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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학 문 학원은 본격 인 운 을 앞둔 재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PBL에 

심을 갖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법학교육에의 PBL 도입의 필요성과 가

능성에 해 제시하 지만 여 히 법학교육에서의 PBL에 한 논의는 도입의 필

요성을 지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PBL에 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법학교육에서 활용해 온 사례 혹은 문제를 심으로 한 교

수방법과 PBL 간의 차이 에 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BL은 사례교수법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공통 을 갖지만 두 교수방법의 목 ,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활용하는 사

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례교수법은 교수자의 주도  질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PBL은 학습자 주도 인 활동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법학교육에서 

이러한 PBL을 실행하기 해 기존의 례를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례를 활용

하여 문제를 개발할 때는 주제선정, 주제 련 기 자료 수집, 주제 련 논거조사, 

례 선정, 논 과 사실 계로 례분석, 사실 계 재구성, 그리고 문제 상황 시나

리오 작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때 요한 것은 PBL에서는 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가 학습의 시작 , 학습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심의 생각, 질문, 의견제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PBL은 법학교육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요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 이론에 한 새로운 설명, 부인, 방

법, 시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법학방법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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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인

가를 위해 교원 등 인적자원과 물적 시설을 확충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유능한 법조인 양

성에 있기 때문에 유능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교수방법의 다양성과 독

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 교수방법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을 주

요 교수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수학습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법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문제중심학습법이 법학교육 방법으로도 적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문제중심학습법의 법학교육에의 도입 가능

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고,1) 적지만 그 실천사례도 발표된 바 있다.2) 그러나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법에 대한 논

의와 실천은 아직까지는 시작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법

학교육을 담당한 기관이 아직까지 문제중심학습법 자체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중심학습법을 법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구체적인 실천사례에서도 문제중심학습법

의 핵심인 ‘문제(Problem)’를 법학교육 맥락에서 어떠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중심학습법의 ‘문제’는 신문기사, 자료, 새로운 보고서, 영화 등 다양한 자

료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지만, 판례는 법학교육에서 법이론의 실제 적용모

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요한 학습자료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를 문제중심학습

법의 실행 시 ‘문제’화 하여 활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3) 

1) 박민,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6) pp. 91-92;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pp. 
37-39. 

2)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2006) 
pp. 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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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반 강의식 교수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례교수법

(Case method)과 사례풀이식 교수법(Problem Method)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문제(Problem)’는 판례의 큰 장점인 실

제성 이외에도 상황맥락성과 접근다양성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교육목표 및 학

습내용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판례를 문제중심학습법의 문제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문제’로 재가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법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을 실행하고자 할 때 판례를 활용하여 ‘문

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개발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학교육과 문제중심학습법

1. 법학교육의 목적과 방법

가. 법학교육의 문제 과 목  재정립

법학교육의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히 1995년 이

후의 사법개혁 논의를 계기로 중요 쟁점이 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법학교육이 

갖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는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법학교육의 문제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책 속의 법과 현실의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학생이 강단에서 배운 법률이론을 현실의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얻지 못하고 

3) 본 글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을 위해 문제를 개발한다고 할 때 판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이다. 혹 판례가 신문기사 등 다른 자료보다 더 가치가 크기 때
문에 판례를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문제
를 개발할 때 판례가 신문보다 자료로서 더 낫다는 것은 아니다. 신문기사뿐 아니라 
심지어 영화, 문학작품의 스토리도 문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판
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할 때 이러한 자료로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이 글에서 굳이 판례를 활용한 전략을 제시한 것은 판례가 강의중심학습이나 사례중
심학습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른 교수학습방법과 대비하여 볼 때 
문제중심학습법의 특성이 교수학습과정에서 판례를 취급하는 태도에 있어서 잘 구별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교수학습방법에서 판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논증구조를 갖춘 권위적인 것이고, 또 암기하여야 할 법률지식의 차원에서 이
해된다면,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하나의 가능한 주장을 논증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학습자는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논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시도가 적극 장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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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둘째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

교육의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여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함에도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법학 교육과정이 국가시험을 대비한 주요 실정법에 대

응하여, 그것도 개념법학적 방법에 의한 교과목으로만 편성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의 위주에서 벗어난 사례연습교과 개설, 

이수교과목의 다양화 및 선택과목화, 복수 교수에 의한 공동교과목 개설(팀티칭), 

전문 과목의 특성화, 세미나, 실습 등 교수방법의 다양화, 법철학 등 비실정법교

육 강화, 법학방법론과 법 기술의 위한 교육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  

법학교육을 둘러싼 논의는 제도적으로는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이 공포․시행되면서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

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

대학원의 설치로 귀결되었다. 

위 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될 법학교육의 이념에 대해 “국민의 다

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

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

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 천명하였고(동법 제2조),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

록 법조윤리(法曹倫理),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

문, 소장(訴狀),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교육목 과 교육방법의 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법학전문대학

원이 확보하여야 할 전임교원의 수 등 인적 자원과 법학도서관 내지 모의법정 

등 물적 시설, 개설하여야 할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으나, 법학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

4) 장태주, “교육과 우리 사회: 근대과학의 한국적 수용/여성교육/법학교육; 법학교육의 
과제”, 사회이론 21, (2002), p. 243; 정종섭,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혁”, 고시

계, 제40권 제7호, (1995),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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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인가 후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으로도 

고려되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방법은 법학교육의 목적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법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 내지 의의가 적지 않다. 법학교육의 방법은 더 근본적으로는 법학의 연구방

법론 내지 법학방법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실 그 동안 법학교육의 

근본적 문제점은 개념 법학이라는 법학방법론에서 유래하는,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관심부재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의 법학교육이 

‘현실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은 ‘현실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교과과정을 새

로 개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러주지 못하였다는데 비판과 반성의 초점이 모아져

야 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학교육방법을 모색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좁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교수방법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넓게는 법학교육기관에서의 교수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고민 없이 법학전문대학

원 체제의 출범으로 그 동안 한국 법학교육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생

각하는 것은 큰 오류일 것이다.  

