 豫備判事의 과정을 거쳐 판사로 임명된다. 

다만 기왕에 군법무관과정을 거친 사람은 예비판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법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법시험을 피하고 대학의 학문과

정인 대학원과정을 밟는다. 오늘날 박사학위는 필수라고 할만하다. 그리하여 법

학교수 중에서는 소수만이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실무가훈련

과정과 박사학위의 취득에 이르는 학문과정 양자를 성공적으로 밟은 사람들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년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학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기간(예컨대 일본에서처럼 5년, 

혹은 교수가 변호사자격을 얻은 후 개업하는 경우를 사실상 저지하고 대법관이

나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자격은 부여토록 하기 위해 한 15년) 공인된 법과대학

에서 풀타임 교수를 지낸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

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마침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교수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사법부의 직위에 임명되어본 그러한 일은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

에서 법조인(legal profession)이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즉 “法曹三輪”으로 구성

3) Dai-Kwon Choi, “Legal Education in Korea: Problems and Reform Efforts,” Seoul 
Law Journal(서울대학교 法學), v. 29 No. 2, pp.104-122(1988); 崔大權, “學部敎育과 
法學敎育”, 서울대학교 法學 제37권 제2호, 81-114면(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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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법률개정위원회

와 같은 정부나 비정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그 위원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하

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법률가 즉 법학교수와 실무법률가 즉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사이에는 상호교류가 거의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900여명의 법학교수가 있는데 비해 1,700여명의 판사, 1,400

여명의 검사, 그리고 5,500여명의 변호사가 존재한다. 변호사 가운데 3분의 2이

상(4,190명)이 인천 및 수원을 포함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데 비해 전국 판사의 대략 반수만이 대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

하는 수도권지역의 법원에 배치되어 있다.

Table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 통계]

Year
Judges Public Prosecutors Practising Lawyers

Total Female Total Female Total Female

1950 149 163 *

1955 157 163 293

1960 296 190 456

1965 372 300 662

1970 413 343 719

1975 517 2 377 809 3

1980 562 4 437 2 940 3

1985 769 11 545 2 1179 3

1990 1028 27 761 1 1803 18

1995 1212 63 986 10 2852 43

2000 1341 88 1190 29 4228 132

2001 1467 102 1272 50 4618 174

2002 1578 114 1353 67 5073 238

2003 1708 137 1437 87 5533 303

[자료: 법원행정처, 법무연감, 대한변호사협회]

 * 정보 부재.

지금 전국 변호사 가운데 대략 5.5%가 여성변호사인데 비해 전국 판사의 8% 

가량이 여성판사들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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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단일의 사법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유사법조인으로 대

략 5,000명(4,820명)의 法務士(司法書士)가 있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위한 변론

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당사자를 위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

찰청 등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를 비롯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데, 거칠게 

비교하자면 프랑스의 avoué나 국의 solicitor에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법무사는 

고매한 법조직(learned legal profession)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지 아니하다.

Ⅲ. 지난 수십 년간에 일어난 法曹職의 變化

매년의 사법시험합격자 정원4)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법조직(legal profession)

을 여러모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합격자

정원수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포진하고 있는,5) 

Tocqueville의 용어를 빌리자면 “自然的” 貴族이라 할만한, 법률가들의 기득권 보

호를 위한 효과적 장벽으로 이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 사

법시험합격자수는 한 자리 숫자로부터 세 자리 숫자에 이르는, 대개의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에 머무는, 예측이 어려운 숫자 다. 1981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사

법시험합격자 정원수를 300명으로 정하 는데 이 정원은 1995년까지 견지되었다. 

그 이후로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은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하여 왔다.6) 

4) 구조적으로 법조계가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의 결정에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지도록 만들
어져 있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매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사법시험
법 제4조). 그리고 현재 법무부가 그 사법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법시험을 관리하 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5) 현재 26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8명이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가라는 사실은 사회 
내에서 법률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의 하나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38명이라는 수치는 전국의 인구수에 대한 법조계의 규모(2003년 현재 5,533명
의 변호사, 1,708명의 판사, 1,450명의 검사)를 고려할 때 엄청나게 큰 비중 즉 269명
의 14.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6) Table 3: [사법시험통계]
Year 1951 1952 1953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2 1963

응시자수 457 258 711 842 1,141 1,999 2,855 3,414 3,047 3,416 5,557 4,450 3,036 3,825 3,194
합격자수 39 21 16 12 17 30 108 51 50 24 31 110 50 56 36
경쟁율 39:1 12:1 44:1 70:1 67:1 67:1 26:1 67:1 67:1 142:1 179:1 40:1 61:1 68:1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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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996년에 500명, 1997년에 600명, 1998년 및 1999년에 각기 700명, 

2000년에 800명, 그리고 2001년 및 2002년에 각기 1,000명으로 증가하여온 것이

다. 그리고 정원 1,000명의 숫자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대로 남아있으리라 판단된

다. 다만 2003년에는 특히 한 과목의 무더기 과락을 이유로 905명만이 실제로 

합격하 다. 아무튼 매년의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싸움은 사법개

혁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압력, 특히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법률가

들이 굴복한다고 할까 양보하는 모습을 띠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법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점 즉 그들의 희소성은 법률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지는 법률가들의 이익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교수들은 사법시험합격정원의 증대를 찬성해 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르친 법대생들이 더 많이 법률가로 배출되면 그들을 통하여 법학교수들이 가

지는 사회적 향력도 더 증대되리라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

재 전국적으로 매년 9,000여명의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사법시험

합격자정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법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점은 대중에게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좁

