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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1)

李 相 洙**

1. 도입

지난 2005년 10월 ｢법학 문 학원의 설치․운 에 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재 계류 이다. 국회 내외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의 불씨가 완 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1)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돌이

킬 수 없는 세를 한 듯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학교육계에 일  변 이 

일어난다는 것이 명백한 가운데, 많은 기 와 더불어 우려가 팽배해 있다. 본고

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어떤 

도 을 받고 있으며 책은 무엇인지에 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로스

쿨로 환되지 못한 법과 학(법학부)의 존속여부와 련된 문제이며, 동시에 로

스쿨로 환한 학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의 존치여부와 련된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 으로 다루기에 앞서, 로스쿨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미에 

해서 간략히 살펴 으로써  논 의 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2006. 10. 20 (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BK21 법
학연구단이 후원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
모색｣에서 발표한 것을 가필한 것이다.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당론이 없는 가운데 안상수, 주호영, 김기현 의원 등이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국
회밖에는 로스쿨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예컨대, 김종서, “로스쿨 반대론: 학비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7호, 2005. 167쪽 이하), 로스쿨은 지지하지만 정부 로스쿨법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한국법학교수회 등), 정부로스쿨안이라면 찬성하지만 그 
외 로스쿨안이라면 반대하는 입장(대한변협) 등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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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학부 법과 학의 기 

1) 기존의 법학교육의 실과 문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기존 법학교육 내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려

는 시도이다. 기존의 제도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1,000명 남짓 합격시키고 이들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한 후 ․검사 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는 방식이

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이러한 방식은 나름 로 그 역할을 한 바 없지 않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 들을 야기했으며, 특히 법학교육의 면 인 황폐화를 낳았

다고 할 만하다.2) 

재 법학의 심은 ‘수험법학’이 차지하고 있고,3) 법과 학에서의 수업내용은 

사설학원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 일류 학 유명 교수들은 수험용 교과서를 쓰

는 것으로서 명 를 삼는다. 심지어 수험용 문제집으로 고수입을 챙기고 있다. 

일부 강의는 학생들이 미어터질 듯이 많지만, 결코 강의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다. 시험과목을 강의하기 때문이고 수험생 주로 강의하기 때문이고 사법시

험 출제 원이 강의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교수가 학원에서 강의하기도 한

다. 학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이런 식으로 학을 운 하는 것은 거의 비리라

고 할 만하다. 

지방 학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유명 학 교수의 수험용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자신이 속한 학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시험에 합한 커리큘럼으로 학생을 유인하고 사법시험용 

교재로 학생을 가르친다.4) 이 한 비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학이 이토록 자존심을 버리고 수험학원화했지만, 그나마도 학생들은 학에

서의 법학강의보다는 학원수강을 더 선호한다.5) 사법시험 비에 한 한 학원에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상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의 로스쿨제도”, 민주사법국민연대 편, 민주  사법개 의 길, 2006. 293-296쪽. 

 3) 우리나라의 법학을 ‘수헙법학’ 또는 ‘고시법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견된
다. 예컨대,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6, 서문; 홍일표 사법연수원장과의 대담, Jurist 
2004. 2. 등. 

 4) 전국 법과대학의 수는 90개를 상회하는 데, 이중 사법시험합격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학교는 2001년에는 33개교, 2002년에는 44개교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합격자(80% 이
상)가 상위 8개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다(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 원회 자료집(II), 
2004. 5. 178쪽). 

 5) 다음 글은 법과대학의 위상저하와 고시학원의 성장을 잘 대비하여 보여 준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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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강의가 학강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법학에서 다소 거리를 둔 실정법 과목이나 기 법학의 

경우에도 실 인 법률문제는 그다지 다루지 않는다. 외국의 법사상을 단순 소

개하거나, 실 합성이 떨어지는 추상 인 이론을 남발하거나, 외국법이론의 수

입상 역할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법학계 체가 법 실로부터 유리되었다. 법학

교수는 사법시험 불합격자들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실문제 해결능력의 부재라

는 무능을 이유로 법실무가들로부터 경멸받는 상황에까지 이르 다. 