2. 법학교육 방법론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법학교육 방법인 강의식 교수법과 법학이론의 실제 적용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 교수방법론인 판례교수법, 

사례풀이교수법, 임상법학교육방법을 소개하고, 문제중심학습법이 이러한 교수방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강의식 교수법과 례교수법

미국에서 초기 법학교육에 가장 널리 이용되던 방법의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 도제수습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학이었다.5) 그 후 1784년 코네티컷

5) Robert Stevens, Law School: Legal Education in America from the 1850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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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Litchfield 로스쿨이 문을 연 이후 법학교육의 주요한 교수방법은 강의식 

교수법이었다. Litchfield는 체계적인 강의와 실무훈련을 위한 모의재판을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6)

강의식 교수법은 법률개념을 이해⋅발전시키고 현재의 쟁점을 정리한다는 점

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중요한 법학교육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강의식 교육이란 교수가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읽

거나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학습

자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교수자가 그 동안의 경험

으로 배우고 익힌 기성의 법학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가 되기 때

문에 기왕에 습득한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과 과정을 가르치는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교수자의 법률 지식 자체도 기왕의 

사회 변화와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고 검증된 것이어서 학생이 

졸업 후 실제 직면하게 되는 시대 상황이나 법률문제가 과거의 것과 상이하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적용한다 하여 문제해

결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판례교수법은 하버드 로스쿨의 랭델 교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랭

델은 1800년대 후반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으로 재직하며 현재 미국 법학교육의 

기본구조를 만들었다. 랭델은 기존의 법률교과서 대신 엄선된 판례를 수업교재로 

사용했으며 법원칙에 대한 강의 대신에 그 자신이 소크라테스식 방법(Socratic 

method)이라고 부른 문답법을 통해 법학교육을 실시하였다.7)

판례교수법의 목적은 판례로부터 법이 무엇인지 발견해 내는, 학생들의 법적 

추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떤 판결의 사건개요

나 그 결론을 암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법적인 추론과정, 즉 왜 법원

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에 관심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판례교수법에서 판례

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수업에서 법적인 추론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

구이지 유권적 법해석으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 이러한 판례교수법의 목적이자 

1980s, (1983), pp. 3-10.
6) 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pp. 59-61.
7) 상게논문, pp. 61-62; 박민,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소고”, 교육법학연구, 제18권 제2

호, (2006), pp.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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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을 법률가처럼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은 판례

들을 분석하여 판례 속의 사실과 쟁점, 판결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석하고 

학생 스스로 그 속에서 법이론과 실제 문제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여야 

한다.8)   

판례교수법은 법학교육의 중요한 교수방법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판례의 경직

성과 협소성으로 인해 사건을 사회⋅경제⋅정치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

로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없다는 것, 예방법학적 훈련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

다는 것, 입법과 제정법의 해석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9)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판례교수법에서는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한계

가 있다. 판례교수법에서는 이미 확정되고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 추론

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전에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 등에게서 정리되지 않은 무

한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어떠한 정보에 좀 더 중심을 두어 사실관

계를 법적 논점 하에서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교수법으로는 

학생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10) 

둘째, 판례교수법에서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례를 사용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현장의 상황을 잘 분

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판례교수

법으로는 이 점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기 어렵다.11) 

셋째, 판례교수법에서는 학생들에게 변호사의 입장이 아닌 판사의 입장에서 법

률문제에 접근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객이나 변호사 모두에게 최후의 수단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변호사의 업무 중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일이 전

8) 김재원, supra note 6, pp. 61-62; 한봉희, “법학교육방법론의 재검토”, 충남 학교 법

률행정연구소 논문집, 제12권(1984), pp. 36-39.
9) 한봉희, 상게논문, pp. 40-42.

10) Brest, P., “The responsibility of Law School: Educating lawyers as counselors and 
problem solver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8(3/4), (1995), pp. 5-7. 

11) Kerper, J., “Creative Problem Solving vs. the Case Method: A Marvelous Adventure in 
which Winnie the Pooh Meets Mrs. Palsgraf”,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1998), 
pp. 351-355.



160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부는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12). 

넷째, 판례교수법에서는 성문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이 성문화되어 있는 성문법계 국가로 법률을 어떻게 해

석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법학교육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판례교수법

이 중심이 된 미국의 경우도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오늘날 법률문제를 

해결할 때 특정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3). 

판례교수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판례를 통한 문답식 교육을 비판하여 그 폐

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14)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는데 

판례교수법만을 고집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례풀이교수법과 임상법학교육방법

판례교수법에 대한 비판은 또 다른 법학교육방법을 개발하게 하였는데, 대표적

인 방법이 사례풀이교수법과 임상법학교육방법이다. 

사례풀이교수법(Problem method)은 판례교수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법의 내용 및 일반원리에 대해 학습 및 훈련된 것을 전

제로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례풀이교

수법은 교수가 문제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는 것

이다.15) 그러나 사례풀이교수법 역시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원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간학문적(間學問的) 자료접근 및 해석 능력, 실제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

러주는데 한계를 갖는다.     

임상법학교육방법(Clinical legal education)은 학생들의 로여링16) 경험을 토대로 

12) 박민, 전게논문, p. 81.
13) Eager, J., “The Right Tool for the Job: The Effective Use of Pedagogical Methods in 

Legal Education”, Gonz. L. Rev. 32 (1997), p. 389.
14) Stuckey, R. T., “Preparing students to practice law: A global problem in need of 

global solution”, S. Tex. L. Rev. 43 (2002), p. 649.
15) 한봉희, 전게논문, pp. 42-47.
16) lawyering은 동명사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미국 로

스쿨에서 사용되는 로여링의 개념은 기존의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발전되었다. 변호사처럼 생각
하는 것과 변호사가 하는 것은 단절된 개념이 아니다.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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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를 가르치는 법학교육이다. 임상법학교육의 목표는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다17). 미국의 대부분의 로스쿨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임상법학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로스쿨 내 클리닉, 외부연수 클리닉, 모의훈련의 세 유형 중 한 가

지 이상의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 내 클리닉이란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에서 로스쿨이 고용한 클리닉 

전담 변호사가 직접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학생들은 학생 변호사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다. 외부연수

클리닉이란 학생들이 정부산하 기구나 시민단체에 있는 법률 사무소 등 로스쿨 

외부에 있는 전문적 환경에 배치되어 그곳에 있는 변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작

업하면서 로스쿨 교수의 감독을 따로 받는 클리닉이다. 모의훈련이란 학생들이 

교실 환경에서 모의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로여링 과정을 학습하

는 것이다. 모의훈련은 주로 역할극의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담 및 

상담, 협상, 법률 문장, 대안적 분쟁해결, 소송과 항소 실습 등을 위한 세미나에서 

사용된다. 이때 임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모의훈련을 통해 교수된다18).   

