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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학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이재협

(서올대학교)

I 서 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셰도의 도입올 둘러싸고 ~국의 영학계

와 엉실우계는 분주힘과 혼돈 속에 한바탕 픈 홍역올 지루고 있다 법학전문대
학원 체제는 기존의 엉학교육체제플 큰본적으로 개연하는 것으로 이을 우리 실
정에 맞게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히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학교육올 혁신적으로 개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과 시행착오에 따
른 시간의 소요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툴 흥해 비로소 우리가 법학 교육 에 대해 진지한 고

인융 하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 우리에게 맞는

교육오델올 찾기 위해 외국제도에 대한 치밀한 비교연구가 축적되었고 엉학교
육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싱헝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는 집은 그 자제만으로도

* 이 논운운 서용대학g 엉히f밍전재안 용연 업학연구소 기공의 2 때8학연도 잉생영구비의 보죠
톨 얻았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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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 있는 진전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모델호 상고 있는 미국의 법학교육제

도의 특정올 역사적으로 살여보고 이를 용해 우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사정올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국
내척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이 글에서 논혜지는 내용은 선행연구의 영

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미국 영학교육의 두 주원 주체라 항
수 있는 엉학계와 법실무제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미국사회의 연천에 따른 지성
사적‘ 사회사적 측연에서 다시 한번 초영벼 보고자 한다 연의상 미국 영학교육
의 전형을 창조한 1 870 년대부터 로스클 인증제도가 확립되는 1930\견대까지을

제1 시기

미국 로스쿨과 업률가 집단의 급속한 양적인 성장과 질적 다양화가

진행되는 1 940 년대부터 1 990 년대까지를 제2 시기

그리고 현시점에서의 미국

로스룰의 현황과 도선융 져 3 시기로 분류해 살여보았다

II 도제식 교육에서 대학 전문교육으로(제 1 시기 )
미국의 법학교용의 기를이 다쳐진 것은 l R70 \1 정으로 이 시기에 학계와 싣

우계 가 우연의 일치랴 하기에는 너우도 운명적인 연합올 형성하게 된 사건들이
일어 났다 갯째는 하벼드 로스쿨의 새로운 화장의 부잉이고 또 다흔 하나는 뉴
욕시 변호사협회의 창설이다 통일한 혜에 독립적으로 발생 "b겨 진행왼 학계와
실무계의 연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간의 이혜판계룡 중진시키기 위해 연합

하면서 새로운 법률가양성 쩨도툴 충엉시었다

1 로스쿨모댈의틴생

미국의 법학교육융 논함에 있어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랭
렐(C hrìstopher C. Langdell )과 살스 엘리엇 (Cha.r l es

1

W. Eliot) 하버드대

이국의 엉아교욕의 역사척 전개와 기온째계얘 대한 극애운현으로는 죄예권 '01국사외애 있어
서의 지척 흐톰애 판한 연구 엉학 a육융 중싱으로J r미국사회의 지죄 효용 엉 ， (셔융 서웅
대학"융딴우

1999),

김재씬 r미팍의 엉이쿄육과 연호사 용리， (서총 갱영 200끼 장￡

이긋외 엉학g옥 파거 얻찌 그리고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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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역항응 빼놓용 수는 없올 것이다 1 하 버 드 로스플은 1 8 17 년에 개 교하였

지만 랭델이 학장으로 부입한 1 870 년까지는 직영학교( trad e schooI) 의 수준
을 벗어나지 옷하였다 i 사실 이 두 사랍은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쐐어적으

로나 향후 150 년 가까이 연하지 않고 있는 미국 법학교육의 기본적 을올 수링
하였다고항수있다 또한랭엘의수제자이자그의후임학장으로 1 5 년간 재 직

한 제임스 바 에임스 Oames Ba rr Am es) 의 역합도 랭엘의 혁신적 조치들의 성
공적 정 착올 가능하게 한 요인이랴 할 수 있다
랭옐의 하드웨어혀 깨혁의 의의는 도재식 교육올 대학 내의 전문교육으로
전환시쳤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안까지 이국의 법학교육용 샤성 법흥사우소애

서 흥련올 받든지 톡학흉 하는 것이 주핀 방식이 었다 영 앙 있는 벙융가들은 그
읍의 사우소에서 강의캅 용해 혹은 그읍의 소송노트를 학생툴에 게 읽 어 주는 방
엉으로 엉용가 지망생등융 가르쳤다 따랴서 초기의 엉학교육온 딴사， 연호사
동의 실우가율에 의혜 이루어졌다
최초의 실질적인 로스를은 태영 리므 (Ta pping Reeve) 판사에 의 해 1 784 년
E예티 컷 의 리치씬드에 성립된 리지엉드 로스콜( Li chfi eld Law Sch∞ 1) 이 었
다 이 학교는 연호사애 의혜 실무척인 엉션 교육올 받융 수 있뉴 장소였고 당
시로서는 커다란 성공융 거두었다 1 833 년 예교항 때까지 리치앤드 로스률은

1 αm명 이상의 졸엉생용 배출했다 강의는 애일 1 시간 15분에서 1 시간 반 가
량 계속되었고 전 과정융 거치는 데에는 4각 4 주의 방학율 포항하여 총 14개
업이 소요되었다 ’
냥륙전쟁 이후에는 리지얻드와 강은 사성 로스쿨들이 점차 대학쿄와의 연판

융 몇재 되 거냐 대악교 내애 설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 8세기알과 1 9셰기

초에 안을어진 초장기 대학부설 료스를 얘컨대 윌리앙 에리 대핵KCollege of

W i11 iam & Mary) 버지니아 주컵대학피 Uni ve rsity of Virg în ia) 앤실에
이니아 대 학교( Univers ity of pe nnsylvania) 퉁어 서의 법 학교육은 교양교육

2

’

최얘권 r미국샤회에 잉어서의 지직 흐톰에 판한 연구: 영야 i육융 충싱으호L 영7

3.'-'‘nencl' M Friedman. A History 0 American La‘" (3rd Ed ition) (New York
Touchstone _200히 안정양 역 '"1긋엉의 역사.， (서~ 갱링용딴 2아)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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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엉악교육이었지， 엄밀한의띠에서 전운척인 엉융흥연온아니었다
하버드 대학은 온래부터 교양엉학올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랭웰의 학장 부잉
전까지 법학교육에 있어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랭

앨은 엘리엇 총장의 전폭적 지지 하에 3가지 측연에서의 중요한 하드웨어적 개
혁을 시도하였다 갯째 입학요건융 강화하였다 하버드 료스율애 틀어오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학부교육융 마쳐야 하고， 안약 학사학위용 소지하지 않은 지원
자에게는 입학시험융 부과하도혹 학칙올 개갱했다 풍째 좁업요건도 강회'.여
1 876 년에는 엉학사 과정( L.L. B ， )‘올 기존의 1 8깨월에서 3 년으로 E별었고 기

알시협 제도률 도입하여 학사일정올 엄격하게 쩍용하였다 셋쩌 랭웰의 충실

한 제자이지만 실무의 정헝이 전무한 이론가 출신인 에임스융 엉학교수로 채용
항으로써 이흔법학X똥이 후대의 엉학교육올 당당하도혹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렇게 입학자격을 높이고 교육연한융 늘린 것은 어떤 뚜엿한 이흔적 근거애 의
하였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차이로 인한 수엉진행의 양혜흉 방지하
고 동시얘 충분한 엉'1'"육융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 ’
보다 더 중요한 개혀은 바로 소프트핵어적인 젓이었다 앵헬은 엉학교육얘
있어 사혜분석방엉 (ca se me thod ) 올 쳐용으로 도입한 사팡이다 샤혜분석 앙
엉의 가장 큰 의의는 엽교육에 있어 원자료( ra w m a te ria l) 혹은 일차적 운헌의

