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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大學院敎育-法學敎育을 중심으로
崔 大 權*

1)

Ⅰ. 머리말

솔직히 나는 학부생강의보다 대학원생강의를 즐겼다. 내가 대학원생으로서

도 그랬고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교수로서도 그러했다. 그러한 만큼 내 스스로 
대학원생으로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땄으며 학위논문을 썼었고 그 후 교수로

서 대학원생강의를 담당하 으며 대학원생을 직접 지도하여 학위논문을 쓰게 

하 으며 또 내 자신의 논문도 수많이 써왔다. 이러한 다년간의 대학원교육 

및 논문작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과 사색을 통하여 대학원교육은 

그 목표나 방법에서 어떠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은 어떻게 지도하며 논문작성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 나름의 생각이 형성되어 왔다. 대학원교
육과 논문작성에 관한 이러한 내 나름의 생각을 로 남겨 그 생각이나 체험

을 공유(share)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 다. 아래의 은 이러한 생

각이나 체험을 적어본 것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논문구성․작성법에 관한 

(“論文構成․作成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 1호, 

247-262면(1998))도 실은 대학원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체험과 관찰과 사

색을 거쳐 쓰여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논문구성․작성법은 실은 아래에 적
으려고 하는 과 함께 가는 것이다.

Ⅱ. 大學院敎育의 目標

1. 大學의 學部敎育과 大學院敎育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원교육은 무엇을 하기 위한 교육이냐의 문제를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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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서는 대학원교육은 학부교육

으로부터 차별화되는 것이냐, 차별화된다면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이냐의 문제

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대학원교육이란 학부에서 받은 

교육을 단지 심화시키는 것이냐, 학부때 헌법학 교과서를 가지고 개론적으로 

가르치던 것을 시야를 넓혀 선진외국의 전문서적을 활용하여 조금 더 심층적

으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냐, 전문적(professional)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학자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냐 하는 일련의 질문이 또한 제기되기 마련이

다. 그러한 만큼 대학원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

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교육의 목표가 무

엇이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바 없이 기금까지 대학원교육이 행하여져 왔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은 법학교육과 관련하

여서는 특히 중요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래에 
대학원수준에서의 전문법학교육제도(law school)의 도입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되어 왔으며 법률가의 양성교육을 목표한다는 전문법과대학원 교육체제가 도

입되는 경우에 전문법학대학원의 교육은 어떠하여야 하며 그리고 법학자의 교

육․훈련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 사이에서 

개념이나 목표의 혼란이 초래되어 왔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하다. 전문법학
교육체제가 도입되면 ‘실무교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

이 죽거나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그러한 증거의 하나

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러면 학부교육은 무엇이며 어떠하여야 하느냐, 학부교육

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학부교육의 목표에 관하여 뚜렷한 개념이나 생각 없이 혹은 혼란스러

운 생각에 따라 학부교육을 행하여 왔고 이에 이어 역시 뚜렷한 목표 없이 대

학원교육을 시행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기학교 출신 국가

고시합격자배출에 목표를 두어 학교를 고시학원같이 운 하여 오고 있는 대다

수 법과대학의 대학원교육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

육을 받은 인문사회 등 타과 교수의 많은 경우에도 자기가 미국에서 대학원생

으로 받은 교육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학부교육을 행하여 사실 그 동안 학부

교육과 대학원교육을 교육의 목표나 방법의 점에서 크게 차별화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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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학부시작 때부터 자기 

전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의 많은 경우에도 학부교육과 대학원교

육을 차별화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에서 사정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의 학부교육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이 문제는 법학교육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

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는 대학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혹은 어떻게 보느냐, 어

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

하고 큰 문제들을 한두 마디로 일의적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

렵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대답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답을 시도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대답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보는 大學觀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발생지인 유럽의 대학은 그 목표가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 명문대학(예컨대 Oxford, Cambridge)의 목표는 교양있는 소위 gentlemen을 

양성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智․德․

體 敎育의 강조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소위 college(사

감교수와 함께 하는 기숙사공동체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학문

과 공동체생활과 체육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용어를 
쓰자면 사회 엘리트교육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출세하는 사