은 문과 이와 함께하는 고비용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법조직 규모의 증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문호의 확대와 비용 저하의 점에서 다수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 태어나는 법률가 300여 명의 숫자조차도 그리고 그 이상의 정원이 개업

변호사 진출 양태(패턴)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변수임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젊은 법률가들은 거의 전부가 사법연수원 수료에 이어 판사나 검

사가 되고 판사나 검사로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옷을 벗고 변호사 개

업을 하는 것이 개업변호사 진출의 지배적 양태(패턴) 었다. 이 개업양태(패턴)

Year 1963 1963 1964 1964 1965 1966 1967 1967 1968 1969 1970 1970 1971 1972 1973
응시자수 2,318 3,450 3,770 3,251 2,141 1,858 2,304 1,837 2,070 2,363 2,326 2,531 2,629 3,215 3,614
합격자수   45   41   10   22   16   19    5   83   37   34   33   49   81   80   60
경쟁율  52:1  84:1 377:1 148:1 134:1  98:1 461:1  22:1  56:1  70:1  70:1  52:1  32:1  40:1  60:1

Y ea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응시자수 14,201 15,041 16,311 17,131 18,991 19,736 20737 22,771 20,551 20,755 22,964 23,249
합격자수  300  298  287  288  288  290  308  502  604 700  707  801
경쟁율  47:1  50:1  57:1  59:1  66:1  68:1  67:1  45:1  34:1  30:1  32:1  29:1

(자료: 한국행정연구원(KIPA)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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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1년의 사법시험합격정

원이 300명으로 늘어난 이래 상당한 숫자의 젊은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로서의 

실무경험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곧바로 개업으로 나서게 되었다. 매년 사

법연수원수료자 가운데 200여 명만이 법원의 판사나 검찰청의 검사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합격자 1,000명의 시대에 접어들어 이제 매년 배출되

는 사법연수원수료생 가운데 5분의 4는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폼이나 큰 회사

의 법률부서나 그 밖의 기관에 자리를 찾아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점 

이외에도 법률업무수행(개업)의 지배적인 양태가 전형적인 민․형사사건의 단독 

송무(訟務)업무(solo litigation practice) 었다. 그러나 사법시험합격자 정원이 증

가한 1980년대 이후 개업의 양태가 예컨대 노동법사건과 같은 전형적 민․형사 

이외의 법률분야 사건의 취급 및 송무 이외에 로폼에서 그리고 기업체 등의 법

률부서의 법률가나 고용된 법률가 기타의 위치에서 행하는 법률자문과 계약․법

률안작성 등으로 다양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 처음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일군

의 노동법전문변호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변호사수의 증가와 함께 주요 산업기지

나 그 부근에 위치하여 노동법전문법률가로서 주로 노동법사건을 다루면서도 법

률가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리만큼의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가 생기

기 시작하 음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80년 초부터 한국사회에 로폼7)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82년의 辯護士法 개정에 의
한 근거조항의 도입이 로폼의 등장을 촉진시킨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산업

화․도시화․세계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복합화가 로폼의 등장을 불가피한 것으

로 만들었다. 그러한만큼 법률가를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이 그 목표라든지 그 구

조나 재정지원의 점에서 주로 법관(판사․검사) 양성기관으로 출발하 으며 아직

도 그러한 까닭에 오늘날 연수원생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대다수 미래 변호사 

훈련기관으로서는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그 

성격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방금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법조인의 변화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 산업화의 단계와 의미심장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한국사회

에서는 서구에서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단지 삼사십년에 걸쳐 이룩하

7) 2003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258개의 로폼이 있으며, 서울에만도 148개의 로폼이 
있다. 대한변협신문 2003. 12. 22.일자. 가장 큰 로폼인 김․장에는 200여명(150여명의 
한국변호사와 50여명의 외국변호사)의 변호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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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는 마찬가지로 급속한 농촌의 이농현상, 도시화, 세계

화, 사회적 복잡성(social complexity)의 증대현상을 동반하 다. 크고 작은 산업

체, 기업, 회사, 노동단체, 정당, 대중매체, 단체 기타 조직들이 전통적인 농촌공

동체, 동업조합, 門中․宗中 등 동족단체와 나란히 하여 혹은 이를 대신하여 사
회적으로 등장․번창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변화들에 이어 대체로 법조직의 숫자 

및 업무다양화의 변화가 뒤따랐는데, 이 後者의 변화는 법학교육개혁 노력의 예
에서 가장 잘 살필 수 있듯이 늘 前者의 변화에 뒤쳐져 일어났다.

전통적 조직 및 인맥과 같은 비공식적인 전통적 방식8)은 나이든 세대가 무대

에서 떠나면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사라져 왔고 산업화․도시화된 사회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대규모 기업체 및 단체가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아

니하는 시장에 대하여 점차 관련성(relevancy)을 상실하여 왔다. 그러한만큼 공식

적인 法 및 이와 함께 법률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도 1960년대까지, 아마도 1970년대에 이

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한 때 유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아로새겨 소송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며 화목(harmony)을 특히 중시하는 비법적 사회(an alegal society)

로 기술되기도 하 었다.9)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1970년대, 1980년대, 특히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송사건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한 사회학적 연

구에 의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엄청나게(4.6배)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995년의 3.4배에 비하여) 1999년에는 52명의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 민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 으나 일본인은 241명 가운데 한사람이 그렇

게 하 다.10)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특히 대기업체가 관련된 기업거래의 번창이 

전형적인 민․형사 사건 이외의, 회사법, 유가증권법, 조세법, 환경법, 특허법, 독

점금지법과 같은 여러 법 역에서의 소송에서는 물론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등에서도 법률가의 조력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로폼 및 대규모 회사 법률부서

8) 비공식적인 전통적 방식이 어떻게 공식적 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Dai-Kwon 
Choi,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 Seoul Law Journal(서울대학
교 法學), v. 36 No. 3․4, pp.51-61(1995) 참조.