법학의 총체  기이면서 타락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수험법학이 가

진 여러 문제 들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이 실 인 법률문제해결능력을 제

고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험법학 체제하에서 문성있는 법률내용

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실용 이지도 않고 문 이지도 않은 죽은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 법학계의 주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가장 큰 걸림돌이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 로스쿨제체의 도입과 법학의 문화

재의 상황에서 로스쿨체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의미는 법학의 문성제고이

다.6) 로스쿨제도 하에서 문화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7) 우선 로스쿨에 

고시학원의 위상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게 섰고, 고시라는 제
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학제로 자리잡았다. 이미 법대에서의 수험법학
교육을 대체할 정도의 위상은 자리잡았고, 고시가에서의 한 권력 축을 구성하기에 이
르렀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하나의 당당한 산업으로 고시학원은 서 있다” (최재천, 
“고시학원의 위상”, 법률 , 2002. 7. 2자.)

 6)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예컨대 양질의 법률서
비스 제공(로스쿨법안 제2조), 법조 및 사법의 민주화, 사법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 
법조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경쟁력 증진, 법조직업윤리의 강화(한상희, “법학전문대학
원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5. 11. 3., 20-22쪽), 고도전문변호사 배출, 변호사의 대량배
출, 교육의 정상화, 고시낭인의 해소, 변호사배출의 탈 국가화(이상수, 앞의 글(2006), 
297-9쪽) 등이 거론된다. 또 이러한 것들 중 상당수가 로스쿨의 제도 도입의 본래 취
지가 아니라고 굳이 반박하는 논객도 있다(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
의와 방향”, 서울 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2004. 6., 23-7쪽).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
고, 로스쿨이 법학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기 어렵다. 물론 로
스쿨이 법학의 전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이관희, “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5. 11. 3., 60쪽), 그다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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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는 학생의 지  능력이 종 보다 낫기 때문이고, 둘째 입학시 에 학생들

이 이미 문화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 로

스쿨 체제에서는 로스쿨간, 교수간, 학생(잠재  변호사)간에 문화 경쟁이 자연

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둘째와 셋째가 결합하게 되면, 엄청난 수 의 

문화가 벌어지게 된다. 컨  로스쿨에서는, 국법을 공한 국인 교수에 

의해서, 국어로 된 자료를 이용하면서, 국어로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가능할 때 우리는 제 로 된 국법 문가를 배출한다고 할 만할 것이

다. 로스쿨 체제가 아니면 이와 같은 고도 문가를 교수로 쓸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강의를 소화할 학생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이 아니면 그와 같

은 고도 문 인 교수층을 형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고도 문화

는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으로는 도 히 달성할 수 없는 수 이다. 

로스쿨에서 문화의 꽃은 교수들의 문화이다. 학간의 특성화 경쟁압력이

나 문지식에 한 학생의 요구는 고스란히 교수들에 해 문화 압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로스쿨 교수라면 진정으로 고도의 법률 문가가 되지 않

으면 안된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문화의 수 은 매우 높은 것이 될 것이며, 아마도 세계

인 차원에서의 문성을 요구받을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문성은 단순히 문

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실무가들이 법학교육 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법학 체의 실무지향성이 폭 강화될 것이며, 실무지향성 

내지 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학교수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이다. 학생들

의 요구수 은 높으며, 학생들은 기존의 수험용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문직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실용 ․ 문  지식을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지나친 실용주의나 상업주의, 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해 개설되는 공익법 

역, 기 법학, 법조윤리과목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실용성과 문성을 요구할 

것이다. 

법학의 역에서 이러한 고도 문성의 확보를 해서는 충분한 수의 로스쿨 

설립이 필수 이다.8) 그리하여 로스쿨간, 교수들간, 학생간의 경쟁이 충분히 활

 7) 이하 로스쿨에서 법학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이상수, 앞의 글(2006), 297-9쪽을 참고함. 
 8) 로스쿨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의 로스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지만(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2004. 6., 15쪽), 대체적인 주장은 역시 충분한 수의 로스
쿨이 설치되어 로스쿨간 경쟁이 있을 때 비로소 로스쿨이 전문적 법조인을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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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에 한 평가과정에서는 실무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편성과 학사행정에서도 실무 장으로부터의 요구가 반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에 의한 교수평가 체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로스쿨체제에서 법학교수들은 기존 법과 학에서의 여유로운 생활과는 비교되

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고 바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지만 로스쿨을 도입

하는 취지는 바로 그러한 자기개 과 변신을 통해서 한민국의 법학 수 을 세

계 인 차원으로 도약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로스쿨

은 풍당당하게 법학의 심이 될 것이고, 가장 유능한 법률가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다. 