람을 단지 배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교육받은 지도자

를 양성한다는 의미여서, 역대 명 수상 누구를 배출하 으며 어떠한 세계적 

과학자를 양성하 다는 이야기와 함께 세계대전중에 한 크라스가 전원 자원입

대로 전쟁에 나가 전멸하다시피 하여 학자의 대가 끊어졌다는 등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 학부교육의 목표가 이러한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나 미
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도화된 대학원제도가 원래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

던 만큼, 학자의 양성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도제식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학의 목표나 성격도 대중민주주의의 물결에 

의하여 상당한 변모를 맞이한다. Polytechnic 등 많은 대학이 생겨나 문호가 

넓어지고 교육의 성격도 반드시 엘리트교육이라 할 수 없는 대중교육적인 것

으로 변모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대학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의 경우에 현대적 수요에 따르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사회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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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지도자양성이라는 원래의 틀을 깨고 나왔는지는 의문이다. 1960년대 초까

지만 하여도 같은 또래의 10% 미만이 대학에 들어갔다.

위에서 국 대학에 관하여 서술한 것 즉 대학은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소수 

정예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며 오늘날 문호 확대의 대중민주주

의의 변모를 맞이하고 있다는 특징은 대체로 독일 대학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는 연령층의 작은 비율(28%)만이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
므로 또래의 43%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식이 아니라 미

국식이라 할 수 있다.1) 아무튼 독일의 대학이 국의 대학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대학(university)이 전공과 관계없이 입학하는 college로 구성되는 국

과는 달리, 독일의 대학은 전공 중심의 科(fakultät)로 구성된다는 점이며, 따라

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어느 전공과를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대학은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

(Gymnasium)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원래 독일 고등학교는 소수정예를 위한 대

학예비학교 었다. 그리하여 독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전, 철학, 역사, 그리

스어 라틴어 등 어학, 수학, 과학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학

의 1․2학년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이차대전전 일본의 

고등학교나 대학의 豫科는 독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도록 편성된 제도 다. 

아무튼 독일의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이 아니라 13년만에 졸업
하도록 조직된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에 이은 대학의 전공학과

로의 진학은 그 나름대로 설명이 된다.

그런데 미국 명문 대학의 학부교육은 확실히 국 명문대학을 모델로 하

다고 할 수 있다. 지․덕․체 교육의 강조라든지 기숙사생활의 요구라든지 반

드시 전공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보편적 진리에 대한 사랑, 민주적 관용, 창의

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받은 사회의 민주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표의 점

이 그러하다. 미국에는 대학원과정 없이 이를테면 국식 고등교양인 양성의 

학부교육만을 행하는 작은 사립대학(이러한 대학도 college라 불리운다)이 많

1) 미국의 경우는 45%이다. 나의 미국 유학시절 독일의 1962년에 또래의 5%만이, 
그리고 1963년 1964년에 7%만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원래 독일의 대학예비학교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Gymnasium)와 이에 이은 대학이 독
일사회의 에리트 교육기관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Lewis J. Edinger, Politics in 
Germany: Attitudes and Processes(Boston: Little Brown, 1968), 45-52면, 특히 46면 참
조.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2001), 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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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가하면 명문대학 말고도 대중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다양한 대

학들이 많다. Community college나 junior college라 불리우는 2년제 전문대학

을 비롯하여 명문대학의 그것과 다른 목표나 방법을 표방하는 공․사립의 여

러 대학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학부교육에 관한 일반화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학부교육은 전공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고 전공연구는 학부교육에 이어 대학원체제에서 이루어

지도록 짜여진 것이 미국대학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

체제로 대학학부교육을 조직한다는 점은 독일식이지만 전공(또는 전문)교육은 

일 대 일의 도제식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대량생산체제인 대학원체제(석사․박

사과정)에서 행한다는 대학편제는 미국식이다. 대학의 석․박사과정으로 이루

어진 대학원제도는 확실히 미국대학의 발명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학제(6년․3년․3년의 초중고교육제도에 이은 4년 학
부․2년의 석사과정에 이은 박사과정)는 적어도 그 외형에서는 미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그림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소위 학부제 주장의 모델이 미국의 그것이며 대학진학 

시 전공과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제도를 견지하자는 주장이 독일식의 그것을 

모델로 하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부제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대학 학부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에 대한 관계에서 대학원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목표와 