9) Hahm Pyong Choon,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Seoul: Hollym, 1967), 
p.6; Hahm Pyong 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86), p.95.

10) 김도현, “한국의 민사소송 증가추이와 원인분석”, 법사회학연구 제1권, 183-187면, 특
히 186-187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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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호사(in-house counsel)의 등장은 산업화․세계화가 불러온 사회변화, 특히 

사회적 복잡성․복합성(social complexity) 증대에 따르는 법조직의 반응의 몇 가

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 13번째 교역대국인 것이다.

Ⅳ. 民主化와 法曹職

자유민주주의의 문서인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의 채택과 함께 남한에 민주적 

정부형태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연합의 감시 하에 도입되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하여 일본에 강압적으로 병합되었던 191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군주정 하에 살았었다. 일제의 통치 하에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의한 전체주의를 체험하 다. 한국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세운 한국 망명

(임시)정부가 군주정(왕정복고)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정부형태를 채택하 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아무튼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히 자리를 잡기도 전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한국전쟁(1950-53)에 의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난 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위 軍事獨裁에 종언을 고하게 만든 
시민혁명에 의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지

속된 군 장성들에 의한 권위주의의 지배를 겪어야 했다. 한국 역사상 1987년이

라는 해는 권위주의의 과거와 그 후의 민주화된 시대를 구분하는 분수령으로 기

록되고 있다. 아무튼 1960년까지 1950년대에는 정치는 그 실행의 점에서 권위주

의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어느 정도의 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1961년에는 군 장성이 이끈 구데타 및 이에 이은 

군인집단에 의한 통치가 있었다. 1962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오일파동이 일어나

고 통치자들이 뚜렷이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에 의존하 던 1972년에 이르기까

지 정치는 권위주의적인 實行과 결합한 類似 민주주의 다고 말할 수 있다. 1972

년부터 1987년까지의 정치는 분명한 군사독재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의 산업화는, 특히 1970년대의 이륙의 단계 및 1980년

대의 중공업의 건설은, 권위주의의 정치와 접하게 손을 맞잡고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경제성장, 특히 산업화에 동반하여 일어난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권위주의는 자신의 멸망을 결

과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권위주의적 정치현실

과 공식적 법 사이에 존재하 던 커다란 갭(gap)이 존재하 다는 특징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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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권위주의는 1948년 이래 자

유민주적 성문헌법 하에서 실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행하여졌던 권위주

의의 통치는 적어도 형식적인 규범의 점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성문헌법 속에 담

겨져 있는 입헌주의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포함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 및 언론의 자유․근로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 보장

의 원리가 그 시초(1948년)부터 한국 성문헌법의 불가분의 요소를 형성하고 있었

으며, 이러한 점은 (이같은 갭을 말할 수 없는) 이전의 사회주의국가는 물론 예

컨대 중국과 같은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주의국가의 사정과 대조되는 점

이다. 이리하여 성문헌법의 문자와 정신에 따라 일어섬으로써 한국의 법률가들이 

민주화과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문헌법과 정치현실 사이의 이러한 

갭 역에서 이다. 그러한만큼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아니

하게 공식 헌법 속에 선언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11)

그리하여 권위주의적 통치기간 동안 민주운동 및 노동운동이 이어져 왔다. 이 

두 운동은 정부의 금지 및 탄압에 항거하여 언론․집회의 자유 및 근로자의 노

동조합결성의 권리․단체교섭․단체행동의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보

호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에 이 양 운동은 서로 결합하여 전

개되었다. 한국에서의 노동운동의 기원은 일제시대의 그것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아무튼 반정부적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았으며 노동운동 또한 탄압을 받았

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 침묵이나 묵종을 강요당하 다. 그러나 그러한 때 민

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혹은 양 운동에 자기 스스로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법

률가들도 다수 생겨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연하다. 형법 기타 다양한 법 위

반을 근거로 하여 체포․구금된 민주화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하려고 용

감하게 나서는 법률가들도 생겨났다. 법정에 계류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한 법률사건에서 민주투사가 되고 혹은 노동운동가가 되는 법률가도 없지 않았

다. 이러한 때에 헌법상의 원리 및 법률가로서 지니는 특권이 민주화 내지 노동 

운동을 위한 투쟁의 무기가 되었다.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때문에 스스로 옥

고를 치루는 법률가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1970년대 1980년대의 민주화․노동운

동으로부터 民辯(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2)이라 부르는 느슨하게 조직된 인

11) Choi Dai-Kwon, “Constitutional Developments in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 6 No. 2, pp.27-4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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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호사 그룹이 태어났다. 이 민변 그룹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는 

세력으로 남아있다.

이 民辯 그룹과 함께, 1987년의 민주화 이래 한국은 수많은 민권단체 NGO의 

폭발적 탄생을 경험하고 있다. 經實聯(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參與連帶, 環境運動
聯合, 綠色聯合, 韓國消費者聯盟, 法律消費者聯盟 등은 오늘날 잘 알려진 그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시민

운동의 역은 인권보호, 정부․입법부․사법부 감시,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입

법제안, 본보기 소송제기, 시민의식제고운동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며 다

양하다. 법률가들은, 특히 젊은 법률가들은 자연스럽게 이같은 다양한 시민운동

에 개인자격에서 혹은 이를 이끌어가는 시민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다양한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법 및 노동법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교육관계법, 기타 오늘

날의 산업화․세계화된 사회에서라면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법 분야를 포함하

는 수많은 역의 공익법 전문법률가들이 태어나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변호사들은 변호사회에서 마련하는 공익활동에 일정 시간 이상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다(辯護士法 제27조).