3) 법과 학의 총체  기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며,  이와 같은 것

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로스쿨법안이 통과되면 기단계에서 약 20개 이상의 

로스쿨이 생길 것이다.9)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 설치되는 학은 이른바 

명문 형 법과 학을 부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망할 때, 70여개에 이

르는 여타 군소 법과 학(법학과)는 여 히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교육하게 된다

는 결론이다.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된다고 할 때, 로스쿨로 환하지 못한 학

부 법과 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법과 학의 상이 격히 떨어질 것은 명약 화하다. ․검사․변호사 등 법

조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법과 학이란 그야말로 '앙꼬 없는 빵'이 아닌가? 그것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상기,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황우여 의원주최,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5. 
11. 3., 13쪽). 그 외 정원의 통제 자체를 비판하는 다수의 글이 있다(김창록, “법학전
문대학원 설치기준의 문제점”, 법과사회이론학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
원 도입안에 대한 검토 토론회 자료집, 2005. 6. 1. 7-9쪽; 박종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토론회 자료집, 16-19쪽). 

 9) 현재로서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나 설립되는 로스쿨의 수를 확실히 말하는 것은 어렵
다. 당초 로스쿨법안은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법개혁위원회
의 건의문에 입각하여 설계되었다. 이말이 의미하는 바는 약 1,200명 전후의 총입학
정원에서 매년 1,000명 전후의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논의과정에서 정원결정주체에서 다소의 수정이 있었으며, 이는 정원
의 추가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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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이상 법과 학이라는 고명한 명칭을 사용할 자격조차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법과 학 교수들의 상도 형편없이 낮아지고 교수들의 자존심도 심각하게 훼

손될 것이다. 좋은 여건 하에서 우수한 학생을 상 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로스쿨 

교수에 비추어볼 때, 법과 학의 교수들은 상 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유능한 교수들이 부분 로스쿨로 집 되면서, 법

과 학 교수들의 학문  권 도 엄청나게 실추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들을 고

려해 본다면, 로스쿨 도입 이후 법과 학 교수들은 더 이상 ‘법률 문가’ 행세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과 학에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 도 히 떨어질 것이다. 변호

사가 되기를 지망하는 유능한 학생이 법과 학에 진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벌

이 여 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로스쿨로 환하지 못한 법과 학은 

개 비명문 학일 것이기 때문에, 유능한 학생들은 법과 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명문 학에서 법학 이외의 공을 쌓고 이를 토 로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법과 학에 지망하는 학생의 수도 차 어들 것이다. 법과 학

이 갖는 신이나 유인력이 거의 훼손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도입과 상 없이 

지방의 법과 학은 다른 학과에 비하여 선호도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솔

직히 말하자면 지방 학의 경우 유능한 학생을 모집하려는 것은 이미 사치에 

속한다. 즉, 학생 모집 미달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사활 으로 개되고 있는 것

이다. 학생 모집 자체로 이미 사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경쟁

력이 있지도 않는 법과 학에서 그나마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변호사배

출이라는 유혹조차 없어진다면, 법과 학의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을 명백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학과들이 폐과의 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폐

과된 경우도 지 않다. 이제 법과 학도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

다. 더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 기존의 법과 학들의 생존은 결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실로 심각한 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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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로 환하지 않은 법과 학에서의 법학교육

1) 법과 학의 생존 가능성에 해서 

물론 법과 학의 활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재 군소 법과 학이 로

스쿨법의 통과 이후 스스로의 활로로서 생각해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① 우선 변호사 이외의 법률수요에 충당하는 방안이다. 컨  경찰 등 공무원

을 배출하거나 변리사, 공인 개사 등 유사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

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유사법조인의 배출을 법과 학의 교육목표

로 하는 것은 다소 매력 으로 보일 수도 있다.10)11)

하지만 공무원의 배출을 과연 법과 학에서 감당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 군소 법과 학 출신의 학생들이 주로 도 하는 공무원직은 개 공개

시험을 통해서 채용되는데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12)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