 임상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인-하우스 클리닉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임상이론에 대한 연구나 임상

을 가르칠 경험있는 교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등의 재정적⋅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임상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에서 임상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19). 

이상에서 법학교육의 주요 방법인 강의식 교수법,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

기․활용되고 있는 판례교수법, 사례풀이교수법, 임상법학교육법 등에 대해 살펴

장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전해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pp. 431-436 참조.

17) 전해정, 상게논문, pp. 437-438. 
18) Milstein, E. S.,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house clinics, extern-

ships, and simulations”, Journal of Legal Education 51, (2001), pp. 375-376. 
19) 전해정, 상게논문, pp. 4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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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중심학습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다. 문제 심학습법

문제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학습자들이 실제적이고 상황

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집단 내에서 문제해결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안을 찾아가

는 교수-학습방법이다.20) 문제중심학습법은 1970년대 중반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

한 교수모형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의 의과대학들에서 이용하고 있으

며, 경영학, 공학, 교육학 등 다른 학문 영역의 교육에서도 중요한 교수법으로 사

용하고 있다.21) 

문제중심학습법은 활용되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고 융

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중심학습법이 여타의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학습법

과 구별되는 것은 문제해결 단계가 갖는 특성에 잘 드러나 있다. Barrows와 Myers22)

가 제안한 문제중심학습법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표 1>과 같다. 

교수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은 문제제시 및 종합정리의 단계이고, 다른 모든 단계

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며 교수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23)

문제중심학습법은 학습자 주도의 교수학습방법으로, 그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전문가로서의 문제해결능력, 자기학습능력, 

협동학습능력,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24) 

20) Barrows, How to design a problem-based Curriculum for the Preclinical Years,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5), pp. 1-2.

21) Boud & Feletti, The Challenge of Problem Based Learning(ed.), London: Kagan Page, 
(1991).

22) Barrows, H., & Myers, A., “Problem based Learning in secondary schools”, Unpu-
blished monograph, Springfield, IL: Problem Based Learning Institute, Lanphier School, 
and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Medical School, (1994).  

23) 장정아, “온라인 문제기반학습 설계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5), pp. 11-18. 

24) Barrows, Problem-based learning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IL: Board of Trustees 
of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000), p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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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제 심학습법의 단계와 교수자의 역할

PBL 과정 교수자의 역할

• 기 활동 • 수업내용  방법에 한 소개

• 허용 ․융통성있는 학습분 기 조성 

• 학습자와 튜터의 역할 안내

• 문제제시  문제에 한 근 • 학습자들의 학습을 진하기 한 질문

• 학습자들의 교육  난 을 진단  재

• 학습자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

• 학습자들의 학습속도와 수 을 조

• 그룹 내 인 계 조정을 유도

•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 자기주도학습의 수행

• 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지식 용 

   문제해결계획에 한 반추

• 문제의 해결안 작성

• 문제의 해결안에 한 요약  종합정리

• 성찰  작성

• 학습내용에 한 정리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교육목표를 잊은 채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배우는 양이 적다는 비판을 제

기하는 경우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강의식 교수

법의 장점은 여기서 크게 대비가 된다. 법학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을 문제중심학

습법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25) 또한 규범학인 법학에서 법률개념에 대한 이

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법률개념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일반화된 문제해결방법을 배우

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학습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법

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을 비판하는 요지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많은 법률개념을 주어진 시간 내에 암기하

게 하는 의미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26)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또 그것도 학습자가 스

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27) 문제중심학습법

은 단 시간 내에 개념이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업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25) Ogden, “The problem method in legal education”, Journal of Legal Education 34, (1984), p. 
664. 

26) 실제 법률문제에 연결되지 못하는 법률지식의 암기가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비
효율적일 수 있다. 

27)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부산 학교 법학연구 제47권 제
1호, (2006),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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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개념이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수자가 교과의 주요 개념을 

선정한 후 이 개념들이 활용될 수 있는 맥락을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높

일 수 있기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이라 할 수 있다.28) 

28) 법학에서 문제중심학습법에 의한 교육을 시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때
로는 걱정스런 우려이기도 한)은 바로 문제중심학습법이 가정하는 교수학습의 모형 내
지 출발점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법개념, 법이론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도 없다고 가정하고서 어떻게 그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까지 
제출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문제중심학습법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동의하지만, 법학교육의 실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짧은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반
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 학기동안 문제중심학습법을 적용하여 생활법률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수강생은 대부분 1학년이었고 법학과 학
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필자 역시 문제중심학습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
습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 4주간 이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 문제중심학습
법에 의해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한 학기의 수업에 대해 학
생들은 예상과는 달리 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
다고 하였으며, 문제중심학습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사례문제가 주어지든지 스
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자기가 학습한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
(제출)해야 하는가 하는 것 뿐이었다. 필자는 먼저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과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결론을 제시하게 하고 그 논거도 발표하게 하였으며, 그 후
에 필자 나름대로 준비한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법학과 학생도 아니면서, 게다
가 1학년인 학생들이 보여준 문제해결능력, 발표능력은 예상 밖이었으며, 필자를 놀라
게 할 정도였다.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친 소감으로는,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문제중심학
습법에 대한 소개, 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정도만 가르쳐 주면 되고, 그 후의 과
정은 학습자를 믿어도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모든 학습자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능
력, 그리고 최소한의 정의감각은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으며, 학습자에게 문제를 부
과한 후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요구한 것은, 어떤 결론을 얻더라도 스스로 납
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거로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
할 것,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상반되는 논증에서는 어떤 논거가 있겠는지 예상해보고 
그것과 자신이 얻은 것을 비교한 후 신중히 결론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었다. 교수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의적인 해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발견할 것을 학습자에
게 요구하는 태도는(교수자는 대개 그런 경향이 있다) 문제중심학습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법학에서 문
제중심학습을 한다는 것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기왕의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것, 학
습자가 그것을 배운 후 실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을 학습하는가에 따라 학습내용이 결정되는, 열
린 학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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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의 법학교육방법론과 문제 심학습법 비교

강의식 교수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법학교육방법인 판례교수법과 

사례풀이교수법은 문제중심학습법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또 학습자의 적극적

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문제중심학습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특성을 놓치기 쉽다. <표 2>는 판례교수

법, 사례풀이교수법, 그리고 문제중심학습법을 비교⋅정리한 것이다.29) <표 2>에

서 알 수 있듯이 판례교수법, 사례풀이교수법, 문제중심학습법은 판례 혹은 사례

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목적, 진행과정, 교수자와 학습자

의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교수법은 선례로 엄선된 판례를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이유 