적극적 활용이다 그것은 그 당시까지 앵배했던 유업식 법학교육 즉 주석서 중
싱의 교육방식용 획기적으로 전환시진 하나의 사건이었다 랭엔은 엉응 영자척

문헌율 흉혜 귀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었으여‘ 일차적 문헌은 다릉 아
년 상긍엉원의 딴얘 (ap야 lI a te ca ses) 였다 ‘ 그애게 있어 딴혜는 일관성 있는
규칙파 원칙을 도종합 수 있는 권위 있는 it옳이었다

랭웰이 사혜분석엉용 용혜 엉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배정에는

당시 그가 공유하였던 과학에 대한 밍음이 바탕에 깝려 있다 뉴은 울리학 이후
4 앵앵의 엉따3l욕 따제에 따르연 업이의 갯 언에 학위(“rst degree in law) 는 학부이상 대악
원 와정 학휘(post -grad ua te degree) 이지안 엉학'A\(L L. B .)갚 1용용외었다 이는 1 971 년 이
후에 J uris Doctor(J .D.)로 영갱이 연정되었다

5 외용청 r이국의 엉악'.ii~ 깨이와 언앙'"성균판염야J 11 ( 1잊~). 385
6. Friedman. rol닥엉 의 역사'J , 769-770

이쪽의 엄학쿄육 과거 앤재 그리고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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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망전한 자연과학에서의 과학회영은 여'* 학운에서도 과학적 방엉
용 사용하여 객판적 진리용 엘견하고 추구하고자 δF는 경향융 가져왔다 랭엔
은 엉학이 하나의 과학~sc ience)이랴고 믿었고‘ 따라서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밍었다 랭엔이 하버드의 엉학 교과과정을 수립할 당시의 이국애서는
이렇다 힐 사회과학이 태용하기 이션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과학이 란 다릎 아

닌 자연과학"(natu ra l sc ience)응 말하는 것이었다 랭텔은 화학자나 울리학자
얘재 실험실이 연구가 행혜지는 충심이라연 영학자에 있어서는 문헌이 있는 도
서판이 바로 그러하다고 알했다’

랭텔이 대학에서 엉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온 정은 옥영의 영향이 크
다‘ 19세기 당시 미국의 대학을응 폭인식 대학원 교욕융 모엠로 상았는데

랭

엔도 그 중 하나였다 그에 의하연 엉션가는 대학에서 과학객 방법에 의해 교육
되고 홍련되어져야 한다 엉학쿄혹은 싱무가가 아닌 과학적 연구와 교육용 수
앵항 수 있는 이흔가가 당당하여야 *낸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수제자인 에잉
즈의 교수임용은 당연한 것이었다 랭엔의 과한적 방엉흔 온 엉빠용 순수하고
도 톡링적인 학문으로 자리 애 김합 수 있도륙 '1!-을었고 결과적으로 엄파 엉학
교육의 권위용 농여주었다 ’
샤혜분석엄은 소크라테스식 운당법(Socrati c method) 이라는 교수방엉융
통해 로스쿨 1 학년 과갱 교과과쟁에 넬리 전파되었다 소크라에스식 운당엉은

마치 상긍엉원애서 구두연흔시 행혜지는 판사와 연호사 간의 운당과도 애우 유
사한 것으로‘ ω 학생파 교수가 상호작용용 용해 딴혜의 일판성올 따져보는 것이
었다 소크라테스식 운답엉의 요제는 문제의 혜경정을 찾아가는 과정 즉 학생
률의 분석력 논리력， 장의역 요현력 성득력 둥에 있다 이 명엉。| 추구'f'는
야는 엉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리걸 마인드의 함앙이다 엉 내용의 이해와 혜석

7. Lau ra Appl eman “ The Rise of th e Modern Ame rican La ‘. .' Sc hool: How
Pro fess띠naH 7.ation. Germlln Sc holarship. and Legal Reform 5ha 야d Ou r Svstem
of Leg al Educa tion." Nrw Eugland ÙJω Rroinu 39 (2α).1): 251. 3(16.
8. Jb id .. 276
9. Friedman r이국엔의 역사'J. n6.
10. Philip C. Kis잉 m . Th e ldeology of the Case Method/ Final Examination La w
5<hool “ Ullivmily ofC
111111 μω &찌(u， 70 (2001): 137-19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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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변화무쌍한 사실관계에 엉올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시된
다 ” 무엇보다 사혜분석방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수엽올 가놓하게 하여
대학행갱가들의 지지블 받았다
그러나 랭웰식 사혜분석방법이 처음부터 잘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심지
어 하벼드 로스쿨 학생들에게까지도 환영받지 못하였다 실무가들은 그것이 지
나지게 학구척이어서 실무교육올 풍한히 한다고 비판하였다 어떤 화자틀은 사

혜분석 명이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일지 툴라도 대다수 학생들에게
는 비효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U 그러나 사예분석법과 소크라테스식 문당법은
정차 여러 학교호 전파되었고 랭텔식 교육흘 전수받은 하벼드 졸엉생들이 확

산의 전도사 역항율 하였다 "
랭웰의 엄학교육 실험은 경과적으로 성공올 거두었다 그가 수립했던 학계와
교파파청은 점차 표준적 제계로 자리 삽았고. 사예운석방엉은 광엉위하게 채택
되었다 로스쿨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 850 년에 15 7H 에 불과하던 로스쿨의
총수는 1 900 1'1에는 102개로 늘어났다 1 870 년의 전국 로스쿨 학생 총수는

1 611 영이었던 것이

1894 년에 7600 영 으로 늘어났다" 20 세기에 들어서연서

이극익 엉하교욕운 지역척인 수슴제도의 홍련옹 벗어나서 거의 전적으로 로스
쿨에서의 집단대량교육으로 연모하게 된다 로스쿨에서는 법률사무소 서기보

다훨씬 더 않은것올， 훤씬짧은시간내에 애용수있었다

!l

이쩌엉 「이국 로스용 "육의 융정과 교외과정J

f국체엉우연구J 제 !l 호 (200'기

143• 145

깅재원 ’이굿의 엉아표육과 연호사 용리 J. 3- 26

12

욕히 켠링비아로스율의 대어도르 드와이트(Theodore

W.