원 배출을 목표로 하는 법과 학은 사법시험을 목표로 운 한 기존의 법과 학

의 철을 밟게 된다. 즉, 법과 학의 수험학원화와 교육의 황폐화를 낳을 것이

다. 하지만 법과 학은 수험학원이 아니며, 수험학원이 되어서도 안된다.13) 

유사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당분간 유효하겠지만, 장기 으로 변호사 수가 증

가하면 자연스럽게 유사법조 직역은 퇴조하고 소멸해 갈 것이다. 결국 공무원배

출이나 유사법조인이 배출은 법과 학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는 로스쿨에의 진학 비를 시키는 방안이다. 학부생들에게 법학을 

공부시키는 것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에 직 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비 

10) 일본의 경우도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후 법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
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으며, 공무원을 배출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법학부에서 ‘공공정책학’이라는 과정을 두어 공무원 배출을 도
모하고 있다. 

11)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법학과나 행정학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목원대․중부대 등 일부대학에서는 경찰법학과를 운영하여 경찰배출에 치중하
고 있다. 

12) 2005년도 순경시험은 27:1, 경찰간부후보시험은 65:1이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적
어도 50:1정도의 경쟁률이며, 수백대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일천대일 또는 
이천대일의 경쟁률도 있다.

13) 사실 많은 대학들이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험준비는 사설학원으로 돌리고 대학은 마땅히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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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로서의 역할을 기 하는 안이다.  법학 공자 이외의 학생들 에서 로

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법학과목을 수강해 보려고 할 것이고, 이들에 

의한 법학교육 수요도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 으로 유익한지에 해서 의문이 있다. 로스쿨의 장 은 법

학 이외 공자에게 법학을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성을 갖게 한다는 것인

데, 굳이 이 으로 법학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해서 의문이다.14) 미국의 

일반 인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로스쿨 진학을 하여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

는 것은 불필요하다.15) 오히려 로스쿨에서 법학을 제 로 공부하기 하여 권장되

는 학부과목은 역사, 수학, 자연과학, 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문과 

비평이다. 이처럼 로스쿨 스스로가 법학에 한 선행학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로스쿨 비를 해 독립된 법과 학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③ 법과 학이 이론법학으로 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용  문법학

은 로스쿨에서 감당하고 기 법학을 심으로 법과 학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학과는 정치학과나 사회학과처럼 운 된다.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경쟁하면서 자기역할을 찾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 실에서 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학문으로 발 시키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 법학의 기반이 정치학이나 사회학처럼 확

고하지 않고, 기존의 학부 실정법학교수들이 갑자기 기 법으로 향할 수도 없

는 노릇이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도 생존의 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법학이 

이론법학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④ 법과 학에서 건 한 시민을 배출한다는 차원에서 교양법학을 가르치는 것

도 한 방안이다. 일상생활과 한 법학을 가르친다면 비법학도 사이에서도 많

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좌를 해서 법과 학을 독립된 단과 학으로 유지시킬 필요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 법과 학은 해소되고 교수들

14) 일본의 경우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로스쿨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 일정정도 선행학습을 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
는 일본의 로스쿨이 사법시험장화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합격률이 점차 떨어져 
결국은 로스쿨 졸업자의 20%가량만이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노명선, “로-스쿨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 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2. 15., 6쪽). 

15)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부성적, LSAT성적이 중요하고, 그 외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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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양학부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의 여러 방안  ① ― ③의 방안에 해서는 몇몇 법과 학이 심각하게 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어떤 안도 법과 학의 

장기 인 안정과 발 을 보장하기 어렵다. 

다소 퇴행 인 해법을 제시하자면,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 최소한으로 되어서, 

로스쿨을 설치한 학은 로스쿨 미엄으로 인해 별다른 노력없이 번성하고, 

로스쿨로 환하지 못한 학은 유사법조인, 로스쿨 진학 비생, 공무원 등을 배

출하면서 연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게 되면, 사법개 도 실패하고, 법조의 

문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학교육개 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총체 으로 불

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16) 로스쿨의 수가 충분해야 개 이며, 그 게 될수록 

법과 학은 심각한 기로 빠져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로스쿨로 환하지 못

한 법과 학이 직면하게 되는 딜 마이다. 