등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을 발견해 내는 방법을 학습하

는 것이다. 사례풀이교수법에서는 법이론에 대한 선행학습을 전제로 특정한 사례

를 통해 법률이론의 적용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판례교수법과 사례풀이교수법은 

분명한 차이를 갖지만, 두 방법 모두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이 전제된다는 공통점

을 갖는다. 즉, 판례교수법과 사례풀이교수법은 판례 혹은 사례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것을 확인해 보는 것에 중요한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

에서 두 방법은 교수자에 의해 사전에 교수의 내용과 방법이 계획되고 운영되는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법은 문제를 활용하

여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의 교수법을 활용하기 위한 교수자의 준비 역시 차이를 보

인다. 판례교수법과 사례풀이교수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 전에 교

육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판례를 찾아 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문

제중심학습법에서 판례를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된 주제나 논점이 드러난 판례를 찾은 후, 복잡성과 문제해결 접근의 다양성을 

가진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판례에 가상의 사례나 또 다른 판례를 가감하여 문제

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29) 임상법학교육방법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다. 그러나 임상법학교육방법 중 모의훈련은 문제중심학습법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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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례교수법, 사례풀이교수법, 문제 심학습법의 비교

례교수법

(Case Method)
사례풀이교수법

(Problem Method)
문제 심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활용

목

 법은 무엇인가?
- 그 법의 내용은 타당한가?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과 법 내용 타당성에 

한 선수학습을 제로 함)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률  문제해결을 해 어

떤 자료를 수집․분석․활

용할 것인가에 한 학습

주요

과정

0) 례제시 (수업 )
1) 례에 한 학습

2) 례에 한 질의응답

1) 사례문제제공

2) 문제해결을 한 범

한 자료제공

3) 문제해결안에 한 토론

4) 문제해결안 제시(교수자)

1) 문제제공 

2)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 추론

3) 학습  이의 용

4) 문제해결안 제시(학습자)
5) 학습결과 정리

사례

(문제)
구성

내용

•상 법원의 결 심

• 결내용 그 로 

•사실에 한 진술

•학생에 한 지시

 - 이 문제에서 어떠한 결과

가 나올 것인가?, 법원은 

어떠한 결을 할 것인

가?, 학생에 한 충고 등 

•법률가가 실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 

•문제해결자의 역할

•구체 인 결과물의 형식

사례

크기

•기존 례 그 로 •수업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정도(50분 수업기  

50분에 해결 가능한 크기)

•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

•2-3회의 만남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문제

사례

역할

•이론을 설명 •학습한 이론을 용해볼 

수 있는 기회

•학습의 시작

•문제로부터 이론을 학습

교수자

역할

•질문자(학습여부확인)
• 문가(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자)

•질문자(문제를 통제하는 

정확한 질문 제공)
•조정자(학생을 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범  내

에서 토론 리)
• 문가(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최

종해결자)

•질문자(학생의 사고 진)
•조정자(학습활동의 조정자)
• 문가(문제해결에 필요

한 사항에 한 문가로

서의 조언, 학생들의 문제

해결 후 문제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한 정리)

학습자

역할

•질문에 한 답자

 - 수업에 참석하기 해 

습을 충분히 해 와야 하

며, 이 때 ‘사례요약(case 
brief)’을 해 와야 수업에 

참석가능

•문제 해결자

•토론자

•문제분석자

•자료수집자

•문제해결자

수업

비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

한 례찾기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

한 례찾기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

한 문제개발하기( 례, 기
사, 논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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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를 활용한 문제개발 전략

1.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문제’

전통적으로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통적 방식의 

수업에 있어서 ‘문제’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배운 

지식을 확인․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특정한 이론이 담긴 하나의 예시로서, 사고

기능을 훈련하기 위한 매개로서, 실제적 활동을 위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

다.30) 즉, 문제는 효과적인 교수를 수행하기 위해 교과의 학습내용을 학습활동으

로 개발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문제’는 학습을 돕거나 학습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 학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나 환경의 역할을 한다. 

Duch는 문제중심학습법에서 사용하는 좋은 ‘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31) 첫째, 효과적인 문제는 우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다루려는 주제는 실제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특히 문제가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맥락의 것일 때,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의 이해 

당사자가 된 것으로 느낄 것이다. 둘째, 문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셋

째, 문제는 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충분히 복잡해야 한다. 문제의 길이와 

복잡성은 학습자들이 단지 학습의 부담을 줄이는 형식의 협동학습으로는 부족하

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문제중심학습법의 학습효과는 학습

자들이 나누어서 학습한 것을 종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넷째, 문제의 첫 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질문들은 구성원들이 모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지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과정의 내용목표는 

30) Duffy, T. M., & Cunningham, D., “Constructivism: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instruction”, A draft for the chapter in Jonassen(Ed.), Handbook of Re-
search on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New York: Scholastic (1995), 
p. 190.

31) Duch, B. J., “Writing problems for deeper understanding”, In B. Duch, S. Groh, & D. 
Allen(Ed.), The Power of Problem-Based Learning: A Practical “How To”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urses in Any Discipline(pp. 47-58), LLC: Stylus Publishing 
(2001), p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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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에 사전지식이 연결되고, 다른 학습과정에서 학습한 개념에 새로운 

지식이 연결되어 문제에 통합되어야 한다.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문제의 역할과 좋은 문제의 특성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

서 좋은 문제란 문제중심학습법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

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수학습자료원으로서의 ‘판례’

하나의 판결은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판결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

에 법률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법률

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조각되는 사실의 진술

이 있는 때는 이에 대한 판단 등이(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2항), 민사판결

에서는 청구의 취지 또는 상소의 취지, 변론종결일(변론없이 판결하는 때는 판결

선고일)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209조).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인 ‘주문’과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 근

거가 나타난 ‘판결이유’라 할 수 있다. 주문 및 판결이유는 1심 판결의 경우와 

항소심 내지 대법원 판결에 있어 상이한 점이 있다. 이 중 특히 판결이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 판결은 통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성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지만,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원심 판결을 전제로 상소이유에 대한 판

단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유의 구성도 주로 상소인

의 주장에 대한 상소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때 상소심법원은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이유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

고 상소심 재판에서 얻은 법적 판단을 소개하거나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데 필

요한 정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도 이와 유사하게 보통의 경우 상급심 판결문을 통해