오늘날 법률구조 활동도 법률가들이 행하는 활동의 중요 부분의 하나가 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는 법률가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베푸는 법률구조를 넘어 체계

적으로 공여하는 법률구조를 알지 못하 었다. 그런데 1972년에 처음으로 법률공

단을 설립하여 정규적인 차원에서 법률구조를 행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조직의 

측면에서는 편의를 생각하여 검찰의 지방조직에 그 지방 사무실을 편입하여 운

하 다. 그리고 변호사회들도 무료법률서비스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상담서비스를, 그들 활동의 한 부분으로 회칙이나 규약에 규정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법률구조활동은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소극적이었었다. 그러나 1986년

의 법률구조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가 출연한 독립된 실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구조를 활성화하게 되었다. 이리하

여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에 고용된 일군의 법률가들이 있으며 사법연수원을 갓 

나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가들로서 자기들의 첫 실무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일

군의 법률가들이 있다. 이들 두 번째 법률가들은 3년 동안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가로서 근무함으로써 동시에 자기들의 병역의무를 필하려는 법률가들이다.

12) 민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민변백서(서울: 민변,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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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은 法曹職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유

교적 가치관이 아직도 강력하 던 1960년대, 1970년대, 심지어 1980년대의 그것

과 비교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특히 근래에 이르러, 남성의 그것과 대등하

리만큼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여성평등은 그간 엄청나게 증가하여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의 등록, 고용, 그리고 전문직종에의 진출 현상에 반 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의 남

녀평등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제정된 일련의 입법들에 의하여 촉진되어 

왔다. 예컨대 한국여성개발원이 1983년에 설립되어 넓은 시야에서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정책을 도출해 내고 있으며, 1988년에는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무임소장관제도가 도입되어 그 이전에 보건사회부가 여성의 복지문제

로서 다루었던 시절과 비교할 때 훨씬 넓은 시각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 으며, 2001년에는 

정부에 여성부가 설립되어 여성이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03년에는 여성발전기

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 다. 지금 현재 전직 판사 던 여성 실무변호사가 2003

년에 들어선 새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에 이르 다.

아래 각주
13)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2년 이전에는 (1950년대 후반 1960

년대 초의 황윤석 판사를 제외하면) 여성판사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1984년에 

이르기까지는 여성판사가 2명에서 8명에 이르 다. 그리고 1985년의 11명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성판사의 숫자는 증가해 

왔다. 2003년 현재 전체 1,708명의 판사 중에서 137명이 여성판사이다. 그리고 

224명의 예비판사 가운데 90명이 여성예비판사이다. 이같은 급속한 증가 경향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된다. 사법시험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990년

의 4.0%로부터 2000년의 18.9%, 2002년의 23.7%, 2003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9%로 증가하 다. 행정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1990년의 1.7%로

부터 2000년의 25.1%, 2001년의 25.3%, 2002년의 28.9%, 2003년의 32.7%로 증

가하 다. 현재 법과대학생의 대략 30%가 여성이다. 개업변호사들 가운데 여성

변호사의 비율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업변호사 가운데 여성변호사의 숫자는 1995년의 전체 숫자 

2,852명 가운데 43명(1.5%)으로부터 2003년의 전체 5,533명 가운데 303명(5.5%)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만큼 입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혹은 NGO활동을 통

하여, 그리고 학계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여성법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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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 태어나리라는 점은 당연하다.13)

여성들의 약진, 특히 사회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법조직에서의 약진과 함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존중되어 왔던 수많은 전통적 사회제도들이 근래에 

여성 운동가들에 의하여, 특히 정부 내외의 여성법률가들이 앞장 선 여성 운동가

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97년에는 민법이 규정한 同姓同本 禁婚조항

13) Table 4: [전체 판사 수에 대비한 여성판사․여성예비판사 통계]

                            판사                           예비판사
   년도          여성          전체 판사수           여성      전체예비판사수

1950∼60 (1)* 149∼296 (216∼301)
1961∼70 250∼413 (350∼471)
1971      406 (471)
1972      437 (471)
1973∼77 2∼2 451∼522 (471∼580)
1978 4      547 (610)
1979 3      546 (640)
1980∼85 4∼11 562∼769 (640∼887)
1986∼90 12∼27 824∼1028 (887∼1138)
1991 34      1048 (1184)
1992 41      1089 (1238)
1993 46      1115 (1288)
1994 54      1170 (1338)
1995 63      1212 (1388)
1996 76      1293 (1448)
1997 90      1362 (1508)
1998 88      1341 (1578) 12 79
1999 85      1327 (1658) 18 150
2000 96      1393 (1738) 23 176
2001 102      1467 (1738) 40 207
2002 114      1578 (1808) 60 221
2003 137      1708 (1888) 90 224

 [자료: 법원행정처]
 괄호 밖의 수치는 현원 수치이고 괄호 내의 수치는 정원 수치이다. 이 표를 보면 정원을 
항상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979년 및 
1999년의 남녀판사 현원의 수치가 그 전 해(1978년 및 1998년)의 그것보다 적은 이유는 
그 해에 다수의 판사가 개업을 위하여 옷을 벗었기 때문일 것이다.
* 1의 숫자는 황윤석 판사를 표기하기 위함이고 괄호에 넣은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획득

한 자료에는 잡혀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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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전을 받아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