2) 법과 학의 생존을 한 일 제언―지방 법과 학 심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분명 로스쿨로 이행하지 못한 법과 학의 기를 낳고 

있다. 기는 그야말로 존폐의 기이며, 해법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가 가장 첨 하게 나타나는 지방 

법과 학을 심으로,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하나의 해법을 제안해보고자 한

다.17) 다시 말해 여기에서 제시된 해법은 가장 권장할 만하다거나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로 한다면, 로스쿨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방 법과 학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과 학에도 어느 정도 생존

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16) 사실 정부 로스쿨법안은 총입학정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경
우 위에 설명한 모든 부조리가 생기게 된다(이상수,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민주법

학 제27호, 2005. 2., 152-4쪽). 
17) 이 부분은 현재의 로스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02년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세

미나에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발표된 것을 본 논
문의 흐름에 맞추어 다듬어본 것이다. 대전․충청지역에서 한남대 법과대학의 위상이 
그리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많은 지방 사립대학의 법과대학은 여기에서 
서술된 것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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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 법과 학의 황

지방 군소 법과 학의 기는 로스쿨 도입 이 에 시작되었다. 다만 은폐되어 

있었을 따름이다. 지방 법과 학의 경우 법과 학이라고는 하지만 졸업 후 변호

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학생이 공무원(법원, 행정, 경찰)이 되

거나 기업체에 취업하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취

업기회를 갖는다. 실 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소기업, 변호사 사무실의 사

무직원, 상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취업에 한 학생들의 사기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노력의 부족과 성

과 미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법학교육은 뚜렷한 비  없이 진행되며,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면서 일상 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수 에 그친다. 

법과 학의 생존과 번 의 문제는 이와 같은 냉혹한 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공무원 취업을 한 시험학원이 된다든지 로스쿨 입학시험학원

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 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학은 학원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이라는 (가짜)미끼조차 없

어지는데 어떻게 법과 학이 신입생을 안정 으로 확보면서 유지할 것인가? 

나) 타개책―올바른 비 의 정립과 체계 인 노력

지방 법과 학의 학생들은 비 부재의 상황에 빠져 있다. 비  부재는 노력부

재를 낳고 이는 성과부재와 패배주의를 낳는다. 학은 이들에게 삶의 비 을 제

공하고 그것을 구 할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즉, 학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만약 학교에서의 교육을 충

실히 받으면, 반드시 취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은 그러한 비 에 걸맞는 교

육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방 법과 학의 활로이다.

지방의 법과 학에 합한 하나의 교육 비 으로 <지역화>(localization)를 들 

수 있다. 지역화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 심의 사고를 극복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

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지역화의 최소한은 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정착하

여 안정 인 직장을 확보하고 건 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최 한은 학

생 각자가 인생 말년에 각 지역에서 존경과 명망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비 은 단순히 소박하다고 치부할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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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한 망도 없고, 이후의 삶에 한 망도 없다. 지역화는 지방 법과

학의 학생들에게 ‘그 조건에 상응하여’ 취업에 한 비 과 이후 삶에 한 실

인 망을 제공한다는 에 그 핵심이 있다. 

다) 성공 인 지역화를 해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 인 성공을 이루기 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겠으나, 특히 요하고 지 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ㄱ) 범한 인간 계의 구축

재의 지방 법과 학 학생들을 보면 매우 개인주의 이다. 인간 계가 매우 

소하여 개의 경우 학생들은 불과 서  명의 친구를 사귀는 데 그치고, 그나

마 동아리의 범 를 넘어 인간 계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소한 인간

계로는 지방에서도 출세는커녕 생존하기조차 어렵다. 

법과 학은 학생들의 인간 계 확장에 여해야 하고 조력해야 한다. 동기간, 

선후배간, 학생과 동문간, 학생과 지역유지간의 계를 지속 으로 형성시켜주고 

확장시켜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  보다 개방 이고 합리 인 인

성을 가지며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조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ㄴ) 사정신

학생들 사이에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사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

려져 있다. 사회 체가 삭막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니 그러한 상은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학생 각자가 사정신을 배양하지 않고는 지역에서 성공 인 안착을 

이룰 수 없다. 사는 개인을 성숙시키며, 사회  명망과 존경의 근거이다. 법과

학은 학생들에게 사야 말로 삶의 이유이며, 생존의 근거이며, 존경의 기반임

을 가르쳐야 한다. 법과 학은 학생들에게 사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사의 기

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의식, 정의감, 인권의식, 희생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게 해서 함양된 사정신은 취업과 사회  성공의 기 가 될 것이다. 