서는 자세한 상소이유를 알기 어렵고 대신 판결이유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추

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판례교수법뿐만 아니라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수법에서도 중요한 교

수학습자료로 이용되어 왔고, 또 그 자체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동안 판례

를 연구나 수업자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판례 자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

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적 논증은 확정된 사실관계

를 기초로 그에 대응하는 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구도인데, 판례는 추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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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연결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론의 실제 사례에의 적용모습

을 보여줄 수 있는 학습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습자

료로서의 판례의 가치는 최소한 판례 자체에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법이론이 당해 사례에 적용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 자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을 수 없다면 판례 자체의 타당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심지어 판례들이 서로 

상반된 법 원리를 제시하면서 정작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관계

가 달라 결론이 다른 것이라고만 한다면, 교수자나 학습자로서는 그와 같이 결론

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판례를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

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중심학습법에서 판례가 문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이러한 특성과 제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문제개발 절차 및 예

가. 문제개발 차 

문제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공통

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육목표를 고려하는 것과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는 문제

를 설계하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법을 실행하기로 한 교수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교수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무엇을 이루

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교수자는 결국 문제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32)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 사례를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구

성하여 개발한 것으로,33) 실제 사례를 문제로 만드는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특

32) Barrows, H. S.,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ine and Beyond: A Brief 
Overview”, In L. Wilkerson & W. Gijselaers(Ed.), Bringing Problem-Based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pp. 3-12), CA: Jossey-Bass Publishers(1996), 
pp. 8-9.

33) Mauffette, Y., Kandlbinder, P., & Soucisse, A., “The problem in problem-based 
learning is the problems: But do they motivate students?”, In M. Savin-Baden(Ed.), 
Challenging Research in Problem-based Learning(pp. 11-25), PA: SRHE and Open 
University Press(2004), p. 11.   



170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히, Hafler는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실제 환자 사례를 문제화하

는 과정을 제시하였는데,34) 개발계획 수립, 사례 작성, 사례 검토, 사례의 사용과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사례작성’으로 사례개발 

계획 수립 시 수립한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자료들 그리고 기

억자료들’로 이루어진 실제 사례에 ‘허구적 자료들’을 가감한다는 것이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실제 환자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을 띠므로 법학교육

을 위한 문제를 개발할 때도 Hafler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판례를 문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중심학습법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이 시작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미 논증의 타당성이 드러나 있는 기존의 판례는 그 

자체로는 ‘문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림 1] 사례개발과 사례작성 단계35)  

34) Hafler, J. P., supra note 28, p. 157.
35) Hafler, J. P., “Case writing: Case writers’ perspectives”, In D. Boud, & G. Feletti, The 

Challenge of Problem based Learning (2nd Ed.), London: Kogan Page(1997),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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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법을 위해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

할 때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

대로 실제적 맥락으로 가져와 문제화할 경우 학습자들이 쉽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교수자가 의도한 대로 문제해결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문제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환자의 사례와 달리 판례는 한번 선례

로 확립되면 이후 그 자체로 다른 사례해결의 중요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하

므로 판례를 재구성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때 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등의 자료를 함께 참조하여 맥락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하면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하는 단계는 [그림 2]와 같이 제시

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의 주제를 정한다. 교수학습의 주제는 학습목표의 내용에 해당

하는 부분이다. 교수학습의 주제는 문제중심학습법으로 운영할 강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강좌의 특성 및 필요분석, 학습자 분석, 내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선

정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주제에 관련한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령, 문헌, 판례, 기사 등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문제’는 실제적 맥락을 제시해야 하

므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를 활

용하여 문제를 개발할지라도 앞서 선정한 교수학습주제와 관련된 최적의 맥락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례 활용 문제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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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당 주제에 관해 나타난 논거들을 조사한다.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논거를 조사하면 처음에 선정한 주제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제

에 관련된 논점이 많을수록, 또 논점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거나 견해

대립이 심하다면 그 주제는 교수학습에서 가지는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판례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 어떤 판례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하

나의 판례가 해당 주제에 관해 연관된 논점들, 가능한 견해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판례 자체의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이 교수학습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교수학습 차원에서 판례를 활용한다고 할 때는 해당 주제에 관한 

논점이 드러나고 또 일정한 논거들을 담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조

사된 논거들에 기반하여 처음에 선정한 교수학습 주제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

다. 그러나 초기에 수립한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판례를 선정한다. 수집된 판례 중 적절한 논점을 가진 판례를 선정한다.

다섯째, 선정된 판례를 분석하여 주된 논점과 사실관계로 구분한다. 논점은 학

생들이 추론과정을 거쳐 제시하게 되는 가능한 논점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사실

관계는 문제 시나리오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게 된다. 

여섯째, 특정한 판결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 이 때 해당 

판례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를 교수

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데 어

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판결 자체에서 유도된 결론이 수긍될 정도

의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 자체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논점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교수자가 처음 수립한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가정적⋅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도록 문제제시 및 운영 

단계에서 안내하거나 ‘문제’ 외의 별도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자료

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실관계 재구성시 유의할 사항은 특

정 판례와 그 판례로부터 추출된 사실관계를 절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

정 판례로부터 추출된 사실관계에서 특정 판결에 연관된 정보를 제거하여야 한

다. 특정한 판결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로부터 재구성된 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할 경우, 학습자가 조사활동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전형적인 특징으로 되어 

있는 특정 판결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순간 그 판례의 논지로서 해답을 대신

하고 학습도 마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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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문제 시나

리오에는 의뢰인이 학습자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는 초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학습자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학습자들이 제시해

야 하는 문제해결 결과물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처음에 수

립한 학습목표, 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의뢰인에 대해 일반적으

로 제기할 수 있거나 그 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과 질

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정보, 기타 사건에 참고되는 사실자료 등을 함께 제

시할 수 있다. 작성한 문제 시나리오는 형성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문제 시나리

오로 완성한다.  

나. 문제개발의 

앞서 제시한 ‘판례활용 문제개발 절차’에 따라 문제를 개발하는 사례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목표에 따라 채권법에서 ‘계약의 내용(목적)’을 수업의 주제로 선정

한다.