았다.14) 전통적으로 父系에 따라 전승되는 姓은 여성의 경우에 결혼을 하여도 처
녀 때의 성을 그대로 견지하여야 하는 불변의 것(姓不變의 原則)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성이 같고 그리고 그 조상의 발원지(本)가 같은 사람(예컨대 金海 
金씨) 사이에서는 그 친척관계가 아무리 멀어도 한 집안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들 사이의 결혼은 근친혼이나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왔다. 또 종래에 유언이 없었

을 시 존재하 던 상속지분의 남녀간 차별 조항(민법 제1009조)이 1990년에 평

등조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병역을 필한 자(주로 남자)에게 국가시험 총점에서 

3% 내지 5%의 加算点을 주게 되어 있는 제도도 도전을 받아 1999년에 헌법재

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다.15)

지금 현재 민법상의 戶主제도가 여성가족원을 차별화하는 남성중심의 제도라
고 하여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누구나 민법의 관할 

사항인 호적부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등록되어 있다. 호주제도는 전통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입법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도와 

함께 위의 전통적인 姓不變의 원칙도 여러 모습으로 끈길진, 심각한 도전을 현재 

받고 있다. 이혼한 여자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 

그 아이가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법개정을 하자는 제안이나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이나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등은 그러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수십 년간 법조직과 함께 한국사회

가 겪은 산업화․민주화 변화의 몇 가지 반 에 지나지 않는다.

1987년도의 헌법재판소 도입16) 및 그 이후에 전개된 헌법의 발달도 한국사회

의 민주화의 측면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특히 사법소극주

의인 일본의 사법심사17)와 비교할 때에, 그 출발부터 사법적극주의로 특징지을 

14) 헌법재판소 1997. 7. 17. 결정(95헌가6~13).
15) 헌법재판소 1999. 12. 23. 결정(98헌마363).
16) Dai-Kwon Choi,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n Case,” in Graham Hassall and Cheryl Saunders, eds., The Powers and 
Functions of Executive Government (Carlton, Australia: Center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University of Melbourne, 1994), pp.104-115 참조.

17) 일본의 사법소극주의에 관하여, 伊藤正己, 裁判官と學者の間(東京: 有斐閣, 1993), 106- 
144면; 市川正人․酒卷匡․山本和彦, 現代の裁判 第2版(東京: 有斐閣, 2001), 227-233
면; 市川正人, “違憲審査制の軌跡と展望,” 紙谷雅子 編著, 日本國憲法を讀み直す(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0), 167-18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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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87년 이래 인권 및 여성 문제를 포함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민주화는 확실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1987년 

이전에 법률가들은 그들이 법과대학 학생이었을 때와 사법시험을 볼 때 이외에

는 헌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법률실무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는 헌법문제에 관련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가히 폭발적이라 할만큼의 헌법의 발달과 헌법학자 및 헌법실무가

를 포함하는 헌법전문가의 역시 폭발적인 증가 현상이, 특히 젊은 법률가 사이에

서, 나타나고 있다.18) 필경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만

들어졌던 다수 잘못된 입법들 이 양자가 1987년 이래의 헌법의 폭발적이라 할만

한 헌법의 적극주의에 기여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법원이 사법심사권

을 가지는 제도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제도 자체도 또한 적

극주의적인 헌법발달에 기여하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19)

Ⅴ. 岐路에 선 법학교육, 법조계 및 사법부

한국 사회는 산업화 및 민주화가 동반한 급속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변혁을 

겪었다. 그러한 법과 사회의 모든 변화에 관하여 행한 논의의 이 단계에서 마땅

히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 가운데에는 현재의 법학교육, 법조계 및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이같은 사회변화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혹은 이보

다 뒤 처져 있는가 하는 질문이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질문을 다르게 표

현하자면, 법학교육, 법조계 및 사법부가 변화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것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법

18)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시작한 1988년 9월부터 2003년 4월 30일 현재에 이르기까
지 헌법재판소에 총 8,765건의 사건(연 평균 대략 550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법
률 또는 법률조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이 233건이며, 실질적으로 위헌결
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것이 70건이고(일정한 시점까지 헌법에 
합치하도록 문제의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시
점부터 그 법률조항은 위헌이 된다), 42건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이 났으며, 28건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이 났고, 186건의 헌법소원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認容”되었
다. 결국 전체적으로 559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714건에
서 합헌결정을 받았고, 6597건은 근거가 없거나 절차적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헌법재판소공보 제80호, 355면(2003. 5. 20) 참조.

19) 崔大權, “憲法裁判所의 政治學: 그 構造와 機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34권 
제1호, 106-127면(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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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사회변화보다 보통 뒤쳐져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아직 충족되

지 못한 사회적 기대가 법학교육, 법조계 및 사법부에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이다. 우리가 관찰한 바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법률용어의 한국화․한 화는 사법부가 직면하여 다루어온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 으며 아직도 그러하다. 초기의 단계는 일본화한 상용어투를 비롯한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법률용어의 한자를 한 로 

표기하는 것이었다. 판결문을 포함한 공문서 모두를 예컨대 사람을 특정화하기 

위함과 같이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한 로 표기하기 시작한지

는 꽤 여러 해 되었다. 이처럼 법률용어를 한자로 표기한 법령이 아직도 많이 남

아 있는 까닭에 오늘날 모든 법률용어를 한 로 쓰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법률개념들은 대부분 表意文字인 漢字를 사용하여 정의
하고 있다. 한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를테면 서양 언어에서의 라틴어에 상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법률용어의 한국화․한 화는 처음에는 타자기

의 보급에 힘입어서 그리고 오늘날 워드프로세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크게 요청되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크게 촉진되었다.20) 법률용어의 한국화․한

화는 일반인들에게는 사법에 대한 좀더 용이한 접근을 또한 의미하여 왔다. 최

근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이나 참심원 제도의 도입여부를 사법과정의 민

주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심중하게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예는 사법부와 대

중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법원은 일반인들의 사회적 삶을 결정해온 주요 장소는 아니었다. 그리고 법률가

들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소송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로는 법률가들의 문턱은 재정적

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넘기에 너무 높다. 소송사건의 변론으로부터 벗어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일은 아직도 드물다.