ㄷ) 법  문제 해결능력

지  법과 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수험용 교과서 정도이다. 이것으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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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실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 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실제 실에

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심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은 법  문제 해결능력이란 말의 의미이다. 어떤 사

람이 법률 인 문제의 해결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특정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

결하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컨 , 법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

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법  문제해결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고립된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은 다양한 인맥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법률

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에는 주변인맥을 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 은 매우 요하다. 

라) 어떻게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지역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 계를 확보했고, 

사정신이 투철하며, 법률 문가로서 실제 인 법률문제 해결능력이 상당히 있

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디에든지 취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사회 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생활반경이 

좁은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학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넓은 인간 계를 형성하고, 사정신을 기르

며, 법률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것인가? 이를 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

야 하겠지만,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ㄱ) 다양한 학생활동을 교육공간으로 활용

학에는 다양한 학생활동이 존재한다. 컨 , 학생회, 동아리, 학술제, 모의재

, 체육 회, 사활동, 동문회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 상호간에 친

성을 더하며, 리더십과 사정신을 배양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하다. 

학은 이러한 모든 학생 활동을 극 으로 조장하고 교육 으로 의미있게 

활용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해 교수들이 학생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

여, 그것이 인맥형성, 리더십 배양, 사정신 배양, 등의 목 에 따라 잘 운 되

도록 설득하고 조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 각자가 학생활동의 교육  요성

에 해서 인식하고 주체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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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법률상담소의 극 운

법률상담소를 법과 학 내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법률상당소는 무료 

는 매우 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상담이 필요한 교내외 

사건을 처리하고, 특히 지역에서 의미있는 사건들을 처리한다. 

법률상담소의 일상업무는 상담을 수하고, 수된 내용에 해서 검토한 후 

법률 인 의견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된다. 이 

모든 활동은 학생과 교수의 극 인 참여와 주도하에서 진행되며, 동문, 자문변

호사 등이 동원되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법률상담소는 학생간, 교수-학생간의 인  유 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사하

며, 학생들의 사정신, 리더십 제고 등 복합 인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기능은 학생들의 법률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법률상담소를 이용한 법률문제해결능력의 제고는 수업을 통한 법률문제해결능력

의 제고와는 매우 다르다. 

우선, 실제 실에서 발생하는 법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성 있는 지식을 갖

게 된다. 

즉, 상담소는 교과서 심의 법률학습을 보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

이다. 학생들은 실 으로 상담의 수를 받고 이를 정리하며, 이를 토 로 교

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단 에서 법률 인 쟁 을 추출하고, 법률  해법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는 모두 매우 실 인 법

률지식과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법률상담소는 법률문제해결을 한 인  네트워크의 심축이 된다.

상담소는 단순히 재학생과 교수만에 의해서 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소는 

문제에 따라서 법률 역으로 진출한 동문들과 자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은 단순한 법  자문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담소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문제의 해결능

력을 제고하는 데에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 으로 진행되면 법률상담소는 법과 학의 법률문제 해결

능력의 장고가 된다. 즉, 상담소는 상담기록을 축 해 감으로써 실 으로 발

생하는 법  문제들에 한 해법의 장고가 되고, 법률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인

 네트워크의 심이 됨으로써 한 법률문제해결능력의 장고가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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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제 해결능력은 법과 학의 지  재산으로 축 되어서, 지역사회에 더 나

은 사를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동문들에 의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컨 , 재학생과 동문들이 문의하는 법  문제에 해 의미있는 자문

을 해 으로써 학생과 동문의 법률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

률상담소가 문 인 법  지식을 축 하고 나아가 법률 문가의 인  네트워크

를 갖게 될 때, 법률상담소의 존재 자체가 학생과 동문의 법률문제해결능력의 

요한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법률문제해결능력은 단순히 개개

인의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인맥망을 통한 해결능력을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ㄷ) 지역사회와의 극  소통

지역에서 성공하는 법과 학이 되기 해서는 지역사회와 긴 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에 정착한 동문들과 긴 한 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등 유지, 지역의 ․ ․고등학교, 지역 공서  주요 

기 들과 긴 한 계를 유지해야 한다. 수시로 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가 무

엇인지를 악해야 하고, 이들의 요구를 학운 에 반 해야 한다. 