둘째, 계약의 목적에 관한 하부논점으로는 확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

성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점들에 관한 법령, 문헌, 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해당 주제에 관한 논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조사한다. 해당 논점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원

칙 차원에서나 판단기준의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또 대립이 심

하면 그것은 좋은 논점으로 여겨진다. 각각의 논점에 있어 어떤 논거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학습자가 향후 법적 논증의 형식으로 주장을 전개할 때 그 구성

이 어떤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에 적절한 판례를 선정한다. 위 주제의 논점과 관

련하여 사실관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판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제3민사부판결【손해배상(기)】[하집1991(2), 86]

을 선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흔히 말하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해 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내림굿을 받았

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무당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능을 가르쳐 준 일이 없고 

또 원고에게 무당으로서의 특별한 능력이 생기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

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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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선정된 판례를 분석하여 주된 논점과 사실관계로 구분한다. 위 판례를 

기초로 ‘계약의 내용’이라는 주제에 연관된 논점을 추출하면, ‘내림굿을 통해 무

당이 되도록 해 준다.’는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한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사

회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이 된다. 사실관계는 위 판례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섯째, 특정한 판결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

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제적인 맥락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문제를 제시하

게 되면, 학습자는 사전에 계약의 내용이나 무속에 관한 법원리도 배운 것을 전제

로 하지 않고 실제 맥락에서의 사례를 통해 계약의 내용이라는 주제에 관한 법적 

논점들이 무엇인지, 나아가 무당이 되도록 해 준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무속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가능한 가정적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찾아내거나 필요한 경우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쟁적인 견

해들 속에서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까지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 이전에 위 판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예컨대 사건번호 

등은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교수자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원용해서 문

제로 제시할 수도 없다. 위 판결은 무속에 관한 한 거의 유일한 판결로서의 가치

가 있기 때문에 위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 상황으로 구성하면 학

습자는 과제를 ‘위 판결의 요지(재판부가 제시한 법원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

으로 오해하여 학습범위를 위 판례에 국한시키게 된다. 그러면 학습자는 위 판결

에 제시된 법리 이상의 것을 학습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 판결에 나타난 법리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의견과 비교해 보고 음미해 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예컨

대 위 판례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당이 되도록 기능을 가르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무속의 원리라든지, ‘한국

무속연구’라는 책자를 참고로 신이 내려 무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스승 무

당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제의 기능을 배워서 독립된 무당이 되

는 것이지 스승이 무당이 되도록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라든지 하는 사정을 기초

로 피고에게 원고가 무당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수자는 필요한 경우 의도적으로 문제가 위 판결에 제시된 

사실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판결이 학습하여야 

할 내용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판결사례를 기초로 사실관

계를 구성하되, 예컨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는 반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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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무당이 되도록 기능을 가르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학습자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항, 즉 당

사자 간의 계약내용의 해석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교수자

는 이것이 학습과제로 제기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러한 절

차를 통해 개발된 문제는 <표 3>과 같다. 

<표 3> 문제 시

  당신은 손해배상사건을 문으로 취 하는 변호사이다. 당신은 A로부터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A는 용하다는 무속인 B에

게 을 보러 갔다가 B로부터 무당이 될 팔자이니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A는 고민을 하다가 무당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국 B로부터 내

림굿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을 보는 등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 다. A
는 B와 상의하여 B의 신어머니인 C로부터 다시 내림굿을 받았고, 틈틈이 B로부터 무

당의 기술을 배워 연마하기로 하 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그 후로 C로부터 

수차례 새해맞이 굿, 부처님 모시는 굿, 합의굿 등 여러 가지 굿을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굿하고 무당의 기술을 배우느라 지 않은 돈만 날리고 말았다. 
  무당이 되지 못한 A는 B, C에게 계약 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에게 손해상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하세요. 

Ⅳ. 개발된 문제 활용 전략 :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 운영

문제중심학습법은 실제적인 문제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교수자가 수업을 어떻

게 운영하느냐가 수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6) 따라서 판

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1.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 단계

문제중심학습법에서는 교수자를 튜터(tutor)라 지칭하는데, 학습자와 교수자는 

36) Barrows, The Tutorial Process, Southern Illionu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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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신들이 할 역할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튜터는 학습팀에서 협동학

습과 자율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사람으로, 문제중심학습과정의 

성패는 튜터의 준비와 훈련에 달려 있고 그들의 기술이 교육과정 시행에서 중추

적인 기능을 한다. 튜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문제중심학습법

의 주요 과정을 충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

자들이 개발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중심학습법의 각 단계를 따르도록 지도하

여야 한다. 이때 교수자는 자신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 문제중심학습과정의 본질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학습자가 학습

의 목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문제중심학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3]처럼 

학습과제도출을 위한 워크시트가 사용되고 있다. 

 

가정/가설

(Ideas)
이미 알고있는 사실들

(Facts)
학습 과제

(Learning issues)
실천 계획

(Action plans)

[그림 3] 문제 심학습법의 워크시트

이것은 의과대학에서의 임상적 추론이 가설연역적 추론과정이라는 점을 고려

한 것이다. 예컨대 의사는 처음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사항을 듣고 자동적으

로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다수의 가설설정단계). 이것은 환자의 호소내

용과 환자의 성별, 연령, 태도 및 체격과 같은 몇 가지 관찰사항을 연관지어 특

정 진단명이나 증후군 또는 해부학적⋅생리학적⋅병리학적 항목으로 설명해보려

는 것이다. 의사는 다음으로 이것을 지침삼아서 환자로부터 추가자료를 얻기 위

해 병력청취 등 탐구활동을 시작하는데(탐구전략), 이러한 탐구결과로 의사는 처

음보다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가설과 

대조해 보게 된다. 의사는 탐구결과가 자신의 가설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약화

시키는지, 어떤 가설은 아예 배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여

야 하는지 판단하게 된다(자료분석). 의사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면서 처음의 

가설과 관련이 높거나 환자의 치료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정보를 환자

에 대한 자료에 추가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환자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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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전개과정이나 기전에 관해 정보를 조직화하게 된다(자료종합).37) 

<표 4> 문제 심학습법 단계

문제 심학습법의 단계 법학 교육에서의 문제 심학습법 단계

• 문제제시  문제에 한 근
•과제이해하기 

•문제를 처음 하고 느낀 소감 기

•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질문하기

•학습해야 할 목록 확인하기

• 자기주도학습의 수행 •학습하기

• 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지식 용 

   문제해결계획에 한 반추 •학습내용분석  가능 의견 제시하기

• 문제의 해결안 작성

• 문제의 해결안에 한 요약  종합정리

• 성찰  작성하기

•최종 주장 선택하기

•성찰하기

그러나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중심학습에서는 법적 논증 내지 추론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워크시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때 법적 추