목표실현의 수단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살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독일

식 학부모델을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 독일식 고등학교교육 또는 대학 豫科 

교육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흠과 전공 중심의 학부교육에 이은 대학원교

육의 목표와 그 실현 수단의 차별화에 관한 인식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대학 학부교육의 목표도 뚜렷치 아니하고 이와 차별화되는 

대학원교육의 목표나 수단도 뚜렷하게 세우지 못한 채 오랫동안 표류해 오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학부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학부교육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독일식 모델에 의할 것인가 미국식 모델에 의할 것인

가? 이 질문은 법학교육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법학교육을 위하여 敎養法學을 목표로 할 것이냐2) 專門법학교육을 목표로 할 

2)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부전공으로 혹은 복수전공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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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식 모델에 따라 학부교육의 목표를 교양

교육에 둔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교양”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

문에 학부의 교양교육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공은커녕 아무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 독일식 모델에 따

른 전공별 입학제도를 견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된 논지이다. 그리고 전

공과별 입학제도에 의하여 운 되는 현재의 학부단계의 교육이 학부제 하에서

도 그대로 시행된다면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

도는 과 교수님들이 아무리 연구 없이 또는 재미없게 가르치더라도 적어도 자

기 과 학생들은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로 하여금 더 연구하고 혹은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빼앗고 있으며 과 학생들은 재미

없어도 적당히 학점 따 가지고 졸업하면 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면서 자기 과의 것만 알지 대학의 다른 과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

도 지식도 없이 학부를 마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과 중심주의는 대학원 

단계에서도 이어지며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우선 대학원 입시제도부터 자

기 과 학부졸업생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은 이미 전

공과목을 이수한 학부졸업생들을 상대로 좀더 심화된(advanced)된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족내혼(in-breeding)교육이라 할 만하다.

원래 미국식 학부교육이 전제로 하는 교양교육은 상식레벨의 교양교육이 아

니라 어떠한 전문적인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어떠

한 전문분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단단한 기초교육을 의미한

다. 즉 전공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전공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전공교육에 필요한 철학, 역사, 어학, 수학, 

과학 등의 학과목의 수강이 그 중심이 된다. 그리고 필수과목인 자기네의 국

어작문(소위 English 1), 미국정부론, 미국역사 등은 인상적이다. 대학을 나오

부에서의 법학이 교양법학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36학점의 
이수로도 부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으로 법학을 전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학부의 다른 

많은 전공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전문법학교육
(professional legal education)까지 논하지 아니하더라도 36학점의 법학과목 이수만으로 
과연 법학을 전공하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까닭이

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대학원생정원의 증가와 학부생정원 감소의 
추세에 있는가 하면 한편 헌법․민법․형법 등 법학기본과목의 경우에 수강인원이 수

백 명에 이르는 데다가 그 반 수 이상이 학부 타과 학생이라는 사실도 같은 경향을 반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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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배운 사람답게 제대로 된 을 쓸 줄 모르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대조가 

된다. 아무튼 학부교육에 이은 대학원교육은 이미 이러한 학부를 나온 사람을 

전제로 하여, 학부전공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더

라도, 이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전문적인 전공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처럼 

대학원 교육은 어떠한 학부졸업생이더라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 전문가

(professional)로 혹은 전문적인 학자(scholar)로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첫
째로 그 전공교육의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 둘째로 학부의 배경이 다르

며 혹은 다양하다는 것이 전문적인 전공교육에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다양한 발전에 그리고 전문가나 전문학자로서의 특화교육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족외혼 제도라 할만하다.

이처럼 미국의 학부제 하의 대학원 교육은 다양한 교양교육을 마친, 知的으

로나 인격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전문적인 전공교육

을 시킨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대학원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왜 그 

전공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지에 관한 인센티브가 분명한 학생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강도 높은 전문교육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학부교

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전문법학교육제도(law 

school)는 이 같은 대학원교육의 전제와 내용과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법률가

양성이라는 전문적인 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은 대학원 레벨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전문적인 교육의 전제가 되는 학부교육의 목

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전문법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관한 

생각이 뚜렷하다.