ㄹ) 교수들의 역할 변화

지역화 략이든 무엇이든 학교육의 성패는 궁극 으로 교수에 달려 있다. 

지역화 략이 성공하기 해서는 교수의 극 인 참여가 필수 이다. 교수들 

간에 지역화에 한 비 과 방법론을 공유해야 한다. 

교수들은 법과 학에서 법학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수 각자는 자기 과목만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념

을 버려야 한다. 교수는 단순히 교과서 상의 법률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 인 교육활동을 감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교수들은 수업과 수업 외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맥 리, 리더십 배양, 사정신 배양, 법률문제해

결능력제고 등에 면 으로 개입해야 한다. 교과목도 수시로 개편되어야 하며, 

교수는 지역이 요구하는 새로운 과목을 학습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학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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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이상에서 의미한 바 지역화 략의 핵심개념은 명백하다. 즉, 지방 법과 학의 

냉혹한 실을 제로 하면서, 학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생존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화 략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나름 로 한계도 있

다. 우선 교수의 극 인 변신과 헌신이 가능한지에 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로스쿨의 확 가 상되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넘어서는 문성을 학부에

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로스쿨에서도 법률상담소를 운 한다면 학부 법과

학에서의 법률상담소는 의미있는 사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로스쿨이 면 으로 확 된다면, 법에 한 문  지식은 로스쿨에 집

될 수밖에 없고, 학부 법과 학은 그 입지가 없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로

스쿨의 실패―즉, 로스쿨에서 충분한 수의 법률가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가 

제되지 않는 한 법과 학의 존속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다만 우리가 기

하는 것은 만약 어떤 법과 학이 지역화 략을 성공 으로 수행한다면 그 법과

학은 어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법과 학이 될 것이라는 이다. 그리고 사

실 로스쿨의 부분 인 실패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8) 

18)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에서만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국민에
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군소 
법과대학의 존재근거를 일거에 박탈하는 부조리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에서 유
사법조 또는 하급법조 직역에서 일할 자원의 배출을 전제로 법학교육을 하게하고, 이
들이 로스쿨의 교육에 상응하는 정도(예컨대 3-5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에, 예비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주요한 변호사 배출경로가 될 수는 없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10%(300명) 정도면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헌
논란도 피해가고,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도 일정한 존재근거를 제공하자
는 것이다. 

한편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도 예비시험제를 이용하여,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전국법과대학장협
의회,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200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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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스쿨을 유치한 학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재의 정부법안에 의하면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는 학부 법과 학을 해소

해야 한다(로스쿨법안 제8조). 그리고 로스쿨 입학시험 과목은 법학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로스쿨법안 제23조).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의 학부에서는 법학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

다.  일본처럼 학부의 법과 학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법안을 개정

해서라도 법과 학을 존속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문제는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을 해야 할 근거나 필요성이 있는가이다. 특히 

로스쿨을 유치한 학교의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법과 학

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이다. 

로스쿨 진학을 한 법률교육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유수의 

학에서 공무원 배출을 한 법과 학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사설 

수험학원과 차별성이 없는 이와 같은 내용을 법과 학의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법률 문가를 배출한다는 이 로스쿨에서만 법학을 공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철학  문제를 야기한다. 소  

‘법’이라는 것은 취업을 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 문

가에게만 맡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률 문가가 되려

고 하는 사람에만 법학교육기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은 궁극 으로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야 말로 법의 생성과 운 의 궁극  주

체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모든 국민은 민주사회의 건

시민으로 성장하기 해서,  복잡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해서는 반드시 일정정도의 법률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모든 

국민은 법학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학은 인의 필수교양이라고 

할 만하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 해서 공부할 기회를 제약

당한다면, 이는 기본  인권에 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다. 문가를 통제하

는 것은 국민이거니와, 국민에게 건 한 법지식과 법의식이 없다면 국민은 결국 

법률 문가에게 농락당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기생존력을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학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구나 법학교육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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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때 학부에서 법학교육에 한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목 을 

해서라면 인권론, 민주주의론 등 기 법 련과목의 개설이 가능할 것이며,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인 실체법과 권리주장에 필요한 차법에 한 과목의 설강

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생존기반과 련된 강좌도 수요가 

작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강좌는 법 문가를 배출하기 한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그리

고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법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양 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서 독립된 단과 학으로서의 법과 학을 유지할 필요성

은 없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로스쿨을 유치한 학에서도 에서 설명한 지방

학의 지역화 략과 유사한 것을 추구하는 법과 학을 두는 방안이 남는다. 