론이 기본적으로 법적 삼단논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

인데, 유의할 것은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규범 내지 법이론, 법원리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이러

한 것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중심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례풀이식 교수로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자가 대전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처음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조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늠

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고려하여 법학교육의 성격에 맞게 문제중심학습법의 워크

시트를 구성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제시된 법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의 각 단계는 <표 4>에 제시

한 것처럼 기존의 문제중심학습법의 각 단계에 연계된다. [그림 4]에 제시된 단

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 Barrows, Problem-based learning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IL: Board of Trustees 
of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000), pp.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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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자는 문제를 읽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고

서는 자칫 향후 학습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이해한 후에는 팀별논

의와 개별학습을 통해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이다.38)

첫째, 문제를 처음 접하고 느낀 소감을 적는다. 이 단계는 학습절차 후반의 성

찰단계에서 처음 문제를 접하고 느낀 소감과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의 자신의 

앎을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누구나 문제 사례를 접하면 즉답

(卽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즉답하려 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절대 학습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인식이 시작되는 첫 단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학습자로 

하여금 분명히 기억해 두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가능한 가설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자

체의 사태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능한 결론적인 의견

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각각의 의견은 논증의 구성에 있어 대전제로 어떠한 법

(법령, 원리, 이론)을 필요로 할 것인가, 각각의 논증은 어떠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

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특징은 대전제에 대응하는 법원리를 

일단 학습자가 가정적인 결론으로 제시하게 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근

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대전제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무속이나 내림굿이 무엇인지’, ‘무당이 되도록 내림굿을 해 주었는데 무당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가진 사태를 명료하게 

하는 질문들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

은 가정적인 결론이며, ‘어느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민법상 손해배상

의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자와 후자에 공통되는 논거에 대한 질문이다.) 

38) 하재홍, “문제중심학습방법에 의한 교양법학교육의 개선방안”,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
호, (2008), pp. 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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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손해배상사건을 문으로 취 하는 변호사이다. 당신은 A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A는 용하다는 무속인 B에게 을 보러 갔다가 B로부터 무당

이 될 팔자이니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A는 고민을 하다가 무당의 운명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결국 B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을 보는 등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

지 못하 다. A는 B와 상의하여 B의 신어머니인 C로부터 다시 내림굿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

이 없었고 그 후로 C로부터 수차례 새해맞이 굿, 부처님 모시는 굿, 합의굿 등 여러 가지 굿을 받았지

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굿하느라 지 않은 돈만 날리고 말았다. 
무당이 되지 못한 A는 B, C에게 계약 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를 통한 문제 심학습방법 Worksheet> 

※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 으로 제시하세요. 

 1. 사례를 읽은 후 나의 소감(생각)

 
 
 2. 스스로 제시하는 질문과 답변

 
 
 3.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정보와 결론을 달리하게 만드는 조건

 

 4. 필요자료 탐색결과

 

 5. 가능한 주장

 

 6. 최종 인 자기의 주장

 

 7. 성찰

 

[그림 4] 법학교육 문제 심학습법 워크시트

셋째, 학습자가 향후 학습에서 학습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을 확인한다. 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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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나온 질문사항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기왕의 학습에 

의해 알고 있는 지식은 제외시키고 이번에 새로 학습하여야 할 사항 또는 기왕

의 학습을 통해 배우기는 하였으나 분명한 지식으로 체화되어 있지 못한 것을 

구분해 내어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교수자가 문제개발 시 의도한 학습과제들

이 이 단계에서 도출되면 되는 것이다. 

넷째, 작성된 학습과제들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들이 학습하여야 할 사항의 목

록에 따라 실제 조사 내지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개별 학습내용을 정리

한 후 이를 팀원들이 공유하게 된다.  

다섯째, 학습한 것을 분석하여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의 의견이 어떤 논

증구조를 갖는지 확인하며, 각각의 논증에 대해 평가한다. 학습자는 처음 제시된 

사실, 학습모듈을 통해 얻은 정보, 의뢰인과의 추가적인 만남을 통해 확인된 정보

를 기초로 하고, 학습과정에서 찾아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원리를 종합하여 

법적 논증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 학습자가 획일적이고 유일무이한 결론을 제시

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가급적 둘 이상의 가능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해당 사례가 일의적인 법원리를 암기하기 위한 단순한 지식습득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법적 논증능력과 추론능력의 배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튜터

는 학습자가 정형화된 법리나 일반적인 법원리를 불변의 진리로 간주한다든지, 학

습자가 하나의 결론만 고집하고 반대 결론을 제시하지 않거나 반대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논거를 찾지 않을 때는 가설설정과 논거찾기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최종적인 자신의 주장을 선택한다. 학습자는 전 단계의 학습을 통해 

상정 가능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그 중의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의견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경쟁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

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최종 성찰한다. 문제를 처음 접하고 느낀 소

감은 대체로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이기 쉽다. 그러나 전 단계까지 학습을 통해 학

습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을 찾았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의 다른 학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2. 문제중심학습에서의 학생평가

문제중심학습법에서의 평가는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방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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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평가는 교수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문제중심학습에서는 평가의 

주체가 학생 자신, 동료, 그리고 교수자로 다양하며, 평가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자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 

문제중심학습의 목표와 관련있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수행내용, 자기주도적 학습자

로서의 수행사항, 학업의 성취도, 학습그룹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자기평가가 끝나면 다른 학생들이 그 동안 관찰한 것을 근거로 같은 영

역에 대해 동료평가를 한다. 혹은 자기평가와 동표평가를 동시에 수행한다. 교수

자는 자신이 수행한 평가결과와 함께 학생들의 자기평가, 동료평가 결과를 활용

하여 학습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문제중심학습에서의 평가는 문제해결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와 문제중심

학습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이루

어지는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형성평가의 성격을, 
문제해결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습효과를 측정하고 인증하며 기준을 

제시하는 총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표 5> 문제 심학습법 워크시트에 한 평가표

* 단정도에 따라 1-10 의 범 에서 평가해주세요.
                        에 한 평가 

내       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수자

평가

소감작성 소감에 자신( )의 주 인 단과 의견이 잘 제시되었다.

질문제기

제시한 질문들은 사실 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제시한 질문들은 주제와 련있는 논 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수집 

 분석

신뢰할만한 참고자료를 활용하 다.
논 으로 제기한 사항에 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논거들을 수집하 다.