20) 개인용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한 타자기가 법원 및 변호사 사

무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었다. 타자기의 사용이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에는 일
상 쓰이는 한자 수만도 수천 개에 이르기 때문에 불가능하 던데 반해 24개의 표음 
알파벳을 가진 한 의 경우에는 가능하 다. 오늘날에는 한  워드프로세서가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훨씬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  알파벳만 사용

하는 것과 비교하여 한자를 사용하면 훨씬 복잡하게 된다. 더구나 오늘날 젊은 세대 
한국인들은 한자를 잘 모른다. 법률용어의 한 화 및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특히 사법부의 전자법원체제를 향한 전산화 노력 때문에, 일반인들의 소송관련정보를 
포함하는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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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법학교육․

훈련제도이다. 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관심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화된 법학교육의 필요성, 법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그 훈련, 전문직업윤

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법조직의 적정규모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법학교육 및 훈련의 기본적 성격 및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틀은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 자체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거

의 변하지 아니하 다. 말할 것도 없이 법학교육․훈련제도에 변화와 개선이 전

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개선은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노동법, 환경보호,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과 법, 인권법 같은 새로운 과목을 종

래의 전통적 교과목에 첨가한다던지 종전의 비체계적인 판사시보제도 대신 사법

연수원 제도를 도입함과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짜깁기 같은 것이었다고 

할만하다. 법학교육은 무엇보다도 강의 중심이다. 사법시험을 응시하여 법률가가 

되는데 법학과 학위의 취득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률가들은 교육에 의

하여서가 아니라 필기시험만으로 선발된다. 과거에는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오늘날에는 사법시험준비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학

강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리만큼 사법시험의 기술과 요령을 전문적으로 가르치

는 학원이 번창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러하다.

사법연수원은 기본적으로 法官, 즉 판사와 검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연수원의 교육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판결문․기소장 작성 교

육이 중시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판결문․기소장 작성 교육에서 받은 성적은 

판사가 되고 혹은 검사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성적이 상위 20% 이

내의 성적을 받은 수료생들만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

법연수원의 정부법률가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본 목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의 성

격이 근래에 이르러 개업법률가들의 훈련에는 적합지 아니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장차의 개업법률가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확대 요구 또는 사법연수원의 개업

법률가양성기관으로의 변환 요구를 사법연수원생 스스로도 행하고 있다.21) 2천명

의 연수원생들을 위하여 단 하나의 사법연수원에서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과연 현명한지 그리고 효율적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

21) 예컨대 송병춘, “사법연수원교육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과 변호사, 2003년 
4월호, 74-77면. 송은 그 자신이 현재 사법연수원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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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여 오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개업실무훈련 및 전

문직업윤리 교육프로그램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각기 1998년 및 1999년에 일어난 바 있는, 한 전직 판사인 변호사와 한 전직 

검사인 변호사가 개재되었던 두 낯뜨거운 사건이 법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

적 교육 및 윤리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재음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법관의 자리에 있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일반적 패턴을 따른 이들 

두 사람은 법률시장에서 짧은 기간 안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

니 그들의 빠른 성공의 비결이 일단의 법원 및 검찰 직원 및 경찰관들을 그들의 

업무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변호사에게 보수를 받고 알선해 주는 

법률중개의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운 하는데 있었다. 당혹스럽게도 그들은 최고

급음식점 등에서의 향응이라든지 명절이나 이취임시에 후한 선물을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개업지 및 부근의 판사․검사들과 의도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를 형성하 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를 유리하게 이끄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서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법부, 검찰 및 변호사회들

은 자기들의 직업윤리강령 및 규칙들을 재검토하고 비록 순수한 것이더라도 향

응 및 선물 등의 수수를 일체 엄금함과 같은 그들의 윤리기준의 강화를 단행하

다. 그리고 직업윤리프로그램은 사법연수원교육에서도 강화되었다. 비윤리적이

라고 지적된 또 다른 관행에는 판사나 검사의 직에서 사표를 내고 개업하는 전

직 동료인 변호사들에게 현직 판사나 검사가 건네는 “前官禮遇”의 관행이 포함

되고 있다.

사실 직업윤리는 法曹職이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
나 다. 이 쟁점의 핵심은 국가가 허가한 이익집단이나 장사꾼 내지 사업가 집단

으로서의 모습과는 다른 사회의 高邁한 직업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
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된다. 말할 것도 없이 직업윤리는 한국의 법조

인들이 성공적으로 다루어 내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전

문직으로서 자기 淨化力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하여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
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과정의 하나로 1993년에 대한변호

사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변호사회가 개업변호사들의 징계권 행사에 

더 큰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변호사들의 징계문제에서 법무부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었던 것이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와 특히 검사

들에게도 소위 “개혁”의 이름으로 그들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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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직업윤리기준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22)

결국 현대적 복합사회와 세계적 경제를 운 하기 위하여 한국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법학교육․훈련제도가 

과연 적합하냐의 문제점에 대하여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마도 현재

의 법학교육․훈련제도는 한국사회가 덜 복합적이고 소송제기율도 훨씬 적었으

며 그 경제는 아직도 농업중심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 이제 막 산업화의 길에 들