Dwight) 용 위시한 일연의 엉학

자댐용 랭옐 오잉융 비판하고 이애 대한대안척 교육방법용 한용인 고추하였다

13

애 용 읍어 노스예스턴 대띠{No rth‘νestern University)에 진홈한 종 위그모어(J ohn

Wigmore)

시카고 대학피 U n iversi’y

of

Chι'.이애 진용한 쪼셰프 일Ooseph

Beal)

혈영비아 대히'(Columbia University) 으호 간 영리엉 '1 너 (Williarn Keener)와 깅용 사강
Rob<η B. Stevens μω S 떼)Q/: Legal Educalioll ;11 America From the
1850s 10 Ihe 1980's (Cha야1 H iI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률이 대표칙이다

14. Friedman.

r이국엉의 역새

763-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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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적으로서의 엉훌기 집단의 성징

19세기 중반의 미국사회는 급속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진행되었던 시기 이 다
산엉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에 1m 갱도 잊 산엉기지의 건성 대규모기
업의 충현 둥 격연기의 사회쩍 삶의 모습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

러한 시대적 연회fE 법률가등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였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
연으로 연회에 부웅할 수 있는， 나아가 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훈련옴 받은 업융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수요는 통시에 부때

하고 비윤리적인 기업들의 이익올 증진시키고 그을에 연숭히는 자질 없는 법흉
가들올 생산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이민X 을이 유입되고 해방된 노예들
이 북부의 대도시로 대거 이주하연서 기존의 위계질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전문직주의 (professionalism)는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해 가는 상항 속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업무의 특수성올 가진 집단이 내적인 질서를 창올해 나아가는
일종의 대옹기제 ( responsive mechanism ) 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눈데 이 시

’

기에 시작된 영전문직 단제의 충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툴 가졌던 것이다 1

전문가직역으로서의 변호사단체의 단생은 우연히도 랭델의 하버드 로스쿨
부잉시기와 일지한나 1870 년 뉴욕시 연호사협회 (Ne‘\' York Ci ty 8ar) 7} 경
성되었고 당해연도에 가입한 450 영 의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영문가출신의 상류
총 기업연호사였다 1’ 뉴욕올 시삭으로 미국의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어 간 변호
사협회는 개혁이녕올 가지고 연호사의 이마지 제고와 질적 향상을 설립 옥요로
삼았다 전미변호사협회 (A me r îcan Bar Asscκi ation )는 1878 년에 창설되었

는데 회원은 용위 있고 고상한 상류충 연호사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
다 이 시기의 엉촬전문직 단제의 결성은 결국 수준 이하의 연호사들의 난컵으

로 인해 기존 질서을 위협받게 된 잉글랜드계 신교도 액인(WA5 P) 엘리트 엉

15. Ap pl eman . "The Rise of the Modern American Law School: H 。、v
Professionalizalion. German Sc h 이 arship. and Le gal Reform Shaped Ou r System
이 Legal Ed ucat κn ι 251-306
16. Friedman. r이극엉의 역 AI-J .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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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가들의 자구책이었던 젓이다 이플은 어영게 해서든 추락한 연호사의 위상올
회복하고 변호샤들의 잘옷된 행동올 용쇄하고 흉제할 수 있는 수단옹 찾고 있
었다

이렇게 올 때 랭렐이 주도한 하벼드 로스쿨의 모텔은 매우 애력적이 었다 19
세기에는 로스쿨과 대학 간의 유대관계는 매우 느슨하였고 많은 로스쿨이 입
학자격올 강화하기 시작했음에도 전제 학사 과정의 이수흘 입학죠건으로 했던
곳은 랭델의 하버드 로스쿨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대다수의 로스쿨 갱규과

쟁은 3 년이 아닌 단 1 년이었다 랭텔식 모텔은 엉격하고 홍셰왼 입학요건과 학
사관리를 주왼 내 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엄학교육체제에 의
한다연 자격 없는 변호사들의 출현을 원천봉쇄할 수 있었다
랭텔의 새로운 방법과 연호사 협회조직운동은 모종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정
치적인 동맹관계가 있었다 ” 알하자연 랭텔은 법조인의 직 영상의 요구를 충쪽
시켜 주는 이론을 또띨어 낸 것이다 그는 법학이 보다 차원 높은 교용의 일부
분이므로 법학은 엉격하고도 체계적인 홍련올 요구한다고 주장쨌다 이와 같은
흥련과갱을 거친 사랍안이 엉흘실우에 종사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설정할 수
있는 갱당한 이유흩 만듬어 준 것이다

랭텔의 하벼드 로스를 오엔은 정차 변호 사 협회의 지지를 망게 되었다 로스
쿨의 흉제에 의해 연호사 인혁의 용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운에 미국연호사협
회 (ABA )는 1900 년에 결성된 미국 로스쿨협회 (A ssociation

of American

La w Sc hools: AALS) 와 함께 엉학교육의 기준을 강화하여 홍일화시켜 나아
갔다 그것은 다릅 아닌 하벼드 로스쿨 오텔의 전국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
고 ABA 와 AALS는 이를 로스콜 인증제도 (accreditation) 를 흥해 실현해 나
아갔다
양 협회가 구축한 끌건한 연합전선은 인중되지 않은 시간제 법학교육 프로
그햄이나 야간 로스콜과 같은 #하버드 모렐 영학교육옹 하나툴씩 고사시켜 나
아갔다 보스턴의 서포크 야간 로스콜-(Suffolk

Evening Law Sch∞ 1) 이 그

대표적인 에이다 야간학교들은 학부교육을 입학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수영

17

감은책

7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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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도 애우 저렴했다 또한 유대인 풍부유럽 및 냥부유럽 종신의 이인자 및 저

소득충에게 업활교육의 기회륭 아련해 주었다 이들은 졸엉 후에 자신들이 소
속한 지역사회플 위해 공현하였다 교육내용으로 볼 때 야간 로스쿨은 대제적

으로 실우지향적이었고 전국 규모의 주간 로스쿨보다 지방실무에 훨씬 더 중
정올 두었다 서포크 로스쿨은 191 5 년에 460 명의 학생이 둥록하였으나 1928
년에는 둥옥생 숫자가 4 α”영에 육박하였다 ” 엘리트 업률가의 시각에서 본
다연 이러한 야간 로스쿨의 성공운 기득권을 혼드는 것이었다 하버드 로스올
보스턴 컬리지 로스쿨( Boston College La w

Sc hool) 등 보스턴 지역의 엘리

트 로스쿨들은 서포크 로스풍의 인증올 저지하기 위해 부단한 압력과 로비를

시도하였고 어려웅 끝에 근근이 어티던 서포크 로스율은 1948 년에 주간 로스
쿨로전환하고알았다
가네기 재단의 후원을 방아 1921 년에 발표된 리드 보고서 ( Reed Report)19

가 ABA 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ABA 의 연협성용 잘 드러 내주고 았다 이 보
고서에서는 법조직에 있어서의 다원적 내지 계충적 구조， 즉 근로자 여성‘ 혹
인 소수민족 등 모든 계충을 포팔할 수 있는 다양한 로스쿨 프로그램을 지지하

였으나 ABA는 이 다원주의의 지적올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
회의 보고서인 루트 보고서 ( Root Repor t) 를 대신 채택하연서 향후 일관되게
용일왼 엄올가직의 행성을 위하여 애진하여 왔다 @
19세 기 말에 진행된 이긋 연호사 시장의 중요한 연호벼 로엠의 성장이다

1800 '킹이나 1850 년에는 대앵 로명은 고사하고 호멍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
았다” 그러나 19세기 알 최대 로멍에는 약 10 영의 연호사가 있었고 5 영 이상
의 연호시윌둔로펌도약 70여 개 소에 달했다:뉴욕소재 영운로명인크라

18. Appleman “ The Rise of Ihe Modern American Law School: Ho“ ’
Professionalization , Ge rman Sc holarship , and Legal Reform Shaped Ou r Syslem
이 Legal Education." 2기O
19. Alfred Z. Reed. TrdÍlI 'g for IlI e Pllblic Profts 1ofllre lA w (1 92 1)
20. John Q. 50n야 eng e t. al “ A Lc gal Education Renaissanc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T‘，.enl)'-Fπ51 Century ," W씨m… Milchdl Lmu Rδ끼iew 34 (200 기 328-329
21. Friedman. r미극엉익 역써 395
22 강용책 8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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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스웨인