에서 설명한 방안이 생존가능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로스쿨이 설치된 학에 

학부법과 학을 설치하고 지역화 략을 추구한다면 그 법과 학은 생존가능성

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는 나름 로 명망이 있는 학교

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법과 학은 당연히 생존가능하다. 학과나 공과 상

없이 서열화된 학벌을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풍토를 생각한다면 유수 학의 학부

에 설치된 법과 학은 사회 인 기여나 필요성과 상 없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

하면서 번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즉, 동일한 학교에서 로스쿨을 통해 고도 

문 인 변호사를 배출하고, 동시에 그 학교의 학부에서 유사법조 내지 하 직 

법률보조자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로스쿨이 만개함으로써 법과 학이 소

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 으로 소멸할 법과 학을 이미 로스쿨이 설치된 

학에 존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이 설치되지 못한 학에만 법과

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스쿨이 충분히 확산되기  단계에서 이들 

법과 학에게 유사법조 내지 하 직 법률보조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

면서, 한편으로 이들이 로스쿨로 환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착륙의 방식으로 법과 학이 해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 기간 동안에 일부 교수는 로스쿨 교수로 직하고 일부 교수는 교

양법학 교수로의 직을 한 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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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로스쿨로의 이행을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일 때 지  필요한 것은 완 한 형태

의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소수의 학에만 로스쿨

을 설치함으로써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충분한 수의 로스쿨이 설치됨으로써 상호 경쟁이 활발해지는 수 에 이르

게 되면, 유사법조나 하 법조인의 배출을 염두에 둔 법과 학을 둘 필요는 없어

지게 된다. 

하지만 완 한 형태의 로스쿨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여

히 필요하다. 다만 이때의 법학교육은 법률 문가를 배출하기 한 것은 아니

고, 민주사회의 건 한 시민을 배출하기 한 것으로서 일종의 교양교육이다. 이

러한 필요를 해 별도의 법과 학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교양법학 담 교수 

는 로스쿨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어 든 로스쿨체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학부에 법과 학이 존속해야 할 근거

는  어들 것이며 장기 으로는 폐지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더구나 이미 

로스쿨을 도입한 학교에 별도의 법과 학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거의 없어 보

인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형태든 학부에 법과 학이 존속한다면 이는 로스쿨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다. 

주제어: 로스쿨(법학 문 학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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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19)

Lee, Sang Soo
*

The current legal education system has been proved to be inviable in the 

coming global era. As an alternative to it,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has long been proposed and at last 'The Bill on Law School' was laid before 

the Congress and is about to be passed. 

According to the Bill, out of 90 colleges(departments) of law at most 30 law 

schools will be set up. The university which wants to house law school is 

supposed to close the current college of law in undergraduate level, which means 

that the main stream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will be shifted to the law 

schools in graduate level and the secondary legal education will be conducted in 

the undergraduate colleges of law.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will be the impact to the law colle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and more broadly what is to be done for the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the social status of the colleges of 

law will be lowered rapidly and there may be no reason to continue to manage 

the colleges of law. If there is any reason to continue, it is on the condition 

that the current colleges of law should be radically reformed. In this article, the 

localization of law colleges is described in detail as one of alternatives, which 

means to restructure the college to fulfill the needs of local area. But despite 

such restructuring efforts there are always the possibilities for the law colleges to 

wither away. For as the law school prevails, more and more legal service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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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vided by the law school graduates. 

Concerning the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university 

which has closed the law college to hold law school, my argument is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liberal education for legal knowledge is a 

kind of necessities for the citizens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But this 

argument does not justify the existence or continuance of the law colleges in the 

undergraduate level, much less in the universities who have already housed the 

law schools.

Key words: law school,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loc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