어서던 1960년대 1970대에 법률가들에게 요구되었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

기에는 적합하 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학교육․훈련제도는, 아직도 그 목

표가 지나치게 송무에만 맞추어져 있고 은행법, 유가증권법, 기업구조조정․도

산․화의, M&A, 독점금지법, 특허법, 환경법과 같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대법

의 여러 역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전문가가 되기에는 그 지적․교육적 배경이 

태부족한 법률가들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상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그들의 한정된 정향(orientation)과 교육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숫자가 아직도 적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밑에서 양성된 법률가들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비법률가인 행정부 공무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법률가직종에 관한 모습에 비추어 과거 1995-96년 및 1998- 

99년의 2차에 걸쳐서 사법연수원 훈련 단계를 없애고 미국 모델에 따라 대학 법

학교육․훈련과정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를 시도하 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매번 개혁성향의 법학교수가 앞장섰던 이 기도는 실패하 는데, 그 이유는 흥미

롭게도 주로 독일에서 교육받은, 보수적인 법학교수들도 가세한, 기득권을 가진 

법률가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국 모델이 대륙법계의 법제도

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적합지 아니하다는 논거에서 그 저항을 정당화하려 하

다. 그러나 그들의 숨은 의도는 말할 것도 없이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바 진입장벽의 문이 넓게 열리는 것을 막아 법률가들의 숫자를 소수의 

특권층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법률가집단의 적정규모는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

데 하나이다.23) 그리고 그들의 적정규모에 대한 생각들 및 사회에서 그들이 수행

22) See Dai-Kwon Choi, “Judicial Functions and Independence in Korea,” Seoul Law 
Journal(서울대학교 法學), v. 40 No. 2, pp.53-66(1999).

23) 한국에서의 변화사수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 한상희, “변호사의 적정수,” 
법과 사회 제11호, 38-70면(1995); 조우현, “법조인 적정수에 대한 소고,” 법과 사회 
제11호, 71-81면(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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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적정한 기능에 대한 생각들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갭 때문에 가까

운 장래에 법률가집단의 적정규모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들이 수행할 적정한 기능이 주로 송무에 있는 것이라면 매년 1,000명씩 증

가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규모도 보수적인 법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기능이 송무 뿐만 아니라 자문 및 

입법․계약서 등 작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전형적인 민․형사 사건들을 뛰어넘어 

현대 사회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역의 법률전문가(legal specialist)

로서의 역할로까지 넓혀지는 경우에는 그 규모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

한 까닭에 대학원 수준의 로스쿨 제도는 그들이 지니게 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오늘날 및 미래에 그들에게서 기대되는 직업윤리의 점에서 훨씬 우수한 법률가들

을 양성해낼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정당화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24)

1995-96년의 로스쿨 도입시도는 당시 새 정부가 벌인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전

개된 反비윤리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었다.25) 이 개혁시도는 실패하 으나 그

러나 사법시험 합격규모를 매년 1,000명씩 합격시키는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도록 

만든 점에서 성공하 다. 1998-99년의 두 번째 도입 시도 시에는 두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교육개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자는 로스쿨제도를 제안하 고,26) 후자는 말하

자면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를 보강하는 제안을 하 는데,27) 이 둘 사이에 아무

24) Dai-Kwon Choi, “How is Law School Justified in Korea?” Seoul Law Journal (서울
대학교 法學), v. 41 No. 1, pp.25-59 (2000); Dai-Kwon Choi, “Legal Education in 
Korea: Toward Professional Model,” Dokkyo International Review, v. 13, pp.35-57 
(2000); Dai-Kwon Choi, “Proposed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Toward 
Professional Model,” Ritsumeikan Law Review, n. 18, pp.93-112 (March 2001) 참조.

2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제3차 
대통령 보고서(서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6), 57-59면 참조. 그리고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서울: 미래미디어, 1996); 참여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박 률출

판사, 1996)도 참조.
26)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서울: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참조.

27)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서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391-430면 참조. 이 위원회의 법학교육개혁안은 대체로 당시의 법조계의 의견
과 정서를 반 하고 있었다. 이 안은 예컨대 학부법학과 졸업생이거나 대학의 일정 
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사람만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하는 안과 같은 대

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안으로부터 채택한 몇 가지 비교적 작은 변경을 가한 

것 말고는 대체로 현재의 법학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개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崔 大 權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22

런 의견의 일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매년의 사법시험합격자수 1,000명의 확

정 이외에는 결국 아무런 결정도 취하여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이 

시도는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하는데 자극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위 대통령자문위

원회의 보고서들, 특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보고서는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널

리 읽혔다.28) 아무튼 일본은 일본형 로스쿨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타협안인 이전

의 학부 단계의 법과대학 위에 얹힌 대학원 단계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29) 이 일본의 결정은 이제는 한국을 로스쿨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극

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현재 결국은 한국이 대학원 단계의 전문 로스쿨을 도입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이전에 반대하 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법

률가들과 법학교수들 사이에 근래에 스며들기 시작하 다. 이제 사법연수원이 장

차의 법률가를 모두 한 장소에서 훈련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데 꽤 넓게 의

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법률가들이 더욱 전문화

(professionalized)되고 그 기능이 더욱 다양화하게 되리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로

스쿨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은 다양한 역에 걸친 현대법률 전문가(specialist)들을 

더 훌륭하게 양성해내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Ⅵ. 맺는말

사회발전의 이 단계에서 한국의 법률가들은 일종의 정신분열적 상황에 빠져있

다. 즉 그들은 법률문화의 상이한 두개의 요소, 하나는 認知的 요소이고 다른 하
나는 情緖的 요소의 두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知識으로서는 법치주의가 제
대로 잘 기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는 명제가 널리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지식은 한국에서는 근래에 속칭 IMF

로 통하는 1998년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경험, 그

28) 위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교육 제도재선 연구: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각주 26) 참조)은 곧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역자의 해설과 함께 잘 알려진 일
본의 법학지에 실렸다. <資料> 韓國大統領諮問 新敎育共同體委員會 法學敎育制度硏究
委員會 法學敎育制度改善の基本方向 ―｢學士後法學敎育｣の導入― , 宮澤節生 監譯, 
李東熹 譯, 神戶法學雜誌 第49卷 第2 , 153-180면(1999) 참조.