우어 (Cravath . Swaine ,

& Moore) 가 시작한 소위

크라바스

모웰(Cravath System) 은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거의 지배

적 오텔로 군립하였다 P 크라바스 로업은 사후적 해결방식인 소송보다는 기업

중권 금융‘ 조세 풍 기업전반에 관한 사전적 문제해결 방식에 초정을 맞추었다
크라바스의 연호사 충원정책은 로스쿨 교육에도 큰 영향올 미쳤다 새내기
연호사틀은 최고의 엘리트 로스쿨에서 충원하고 도제수업이나 타 로업에서의
경력연호사의 영입은 급기시되었다 로스를의 학생틀은 이러한 로명의 사무실
에서 재학 중 서기 (derk) 일올 하연서 실무흘 익혔고 초잉연호사을은 로스를
올 마치자마자 곧바로 채용되었다 ” 이로써 로스쿨과 로멍의 관계는 한충 일정
해 졌으며 엉률가직의 엘리트 지위흥 공고히 하게 되었다 3

III

법학교육의 정학과 진회{제 2 시기)

1 업학교육의 내용적 다앙회

전올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엉학교육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포옛을 구

성하는 하버드 로스클 모엘과 랭헬식 사혜분석법은 광엉워하게 채택되었다 특
히 ABA 의 로스쿨 인충제도가 자리 장은 1930 년대 후반까지 거의 모든 로스올
들이 ABA 기춘융 채택하게 되었다 1960 년대에는 ABA와 AALS가 모든 로

스쿨 지원자들에게 4 년 의 학사과정 이수를 요구했다 " AALS 산하의 로스쿨입
학위원회(냐 w Sch∞1 Admission Coundl: l.SAC) 가 주관하는 로스쿨입학

시헝( La w Sc hool Admission Test: L.SAT)은 1947 년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190 여개에 달하는 AALS 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되고 있다 i’ 미국 로스콜의 교

“

23. EIi Wald “ Th e Rise ilnd Fall of the WASP and Jewish La Finns" 51ωψ ，d L>ω
Review 60 (2008): 1803-1866
24. Friedman. r이극엉의 역써 806
25. Wald , " Th e Riseand Fall ofthe WASP and Jewish La w Finns" . 1827
26. Friedman. r이국엉의 역사'J • 888
27. LSAT 잊 흐스풍 잉여에 대얘서는 이재엉 r미국 흐스혼의 학영섣양양엉J 서융대찌교 r엉
학'J 47 (2아)6): 287-305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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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엉 교과과정 행정 및 운영체제는 학교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으나 일반적
으로 말해 거의 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J.D 과정에 한정혜 말한다
연 미국 로스쿨에서는 놀라옹 정도로 용일화되고 규격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법학교육의 지향과 접근방식에 있어 지속적인
개량 내지는 연화가 있어왔다 우선 사예운석법은 20 세기 초의 엉현실주의

(Iegal realism) 운동에 의해 한지예 커다란 도전올 받았다，. 1920년경 당시
새로이 퉁장한 경협적 사회과학에 한껏 고무왼 엉현실주의자들은 랭웰이 수호

했던 법의 규칙성에 의문올 갖고 엉의 규칙이 사안에 대해 확정적인 해결책용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올 취하였다 몰럽비아 로스쿨의 칼 르웰린 ( Karl
Ll e‘vell y n) 이 중싱이 된 이을은 엄연구에 있어 경협적 현심의 중요성올 강조
하였고 랭엘의 주상적 형식주의을 비판하였다 영

영현섣주의자을이 제기하였던 사혜분석엄에 대한 도전은 후대에도 계속되
었다 특히 엽의 구성성과 액락성에 주옥하게 되연서 엄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
근이 각광을 받게 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엄과 사회 운동

m

엉경제학 " 비판

영학η 풍의 새로운 영학연구의 조류가 성챙하였다

상대적으로 주류 엉회탱 보완힐 수 있는 사회과학적 접근의 유용~ol 발견
핑에 따라 법학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다 P 미국 로스쿨의 교수진 구성올 상며보연 로스쿨 내의 지적인 반경이 매우
28 최용형 「엄연싱주의， . 이닥사외의 지쩍 효용， (서& 셔융예회}쿄용딴우 1999): 3-64
29 르웹련응 인유하자인 호용l-( H oebel)과 앙깨 엉인류하 연구의 기녕이잭 저 서 인 f샤이안록 앙
~(TheCheγenne Wa Y)J융 공용저융하었다

30 엉괴 사회 용풍윤 과혀주의와 진보척 개량주의용 바탕으로 엉파 사회의 λ 성적 판쩨융 유영
하고자 하는 정근앵엉이다 자세한 내용운 한상회 r 엉괴 사외 용웅의 선깨와 한계，.이국
사회의 지적 흐응， ( 서융 서용때이쿄용싼우 1999): 65- 136 창조

31

엉경제학의 자세한 내용옹 깅인중 r엉과 정제의 접& 정재학도가 혼 진찍피정，.미국사회

의 지객 흐용， (서용 서융대앙쿄용딴우 1 9<에 175- 287 상조

32 비딴엉학은 기용칙으g 엉의 자용성과 중협성애 애한 신외융 의성하고 엉애 악용.fE 권력
과 이애용로기에 주욕한다 이판엉이에 대한 자새한 내용운 안인성 r비딴업악，.미국사회
의 지적 흐용， (서웅 서융얘아요용딴우 19(9): 137-174 갱조

33, Duncan Kennedy , ugul Edll Cll tiO/ I alld 1111' Rψ roductioll 01 Hiemrcll !1: A
Agaillslllle SySll'1II (Ne、，'Yor k : New Yo rk University Press , 2004) , 206

p，이e…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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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졌음올 알 수 있다 엉학 이외의 인접학문 박사학위 (Ph .D. )용 동시에 취득
한 사랍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트앤드로 자리 잡았으여 ” 특히 엘리트 대학일
수록 최근의 임용교수 중 비영학 전공자의 비중이 농h은 연이다 ” 교수진이 다
양해지 연서 로스율에서 개설되는 교괴옥의 절대적 숫자와 다루는 영역이 엉청
나게 녕어졌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로스쿨올 종합대학교 내의 작은 종합 대 학

교(small 뻐 versity withîn a univers이y)‘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다양한 교
과옥들이 포진하고 있다 i 요즈음에는 로스쿨의 법학연구가 인정 인문 사회
과학으로부터 수혈을 방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틀을 아울러 새로운 연구영역

의 개발올 선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갱도이다”
로스쿨에서 화제적 연구가 두드러지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연에는 인문 사
회과학의 다른 학문분과에 비해 논문발표의 창구가 매우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로스쿨에는 학생이 연집하는 <1-울지 (stuðent-edited journal)
가 대부분이고 요히려 교수나 당해 분야의 전문가의 심사흘 받는 학술지 (peer

rev iew e d joumal) 가 소수이다 l 한 학교에 척어도 한두 개 않게는 5-6 개까

지 있기 때문에 원한다연 용일한 시기에 수백 개의 법학저널을 용해 논문올 발
표할 수 있다 게다가 학생이 연징하는 저널들은 대개 다른 저녕에 동시에 원고
제출{multiple s ubmi ssion) 을 하는 것융 허용하고 최종충판까지 걸리는 시간
이 짧기 때문에 주류영학논문이 아니거나 논문의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게재
가 용이한 이정 이 있다 그러나 학생 연집진들은 논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
지 않기 때운애 인용의 정확성