2. 大學의 法學敎育

이러한 밑그림을 놓고 판단할 때 지금 현재의 우리의 학부 레벨의 법학교육

의 특징이 불분명하고 이에 이은 대학원법학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의미있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 점은 우리나라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

로 제안되고 있는 4년제 법학교육에 이은 2년제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는 법학

교육 6년제안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를테면 학부레벨에서 행하여지는 독일 

대학의 법학교육은 미국의 전문법학교육에 비하여는 혹시 전문적인 교육이라

는 차원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왜냐하면 제1차국가시험 후의 2년간의 전문

교육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교육과 비교하면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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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학교육이라 단언할 수 있다. 미국식 case method의 독일식 변형이

라 할만한 연습강의(Übung)가 이론강의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무게나 위치 등

에 비추어 이것이 독일 대학의 법학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교육은 

전문적인 법학교육이라기보다는 교양법학이라 할만하고 대학원 교육은 학부에

서 배운 것을 약간 심화시키는 교육이지 전문적인 학자로서의 교육인지는 의

문이다. 그나마의 학부법학교육이나 대학원 교육도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에 의

하여 그리고 직장을 가진 이를테면 시간제 대학원생의 존재에 의하여 크게 왜

곡되고 있다. 학부의 비사시과목이나 대학원강의는 낮은 수강인원으로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며 대학원 강의의 경우 책의 자기가 책임진 章의 발표를 

위한 것 이외의 독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고도 

석․박사학위가 나오고 그리고 교수가 탄생되어 나온다.
전공입학제이냐 학부제이냐의 문제와 함께 대학의 법학교육은 어느 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냐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단연 대학 법학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에도 달린 것이라 생각된다. 법학교육

은 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학부단계에서도, 그리고 대학원 단계에서도 행

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법학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은 

지적 연령적 성장의 수준에 비추어 고등학교 교육수준에 맞는 법학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 학생에게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는 경

우에는 지적 성장의 수준에 비추어 따라가기도 힘들 것이지만 혹시 지능계수

가 높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여 바람직한 법률가나 학자를 

양성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등을 도외

시한 채 대학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을 받은 대학 학부생을 상대로 하는 법학교

육은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할 것인가? 전문적인 법학교육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고등학교 교육을 전제로 할 때 학부생들

의 지적 연령적인 성숙도에 비추어 이상적인 전문적 법학교육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의문이 많다. 그리하여 입

시준비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이은 바람직한 대학의 법학교육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학부레벨에서 이루지는 법학교육이라면 그것은 교양(법학)교육이

어야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법학교육이어야 한다면 위에서 본 학부교육의 이

상이나 대학원 교육의 전제 및 목표에 비추어 학부레벨이 아니라 대학원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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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져야 이상적이지 아니할까?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학제가 전

반적으로 미국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경우에 대다수의 법학교수는 학부졸업

(BA 혹은 BS)에 이은 법과대학원 졸업(JD) 이외의 석․박사학위가 없다. 그러

한 의미에서 미국 대학에는 법학교수를 양성하는 공식적인 학자양성제도(석․

박사제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3) 그러나 law school에서 교수가 되어 교수
로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자여야 한다는 점(publish or perish!)은 독일의 

법학교수나 미국 대학 다른 과 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학자로서의 훈련

이 없는 실무 법률가가 바로 법과대학원의 법학교수가 되는 일은, 그 담당 과

목이 혹시 임상법학과목이 아닌 한, 없다. 그리하여 학자가 교수가 되는 것인 

만큼 그들이 쓰는 논문이나 저서 및 강의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법조계에서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관의 law clerk의 

경력을 가졌다든지 법과대학원연구조교(TA, RA 등)나 강사의 경력과 학술지 

논문 발표의 업적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학자로서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교수가 될 수 있다. 일류 법과대학원의 경우 근래에는 다른 전공의 Ph.D.학위 

후에 JD 혹은 JD 후의 다른 전공 Ph.D.학위를 가진 교수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3) 미국의 대학에는 일반 석․박사(MA․MS 및 Ph.D.)과정 이외에 법과대학원
(law school)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혹은 SJD)과정이 있다. 미국 법학대
학원 교수 가운데 이러한 법학석사나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는 극소수이다. 
미국에서 JD학위 취득 후에 법학석사나 법학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인들은 대
체로 이름 없는 law school을 졸업한 후에 일류 법과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하여 장차 
어느 대학의 법학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소수의 미국 사람들이다. 법학석사․법학박사 
과정 학생 대부분은 외국학생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법학대학원의 법학석사․법
학박사 과정은 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이라 부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법학석
사 과정의 경우에는 정원이 있어서 입학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서 정원 수 만큼 선발한