29) Recommendations of the Justice System Reform Council-For a Justice System to 
Support Japan in the 21st Century, by the Justice System Reform Council, June 12, 
2001, 특히 83면 이하; 司法制度改革審議會,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001년 6월 12
일), 특히 61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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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예전에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억눌렸었으나 이제는 민주화와 함께 고삐

가 풀리게 된 노동 기타 조직된 이익단체를 포함하는 사회 및 정치세력의 분출

과 함께 겪은 경험 등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위의 경제위기 이후 “법원칙과 

투명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 건강한 경제를 위한 처방의 구호가 되었다. 

이 지식과 함께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근래에 큰 진전을 보았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가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필경 文化遲滯 현상의 하나로서, 최선의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禮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도록 훈육하는 것이며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보통사람 사이에는 좋은 이웃을 아직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오늘

날에는 유교의 전통이 상당히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편의주의와 

아직도 남아있는 법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결합되곤 한다. 정서적으로 법은 아직

도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리고 민주적인 게임

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오고 있다. 그리하여 법을 편리한 

전략전술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유리할 때에만 

법에 의존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

하여 쉽사리 人脈과 전통적인 정서 및 이념적 유대에 호소하며 이것은 많은 경
우에 탈법이나 불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법이 좀더 경제 및 민주적 게임 룰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불가결

한 사회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법을 전략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

여서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적인 송무 중심의 정향(orientation)은 법률가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의 중심이 되는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 있게 만드는 경향

이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예컨대 국내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문대에서도 정책결정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찾음으로써, 경제, 사회 및 정치

적 변혁의 중심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해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역동 가운데에서 일종의 소극적 사후적 처리자

라할 송무 법률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를 선택

하여야 할 운명에 서 있다. 한국경제의 세계화 및 WTO체제 하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법률시장의 개방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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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한국의 법조계가 지금까지 취하여온 방어적 자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해 내지 못한다. 세계화 한 가운데 서 있는 변화한 한국사회는 법이 경제와 

사회의 좀더 중요한 세력이 되고 법률가들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법학교육․훈련제도는 법률가들로 하여금 변화한 현대 한국사회의 미

래를 위하여 그들에게 기대되는 복합적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내

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대학원 단계의 로스쿨 제안은 현재의 

법학교육․훈련제도가 처한 상황 인식의 자연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는 

변하 다. 그러나 장차의 법률가들을 뽑아 그러한 변화한 사회에서 그들에게 기

대되는 역할을 준비시키는 방식은 변하지 아니하 다. 법학교육개혁은 한국의 법

조계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여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가

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법조계는 그들을 양성해내는 법학교육․훈련의 점에서, 

그들의 정향(orientation) 및 기능의 점에서, 그들의 규모(숫자)의 점에서, 한국사

회 속에서 그리고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의 그들의 지위의 점에서 미래로 향한 

십자로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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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Profession in Transformation
― The Korean Experience―

30)

Dai-Kwon Choi
*

Korean society has been tremendously transformed from a war-torn, 

predominantly agricultural state up to the 1960s into an industrialized and 

globalized information society today. The Korean legal profession has undergone 

transformation as well for the last few decades. The per capita national income 

was around $100 and 60% of the population w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1960s, but their figures are respectively around $10,000 and 10% in the 

1990s and in the 2000s. There were around 400 to 700 practising lawyers 

against the population of around 25 millions in the 1960s, but their number now 

reached around 5,500 against the population of around 45 millions in the 2000s.

The prevailed patterns of practice that had ruled the legal profession up to the 

mid-1980s were: once you passed the bar examination, you go to the compulsory 

course for a lawyer at the government-ru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for two years and then to practice after having acquired a few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s as a career judge or public prosecutor (a 

governmental lawyer); solo practice was the norm; and their orientation was 

litigation in typical civil and criminal cases. Now there have emerged 

diversifications of practice such as emergence of legal specialists in other areas 

of law (such as corporation, security, tax, environment, patent, and anti-trust law) 

than ordinary civil and criminal law, blossoming of law firms and in-house 

counsels, drafting and counselling along with advocacy, playing of a policy- 

making role, and practice without a prior practical experience as a governmental 

lawyer immediately after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JRTI.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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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large measure,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s been brought 

more by the social changes than the other around. And the former change has 

usually been lagging behind the latter one. Yet university legal education is still 

not the requirement for the bar examination so that those whose university major 

is not law and who has even no university degree can take the examination. 

Thus, the wisdom of the present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has been 

questioned about whether it is adequate enough to train lawyers needed to 

service the contemporary globalized complex society, for example, to train legal 

specialists, and whether the present annual quota of those 1,000 who pass the 

bar examination is of the right size. Naturally the idea of introducing law school 

has been seriously debated in Korea. For the present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has been found deficient in producing such lawyers as expected in the 

contemporary globalized complex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