문엽적 오류에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게

34. Tracey E. Geo rge ‘ An Empirica! 5tudy of Empirica l Legal Sc holarship: Th e Top
L> w5ζhools " ludimm μω Joun 이 81 (2006): 141 -161
35. Ibid. 148. f，∞ tnote39
36 최용형‘ 「이국의 엉앙a홉 개액과 연양'J . 389
37 애용 융어 뉴용얘 흐스풍온 동마스 네이힐 Thomas Nage l) 시카고대 g스융응 아사 누스
'1웅{M， πha Nussbaum ) 노스예스턴대 호스률응 징스 에영러 (Ch a rles Ta ylor) 용 얻재
정학져용 선도하고 있는 학자률융 교수진으호 확보하고 있다 이 외애도 얘싱재 연구톨 선도
하고 있는 심리학자율인 닐 비드아프(Neil Vi dm ar)와 힐혜리 한스 (Valerie Ha ns) 는 각각
듀크대와코냉대 오스종애 재직하고 있다

38. Richard A.
(1994) , 87

Epst인 n.

"Facul ty-Edited La w Joumals" , Cllicagcr Ke '11 La w Review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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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널응 방대한 각주흉 옐요로 하게 되어 길이가 불가
피하게 길어진다는문제가있다 ”
학생을이 연집하는 법학저널의 전풍은 19세 기 알에 시작되었고 주된 목적은
엉활싣우가들에게 판예 빛 업원칙의 정리 및 연일한분석융제용하고자히}였던

것이지 영학계플 주펀 독자충으호 상정했던 것은 아니 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응에도 학생을이 연집하는 법학저널의 숫자가 해 를 갈수혹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오염 학생들의 의욕과 동 '1 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샌티브가 크기 때문
이다 회낼지 연징진으로 선망되기 위혜서는 로스클 1 학년 성적과 연론서 작성
경 연올홍한치열한 경쟁옹 치러야하기 때문에 유서 깊은로스훌쩍올지의 연

정진이 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로 생각되어 이력서에도 그 사실이 흥장저럽 따
라다닌다
이국 로스를의 학제적 경향과 함째 나타나는 교과과정상의 연화는 공「동학위
제 혹은 욕수학위제 Goi n t / dua l deg ree programs)와 같은 인접학문과의 공
식적인 제휴이다 ‘ 경영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저 U .D ./ M.B . A . ) 과정은 배우 보
연적으로 나타냐고 있고 여타 인문 사회과학 분과 박사과정과의 복수학위재
U .D./ Ph .D. )도 다영"8"t게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죠지타운{G꺼orge tow n ) 대

하 로스쿨은 동교 외무대학원(Schoo! of Foreign Se rvκe) 과 공동학위제를 운

영 충이여 하버드 로스쿨과 어클리 로스칼은 정치외교학 분야로 정영있는 터
프츠 (Tu fts ) 대학의 외교대학원(Fl etcher Sc hool of D iplomacy ) ~ 공동학위
제블운영하고있다
20서1 기 중반 。1 후에 일어난 엄한교육 개혁의 중요한 측연 중 하나는 잉상엉

학교육의 확산이다 입상법학교육은 랭엘의 교육오텔에서 간과되었던 실우와
의 연계성올 회복하고자 하는 실무제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특히 1960 년

대부터 19 9 0 년대까지는 로스룰에 기반올 둔 인하우스 클리닉 ( in-hou se

“

‘

‘

“ Vek ome 10 a World Vhe re
lnexperienced Ed itors Ma ke Arlides Aboul the \V rong Topics Worse". Legul
Affairs 57 (Nov.-l)e.c. 200-1)
40. Linda R. ( rane “ lnterdisciplinary Combined- De gree and Graduate 니11' Deg ree
Programs: History and Trcnds , - 101m Mars l1 aJ/ La w Ret ,jMV33 (1999): 47-80
39. R hard A. Posncr , "Against the Law Revi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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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nic) 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1980 년대 후기와 1 990 년까지 거의 모든 로스쿨
에 잉상엉학교육이 보급되었으며 이 시기에 잉상법학교육의 전운학울지가 탄
생하였다” 이제는 단슨한 실우시식의 전수가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주류방법
론율 보완하는 핵심적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학겨 외실무계의균열

법조직역은 20 세기에 비약적으효 성장하였다 20 세기 말의 변호사 숫자는

세기 초의 10배에 달했으며 특히 후반부로 들어서연서 성장의 속도는 7냥화
외었다“ 195 1 년부터 2003 년까지 약 50 년 동안미국의 연호사수는 5 배 가량
중가하였고， 지난 20 \1사이에만약 2 배 가량성장하였다 l 연호사수가중가하

연서 사회 곳곳에 로스쿨융 출신 변호사들이 환통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시며 항 갱도로 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용해 엉융기는 미국 사회 내
에서 확고한 엘리트 직종으로서의 쟁체성과 권위흘 획득하였다 아올려 연호사

집단 내의 분화가 진행되어 생열‘ 인중 총족성 풍 소수자의 비융이 매우 중대
되었다 이재 더 이상 엉흉기 겁단의 동질성응 주장히는 것온 시대착오적인 알
상이되었다
엉학계와 실무계가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굳건히 절속하였던 19세기 딸
과는 달리 현재의 상양써 양자 간의 이데올로기적 통맹은 거의 찾아불 수 없
다 그렇지만 엉융션문가릉 양생하는 기판으로서의 로스쿨과 이을의 주된 수요

처인 법학실무계의 불가분의 판계는 휠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앞서 살여보았
던 법학계 내에서의 교육적 지향의 연화는 엉실우가플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

니었고 자생적으효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연화가 실우계에서는 얼마
나 유용했는가논 긍정적이고 부정적 측연에서 모두 명가할 수 있을 것이다
41 견해갱 r미국 입상엉앙 교육앵엉 이흔과 실재 가정욕핵 율리낙융 중상으료， (서& 한국학
용정보 2∞8) ， 29-30

42. Friedman.

43. 이재영

fo]묵엉의 역사J. 880

「엉의 써예회와 호엉의 성장，.외엉논집J

7 (200'끼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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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긍정적인 측연에서 살여보자 한 연구에 따르연 미국 연호사들의 최초
취영분야를 놓고 올 때 1975 년에는 개인 사무소나 소규모 로멍에서 경혁옴 시
작했던 비융이 농았으나 1995 년의 경우 57% 가로협에서 정력을시작하고 있
다 개인사무소 사내연호사 시민단체 둥에 종사경변 연호시들도 로펑어 서 일
정기간 수연올 흥해 타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정차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로스쿨 쏠업자를올 추적조사한 연구결과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 미국의 로명문화는 엉생산앙식 (mode of production of law) 의
일반적 형태라 힐 수 있다 ‘ 20 세기 초 크랴바스 로멍올 시작으로 전파왼 로멍
분화의 특정은 엉풍서비스의 대형화 전국화‘ 다옥적화 상엉화로 나타난다“
로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율의견 소송 엉흉문서 준비