가능한 

주장제기

가능한 주장이 2가지 이상 제기되었다.
제기한 주장에 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었다.
제기된 2가지 이상의 주장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제기된 주장은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종 

주장제기
최종  자기주장에 선택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었다. 

평가대상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들과 학생들의 문제해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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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     년     월     일     ∙ 문제명 :               ∙ 이  름 :                 

* 각 개인의 각각의 거에 따라 해당 수를 기입하세요. 
   (매우 우수함 = 5, 우수함 = 4, 보통임 = 3, 부족함 = 2, 매우 부족함 = 1)

내 용
원 이름

 활동에 참여하 다. 

문제의 해결안을 성공 으로 개발하는데 공헌하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 다.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 다.

과제를 지속 으로 수행하 다.

양질의 정보를 찾아 제공하 다.

다른 원들과 력하 다.

정 인 의견을 제시하 다.

리더십을 발휘하 다.

다른 원을 칭찬하고 격려하 다.

수 합계

면 등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서, 팀별 토론 내용,39) 문제의 최종 해

결안, 개념지도, 성찰저널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이를 평가할 때는 가능한 객관

적이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수자의 평가준거가 드러

난 평가항목표(Rubrics)를 활용할 수 있다.40) 평가항목표는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이점 이외에도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자신과 동료들에 의해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평가항목표는 교수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데, 앞서 제시한 사례를 통한 문제중심학습법 워크시트에 대

한 문제해결 결과물의 평가준거와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준거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에 제시된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6> 개별 학생 평가표41) 

39) 문제중심학습법 활용 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경우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학습자들
의 토론 내용도 포함한다.

40) Anderson, R. & Puchett, J. B., “Assessing students’ problem-solving assignments”, D.S. 
Knowlton & D.C. Sharp(eds.),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Information Age: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o. 95,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pp. 
81-87.

41) Lambros, A., Problem Based Learn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Classrooms, Corwin 
Press(2004),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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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준거표 이외에도 퀴즈, 선다형 문제, 축소 논술형 문제, 논술형 문

제, 구술문제, 순차적 제시문제, 축소 문제중심학습모듈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

용할 수 있다.42)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든 중요한 것은 평가의 방법이 문제의 실

제성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 실제 맥락에서 문제

해결결과에 대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수자가 수립한 

평가방법과 유사한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법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을 수행하기 위해 판례를 활용한다는 것은 판례

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이용한 실제적 맥락의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중심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례가 기존의 판례교수법이나 

사례풀이교수법에서처럼 학습자들에게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맥락으로서 사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이론

을 학습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분석하게 하는 학습이 시작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판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가 학습의 시작점, 학습의 계

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생각, 질문, 의견제

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중심학습법에 대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생각, 질문, 의견

제시, 성찰이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으로 소개만 이루어질 뿐, 실제 실천사례는 많

이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면서도 오히려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교수자 중

심의 강의식 교수법이나 판례교수법은 여전히 법학교육의 중요한 교수학습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수법에서 볼 때 문제중심학습법은 교수사례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학습이 무계획적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상마저 남

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탐색하는 것은 문제중심학습법에 의한 교수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학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법을 실행할 때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

42) Barrows, H., & Myers, A., supra note 22, (1994), pp.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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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하고, 개발한 문제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사례를 <표 3>과 [그림 4]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문제중심학습법을 수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교수자가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문제개발과 튜터로서의 수업운영전략 수립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전략은 문제중심학습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실천적인 안내를 제

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느냐이다.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목표

가 기존의 교육에서처럼 지식전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문제중심학습법은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활용

하기 전 교수자는 수업에 대한 학습목표를 점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수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법학교육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의 익숙한 교수방법을 문제중심교수법과 

같은 학습자중심 교수학습환경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대학들은 몇 가지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학장이 변화에 앞장선 경우이거나 문제중심학습법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교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보상과 지원을 약속한 

경우이다. 둘째, 교수들이 교육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중심중심학습 방

식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헌신한 경우이다. 셋째,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문제

중심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문제중심학습이 정착된 대학의 교수를 초청하여 그가 보여주는 문

제중심학습법의 시범을 통해 이러한 교수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수

들이 알 수 있고 그러한 종류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교수들

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 경우이다.43) 우리나라의 경우도 PBL로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것을 전제로 교수를 채용하거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계획⋅실

천하거나, (특수)대학원의 설립⋅인가를 위해 교육과정을 문제중심학습법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대학들은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변화의지가 있고, 비교적 충분

한 물적⋅인적 자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교

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유로 교수들에게 문제중심학습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의 교수들은 각 대학의 교수학

습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특강이나 워크숍을 통해 문제중심학습법에 대한 기본적

43) Barrows, H., supra note 24, (2000),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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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와 최소한의 간접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2-3시간 동안 이루어지

는 특강이나 워크숍에서는 문제중심학습법의 정의, 절차, 몇 가지의 실천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PBL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충분한 밑거름

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교수자들에게 문제중심학습

법 활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실천 노력 및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문제

중심학습법을 포함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

수노력들이 정리되고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9. 2. 20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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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ntegrate Cases with Problem Based Learning 
in Legal Education

44)

 Jai Hong Ha*⋅Kyungwon Chang**

Problem-Based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in legal education. Howeve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law professors 
regarding PBL are not sufficient to convert thei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lecture and case method into PBL. It is required to lead the law professors to 
implement PBL into their classrooms by explaining why and in what aspect PBL is 
superior to case method. None of educational benefits of the traditional case method 
are sacrificed in PBL. To solve an ill-structured problem and present their solutions, 
students must read, understand, and discuss the essential cases and resources. 
Students learn by themselves in PBL since problems lead them to discuss the cases. 
In a class with the case method, students experience these learning process 
prompted by instructors’ questioning. 

Cases could be good problems in legal PBL. However, in converting a case to a 
problem, we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a problem in PBL should b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case along with 
relevant articles or papers. Second, cases are easy to be accepted as a precedent 
judgement. And, We suggest the following steps to design PBL problem using case 
; 1) selecting topic, 2) collecting data : statute, literatures, and cases, 3) searching 
grounds 4) selecting a case (or cases), 5) analyzing a case into grounds and facts, 
6) reconstructing facts, and 7) writing scenario. 

Problems are the starting point of learning toward learner’s thoughts, questions, 
suggestions, and reflection, which is a critical difference of PBL from the case 
method. In conclusion, more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regarding PBL as a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Law, Kyongg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Hamanity, Kyongg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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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educational method in law.

Key words: legal education, problem based learning, case, problem design 
process, PBL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