작생과 같은 협의

의 엉융서비스 이외에도 입법과정 및 행정절차에의 창여， 다양한 관계자와의
접촉‘ 로비 둥과 같은 비사엉적 수단까지을 포항하는 것이다 @

이렇듯 미국의 엉흉가들이 판여하는 분야가 광엉워하고 다루는 문제가 정자
복잡해지연서 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을올 창의적으로 해결"는 문제해결사로

서의 자질이 요구되었다 미국 법생산양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멍문화
는 전방위적이고 예방적인 문제해결놓력응 필요로 한나 영 자체뿐 아니라 엉
이 다루는 경제적 현싱과 행위의 현선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얼
티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이 요구왼다 따라서 만약 엉흉가가 지일한 엄적 분석

44 강응논운 588
45 , Robert L Nelson. Ronit Dinovitzer , Bry<mt G Garth , Joyce S. 5씨e“ ing. Gita Z
WHder &: Terry K. Adams. "Obs.e rvations fron、 the Afler the Bar Survey of the
Bar Class of 2 에0. " QLR 24 (2005): 539.553
g

호어트 에이건 ( Robert KaganJ 은 미국 엉운화의 욕징융

(adversariallegalism)

당사자주의잭 엉치쭈의

라 영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혹징적 엉문호볍 보다 견고하게 지속

시키고 앙전시깅 주제는 다용 아닌 깊엉이라 항 수 있다

Robert Kagan. American
Legal Cult u ll:' ar띠 Adversarial Legalism , in La vrence M. Friedman &
Harry N. Schelber eds Lt gal C띠I lI rt flud t}r e Legal Professioll (New York
Westvie "Press. 1996)
47. Da 、 id Trubek et. al "Globa! Reconstrucling and the La 、、 Studies of the
Internationa1iz.a tion of L영al Fields and the Creatio 、 ‘,f Tr:m~n >otinn~l Ar"n，，~"
Casc Weslenr Restπ e LAw Rrview44 (1994). 407
이8 이재영 r영의 애찌화와 로업의 성장ι 590
니‘"y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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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력뿐 아니라 법학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능숙한분석도구를 갖추고 있다연

더 선호될 것이다 쩍어도 전용적인 사혜분석법 이외에 다$얘f 현실적 감각과
정치 정책적 고려 둥 법의 논리적 범위 박의 사항을 중요한 요소로 로스쿨에서
교육하는 것은 향후 실무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핵융 습득 õ}-E데 도용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정에서 법학계에서 일어난 인접학문과 법학과의 연합은 실무계에
서도 환영할 안한 연화이다

잉상법학교육의 도입이 실무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늪날 로스쿨을 중엉생들은 정치권 행정부 기업 언론제， 시민단체 국제기
구 퉁으로 다양하게 진충하고 있으며 로스쿨은 영조인안인 아닌 미국사회의
엘리트 양성소로서의 역할융 하고 있다 많은 사랍들이 로멍과 같은 사적부문

에 취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 전 분야의 지식 브호커로서의 로스올 교육
은 공적공헌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로스

쿨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입상교육은 학생들이 현장감각을 익
히고 실무변호사들과 항께 문제올 해정하연서 복히 저소득충 소수자플에게 멈

올구조올 지원히는 목적 a로 운영되는 둥 대개 공익부문에서의 공헌을 강조하
는것이종은 에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연으로는 법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제적 흐릎이 지적
인 호기싱을 충족시켜 출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나친 아카데미즘으로 홉러 업
실무와는 직정적 관련이 없응을 비판받기도 한다 과거 랭텔식 사혜분석 법에서

는 다양한 판혜어 서 추상적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에 여하히 어떻게 적용
하는가에 있어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지칭올 주었지만， 타학문으로부터의 연구

방법으로 무장한 화제적 접근법은 사실 딴사와 연호샤 퉁 실무가들에게 직접적

인 도융올 주지 못한다고 볼안을 토로한다 1 975 년부터 1 996 년까지 연방법원
과 주최고법원에서 법학논문의 인용건수가 47 .35% 감소한 것 이 이를 경협적
으로 뒷받칭해주고 있다”

1992 년 ABA는 미국 법학교육에 대한 보고서릉 발간하게 되는데 소위 액

49 악강우 「이국엉아R육의과거와현재J . r':j 과사회J 29 (2005).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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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트 보고서 ( M cCrate Report) ~ 라 왈리는 이 보고서는 로스쿨에서 실무교
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올 치적하고 있다 실우에서 요구되는 지식

과기송은 @ 문제해결력 @ 업적분석및추론능력 @ 법적연구능력 @ 사
실 죠사능력 @ 의사소웅→능력 @ 카운슬링 능혁 ， iJ! 협상능력 @ 소송 및 운
쟁해결정차 @ 엉실우의 조직 및 경영 @ 윤리적 딜레마의 인식과 해절력 둥
10개의 영역이고 모든 학생들이 로스쿨 쏠염 시까지 애워야 할 것올 권고하고

있다 ” 또한 A BA는 학생들이 입상교육과정옹 이수할 것용 요구하지는 않고 있
으나 주연호사시험에서 이러한 능력틀을 검증할 것올 권고하고 있다 액크레이
트 보고서가 법학 교육겨 에 던진 메시지는 결국 로스쿨 교육이 법실무에 펠요한
핵심적 내용올 전부 제공하지 옷하고 있다는 실무계의 입장융 반영한 것이다
몇몇 학교들은 이후 이 보고서에서 제시왼 닝}를 어느 정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
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법학교육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있다 g

ry.

미래의 도션과 대 웅{ 제 3시기 )

미국의 법학교육은 이제 전세계 법학교육의 모텔이 되어가고 있다 영어늑

세계적 명용어가 되어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 미묵엉이 매우 광엉위하게 증거
법 ξ로 안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엉흉기들은 확고한 경쟁의 우위블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혁이 미국의 엉학교욕에 기인한다고 단갱 짓기 는 어렵겠지
안‘ 않은 나라을에서 지국의 법학교육 개혁올 함에 있어 미국적 요소등을 답고

있는 것이 시질이다 여기에는 최근 몇십년 통안 미국의 영학교육과정을 이수
한 외국출신 엘리트을의 전세계적인 확산도 한 몫올 한 것으혹 보인다 S
50. Amerîcan Bar Association's 5e<: tion 00 LegaJ Education and Admissions 10 the
Ba r Legal Edu caliml ond Professiol1이 D"ιiopment-AII Ed Jl cuticm이 COII 1111
Rφ"'/0/ t싸 Task Forceol1 μ w5， 에511udtl!eP셰essioll: Na η01，ω "8 씨e Ga p (1992)
5 1. 50nsteng “ A Legal Education Renaissanc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369
52.1bid. 3끼O
53. Carole 5ilver , "The Case of Ihe Foreign L1wyer: Intemationalizing he U.s. Legal
p，이ession" Foν'dlw lII 1111ert…jα1서 μ w lou rlJ aJ 25 (2002): 103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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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미국 로스쿨에 이진 영~，은 아마도 로스쿨 간의 정쟁
이 심화되었다는 사실로 요약F할 수 있올 것이다 한연으로는 로스쿨 교욱을 받
고자 하는 교육의 수요자들에게， 다른 한연으로는 흐스몰아 배출하는 법흉7f을
고용히는 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중정을 둔 맞충식 교육과 특성화의 바람이 바야
흐로 미국 엉학교육져 에 거세께 일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하드
웨어 적 소프트웨어적 연혁은 특히 학교의 위상올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하는

욕앙이 큰 학교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주간지 중 하나인 유에스 뉴스 앤 월드리포트 (U . S . N ews

&

World Report) 는 매년 미국대학의 학부과갱과 전문대학원 과정에 대한 순위
를 발g하는데 그 명가항목과 방법롱상의 논란이 많응에도 붕구하고 대다수의
로스를 지원자를이 애겨진 순위를 유용한 지표로서 합용하고 있다 ” 또한 로스
물 학장들은 우수한 학생들올 유치하기 위해 영가항목의 갱량적 지표들{특히

LSAT

접수) 올 농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갱생적 명가항목등은 판사，

연호사 학계 동료교수플에 의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변화되기 힘들기 때운이
다 랭킹이 상향되연 졸업생들의 자부심도 농아지끄 모교에 대한 기부금 액수

가 농아지기 얘문에 중장기척 투자가 필요한 우수교원의 확보냐 교육의 징 개
선보다 더 우선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예단이 생긴다 잉

타학교와의 자열융 위한 개혁과 특성화가 이루어진다 항지라도 하드웨어적

인 면에서는 단기간에 큰 연화가 있을 것 강지는 않다 한 예로 오하이오주의
데이튼 대학'(Univ ersity of Day ton) 로스쿨처럽 ).0 과정올 2 년 반으로 줄이

거나 외부파견 (externship ) 융 의무화한 사혜률 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연
현재 3 년으로 되어 있는 ).0 과정의 이수연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
에도 있었다 대 부분의 로스쿨에서는 1 학년 때 휠수피옥들올 모두 이수하고 2

학년과 3학년에는 자유로이 괴옥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

54. u.s. Ne s & World
학부생혀파

report 의 이긋호스콩 랭킹온학계의 영앤 영죠채의 영판 잉학생의

LSAT 접수

잉여경쟁융 교수/학생 비용‘ 취엉용 연호사시험 항격을 동에 의

거 <f여곁정원다
55. Richard A. Matasar. "The
μω Sch∞ I μ 1(>

Rise and Fall of Amerκa n Legal Education ," New York

Review 29 (2004): 4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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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생들이 2학년 여릎방학의 업흉실습{swnme r law clerkship) 을 마치연
쏠엉 후 가게 될 직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마지막 학년의 교육은 보기에 따라

서는 수엉의 인센티브가 없는 허송세월이라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 1971 년
AA LS 의 교과과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2 년제 J.D 과정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로스쿨 학장을의 반대에 부딪혀 수용되지 옷했던 션혜가 있다” 최근
에는 노스쩨스턴 대학교 로스를이 앨리트 로스쿨로서는 처응으로 2년 과정의
혁신적인 J.D 과정올 시작항 껏올 방g해 주옥융 받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잉학자격으로 요구되는 4년제 학부 종업 및 로스쿨 3 년 과정은 랭엘 이래 미국

엉학교육의 전흉융 형성하고 있어서 장래에도 이 흘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선망왼다

인터넷 71 슐의 발전으로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가고 있지안 아직은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연화릉 가져오지는 않았다 수업시간에 간간히 온라인 강의가 이
루어질 수는 있어도 온라인 강의등 흥해 학위를 수여하는 일은 적어도 ABA 의
인증올 망은 학교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비인중 학교에서는 그러한
혁신적 프로그행융이 보여지고 있다 예컨대 콩코드 (Concord) 로스쿨은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벼 로스률이다 g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측연에서는 천면일올적인 로스쿨 교과과정융 벗어
나 다뺑i 시도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왼다 앤더빌트대 로스쿨

(Vanderbi 1t Unive rs ity Law Sch ∞ 1 )은 에드워드 루빈( Edward Ru bin) 학
장의 주도로 교과과정의 개혁옹 주도하면서 이에 관한 심포지웅융 주최한 바
있다 루번 회f장은 랭텔의 사예분석방법이 19세기 중안에는 의이 있었옴지 모
르지만 이후 미국사회툴 질적으호 연모시컸던 행정국가로의 전환과 글로영화

에 적합한 법률가적 소양올 길러야 한다고 성파한다 ” 특히 랭텔의 사혜분석방
" 회용정 r미국의 영학교& 깨뼈과 얻양J. 390
58.Carolyn Kleiner Butler. Rethinking Law Sc hool. Ame rica's Gest Grilduate
Schools
2007
http:/ I ‘’‘、 usne‘ vS.com / usnews / ed u I grad / arti cles/brie‘/g비a“ shch ∞ l_b rie
f.php
59.Ed ard Rubin. "Wha"s Vrong "ith La ngdcll ’ s Melhod. and Vhat 10 Do Ab。‘"
It". Vallderbill lA w Rroiew 60 (200η 60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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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심의 핵심은 엉륜가저럽 생 zjιt;}7]( thinking like a lawyer) 인데 문제
는 랭텔 시대의 법률가와 지금의 법률가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서 요구되는 법융가의 소양을 가르섣 수 있도록 로스콜 1 학년 교육을 개연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사례분석방영은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지 그것이 주된 방엄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융 지적하고 있다 딴예 외의 제정법， 규제 정책 퉁 다양한 자

료에 대한 이해와 활용지식올 멍을문장혼 및 법학연구방법혼과 같은 핵싱과목

에 홍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혜분석엉과 소크라테스식 운당법은 교수방
식의 하나이지 엉율가 교육의 안병용치약은 아년 것이다 사혜툴 흉한 교육에

있어서도 "Jι급싱 판혜분석에안 집충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스쿨이나 에디컬
스쿨에서의 널리 용용되고 있는 사혜연구{case s tudies)와 같은 방법이 로스쿨
교육에 도잉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 지적되고 있다 잉

세계경제의 급속한 홍항으로 엉싣우의 국제화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근자
의 상황도 미국 로스쿨플에는 도전이 자 기회이다 미국 로스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양질의 교혹 때문에 그풍안 전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툴려드
는 일방잭인 판계였다 따라서 특병히 교과과정올 국제화하는 노력온 그다지
크지 않았고 국제공엉 국제거래법 분야에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한 몇몇 학교
틀을 제외하고는 국제화에 대한 관심은 중심적이지 않았다 엉올가의 엉우가
국내적이든 국제잭이든 로스쿨은 일차적으로 미국업에 갱용한 법형가를 배출
하연 되었고 현지어나 문화적 감수성

더 나아가 현지법에 대한 지석옴 갖추

는 것은 부차적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접근방법으로는 국제적

경쟁에서 앙서냐길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 "
그래서 엉률실무에서의 국제화 정향을 교과과정 내에 적극쩍으로 수용하여
미국 학생등과 외국법를가들과의 수영시간 내에서의 팅프로젝트의 휠성화 퉁

60. Todd D. Rakoff and Martha Minow "A Case for Anotner Case Method"
Vanderbilt Luω Reuiew 60 (200기 597-{잉 7
6LCarole 5ilver. Oavid Van Zandt. N1Cole De Brui n "Globalization and the
Business of Law: Lessons for Legal Educat lO n" NorthωeSlern Jouru 이 '1
lnter. η U)lt이 μω fl l1 d B 5 Í1 h!S5 28 (2008): 39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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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미국학생들에게 외국기관에서의 인턴십의 기회흘 확

대하는 등 로스물들의 발얘든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해외에서 학위
과정융 운영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은 소수이지안

‘

최근 법학교육개혁이 일어

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제휴흉 제기로 점차 능어날 것으로 전앙된다 이러한 모

든 웅직임은 예전과 달리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엉융가의 국제적 역
할이 증가된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로스쿨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국제적
시각의 도입이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의 개혁은 어 떤 당위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식 자유경쟁 처l 제의 논리 때문에 특성화의 전략을 취

한다는 정올 발견할 수 있다

V 철 론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엉학교육의 특징올 요약해 보연 우선 법학계와 업실무

계의 밀접한 공조와 부단한 상호작용올 홍해 발전해 왔응을 알 수 있다 랭델 이
전의 이국에서의 법학교육은 실무7}을의 담당이었으나 순수학문으로서의 기치

을 내건 랭엘의 모델은 법학이 학문적 옥사성을 수립하게끔 한 제기가 되 었다
역섣적이제도 엉실 우계는 옹용적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한 엄한교육에 있어 사
혜분석엉이란 과학석 방범혼 으로 무장한 이흔적 입장올 지지해 주연서 영융
가 양성의 질적 향상올 추구하였다 호기에는 다소 어색하지만 상호이해의 교차
점에서 만나시작된양자의 절함은시간이 흐르연서 결국은상생의 시너지 효과
흉 발생시켜 전세계척으호 가장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의 모델을 만틀어 냈다
이러한 결과을 낳게 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로스쿨 제제즐 거쳐
간 인재들이 질적으로 우수하여 시장의 좋은 영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주
측해 온다 또 다른 이유는 엉학계와 엉성무계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지속되연
서 앙자가 비딴파 견제릅 흥해 체제를 개선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다 영현싣주

의로 인해 시작되어 발전한 학제적 접근의 사죠 임상법학교육의 활성화 이국

62

노스얘스턴 얘학요 로스중과 쟁§얘학교 호스풍이 아시아국 'H한국 일용 종국)얘 엉학석 사

(L.L 씨 )

과정 올 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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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변화 국제화로 야기된 법적 황정연회에의 놓동적 대용 퉁 어느 한순
간도 엉학계와 엉실무계가 서로 유리된 적은 없었다 여기에는 영흘가양성제도

의 일원화‘ 법조일원화로 양자간의 인적교류에 원칙적인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올 것이다 어느 직역에 있던 미국의 엉홀가들은 동일한 홍련과정
을 용해 연호사자격용 취득하고 파계와 싱우계 간의 승환과 소용이 용이하다 i
여기에 타학문분야로부터의 지적 자극에 열린 자세로 적극적 수용올 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법학자틀이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잉장올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놓했지만 사회구조적으로도 20 세기 동안 법률가의 수
요가 급증하연서 로스를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학문분과보
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외부인력을 수용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특정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학전문대학원이 성공적으호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정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않은 시사정올 던져준다 우리의
상황용 되툴아보연 우선 영학교육개혁올 둘러싼 법학계와 법실무계 간의 의미
있는 공조의 고려흘 찾지 못해 우왕좌팡§낸 모습이다 사엉시험제도 때문에
법학교용은 사실상 교양교욕과 이흔교육은 업학부에서 행해지고， 실무교육은
엄격한 시헌제도을 흥과한 자에 한해 사연연수원에서 행해지는 이원적 교욕체

제로 이루어져 왔다 엉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갱상적인 학부교육과
전문적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엉
실무계어 서는 그에 상웅하는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제기해용 바가 거의 없으
여 기존의 제제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올 느끼지 못해 왔다 사엉시협제도흉 흉

해 배충원 법율가들의 질이 않이 떨어져서 보다 엄척한 교육과정을 흉해 용제
힐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엄실무계에서 꽁유되었더라연 아마도 새 제도툴 둘러
싼 법실우계의 저항은 거의 없었올 것이다 이점이 바로 1 870 년의 미국 법학교

육개혁을 둘러싼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이다
그런데 21 세기 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갑은 세대 내에 미국 내에서 벌어지
고 있는 모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사회의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과 기술
63 장송의 r 영련 영학과 영련 엉조예".엉 g가의 용리와 해입j서& 악영사 2003): 507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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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사회분화 세계경제로의 연잉 퉁을 용해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운

제를은 현대 미국사회 이상의 법융적 수요를 장찰하고 있다 절묵 앵실무계에
서의 개혁의 당위성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한 능력 있는 법률가의 애출인
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양적인 성장이 급선무이고 질적인 흉제는 기존의 체제
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올 것이다 과연 어언 법학교육체제가 바랍

직할 것인가 기존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개량할 것인가 아니연 이중적 구죠를
혁파하고 새로운 체제등 또띨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식 오엘
의 법학전문대학원 세제를 선택하였다
업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조기에 상
호 원 윈할수 있는 공조체제를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계와실무계가 지
향하는 바와 관심이 다르고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

지이지 영미업계와 대륙엉제의 차이는 아니다 운제는 그 긴장관계가 소용의
부재 속어 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입없는 대화와 교류 속에서 서로 부촉한

부분올 채워주는 순환적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증범을 앞두고 있는 법학계의 입장에서는 랭넬의 엉형식
주의로부터 시작하였치만 정차 헝심문제와의 정한을 시루하긴 타 학문 _o_ 5'!부

터의 지적수혈율 아다하지 않았던 미국 법학교욕의 지적풍토용 눈여겨봐-<>t 항
것이다 우리의 법학연구와 교욱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높이 쌓여져 왔
던 인접학문과의 답을 히몽고 미국의 사혜와 같이 엉학이 오히려 인문

사회과

학과의 봉성올 주도하는 역할응 수챙하여야 한다 기종의 법학교유이 도그마틱

한 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 없이 악혀있다는 것은 그동안 않은 법학자들이 지적
한 바이지만 그 을따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
제적으로 제시되지 옷하고 있다 그 해당옴 찾기 위해서는 인접학문으로부터의

지적자극에 대해 더욱더 선향적 a로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학은 연신월 것이고 그 결과 엉실무계에 의이 있고 신선한 >1-"않 주
는 선순환의 고리를 'fr틀어냉 수 있올 것이다
· 투고일자

2008.8. 23
· 싱샤(수정)일지 200 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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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Ja e-Hyup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ionallegal educatîon at American law schools began
in 1870, when Christopher Langdell initiated a legal educational
reform at Harvard Law School. Th is change is coinci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York Ci ty Bar, where a group of
elîte lawyers tried to limit the in troduction of less qualified
prac titioners to the legal profession. The ideological alliance
between the bar and the law school has accelerated widespread
adoption of the Harvard model in American law schools: threeyear postgraduate program with a case method as a distindive
pedagogic style. Since mid-2Dth centurμ American law schools
have embraced interdi sciplinary input from other academic
disciplines to enrich the scope and pers pective of lega l
scholarship. More recently, internationaJ aspects are increasingly
being added to the law schoo l curriculum . Korean legal
educational reform , largely modeled after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 will benefit much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The meaningful interaction between the academia and the bar is
desperately need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w
’ law school' system. Moreo v eι dogmatic legal scholarship in
Korea must a1so embrace mu1ti-disdplinary approaches to legal
problems
Key Words: legal educational reform( 엉학교혹개 혁 )， law
school( 로스쿨)， case method(사예분석엉 )， judidal
exam(사법 시험 )， bar assodation ( 연호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