다. 그러나 법학박사의 경우에는 매년 선발하는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차 지도교
수가 될 교수의 동의를 얻어 입학허가를 얻게 된다. 법학석사과정이든 법학박사과정이
든 법과대학(원)(JD)과정의 그것과 구별되는 대학원강의과목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 없다는 점도 미국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과정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
의 경우 및 미국 대학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강의와 구별되는 석․박사과정을 

위한 대학원강의를 따로 설치하고 있는 점과 다른 점이다. 미국의 LL.M.과정의 경우는 
1년 과정이며 JSD과정의 학점을 따야 할 기간(residence requirement)은 없거나 1년이며 
학위논문이 요구될 뿐이다. 이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하면 특히 JSD는 도제식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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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대학의 법학교육에서 말하는 실무교육이라는 것과 전문교

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

다. 전문법학대학원교육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전문대학원교육과 관련하여 만약 실무교육

이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매일 매일 다루는 일상의 실무(예컨대 소장, 답변

서, 판결문 작성 등의 실무)를 익히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라면 연수원과 같은 
실무교육기관의 몫이지 대학체제의 한 부분인 전문대학원이 담당하여야 할 몫

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실무교육이라면 3년

의 세월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실무교육이 구체적인 법

률사례를 법학적 분석적․체계적으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문법학대학원이 목표로 하는 전문적 법학교육이라

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전문법학대학원이 표방하는 전문적 법학교육이란 
법률가답게 사고하는 능력의 배양 교육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가답게 풀고 다루는 능력의 배양을 뜻한다. 다만 독일의 Übung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판례라는 사례를 통하여 그것을 습득케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배경이나 논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체계

화하며 혹은 정당화하는 등의 사유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말할 필

요도 없다. 예컨대 미국 law school에서 판례교재를 통하여 법학을 배운다고 
하는 경우에 개개의 사례를 배워 개개의 나무는 아나 숲을 볼 줄 모르는 교육

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사례를 체계적으로 편

집하여 학생들의 교재로 엮는 작업자체가 이론적 배경을 요하는 작업임을 물

론이다. Case method를 법학교육에 최초로 도입한 Langdell 교수의 생각이 사

례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의 발견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에서 시

작하 다4)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사고력의 배양에는 원칙․예외 
등의 체계적 이론을 강의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판례 내지 사례를 활용하여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에 의하여 이를테면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최대권,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지적 흐름에 관한 연구: 법학 교육을 중심으
로”,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00-301면; William P.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Legal Educ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57-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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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전문적 교육이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론교육과 (위

의 두 번째에서 말하는) 실무교육(즉 사례연구를 통한 법학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실제로 구체적 사례를 놓고 이를 법적 분석적․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면 그것이 전문법학대학원에서 행하는 전문법

학교육이라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전문법학대학원에서의 전문법학
교육이 실무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학자양성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것이 법학자양성을 주목표로 하는 과정이 아

니라는 것뿐이다. 그러한 만큼 전문법학대학원에서의 전문법학교육과 학자양성

을 목표로 하는 일반 대학원과정을 합동과정으로 운 하는 길을 통하거나 전

문법학대학원과정 후의 박사과정을 통하여 (법)학자를 양성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5)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전문법학교육이 이론교육․실무

교육의 조합과 실제로 다르지 아니함을 거론하 거니와 전문법학교육이라고 하

는 경우의 ｢전문｣과 세법전문가 양성, 경제법전문가 양성, 환경법전문가 양성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경우의 ｢전문｣이 서로 혼동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법학대학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 가운데 나

타나는 전문법학대학원에서의 3년간의 전문법학교육으로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느냐의 논의가 그것이다. 즉 어 professional을 전문으로, 그리고 

specialist나 expert를 전문가로 번역하는 데서 오는 혼동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

로 professional이란 단어나 개념이 원래 독일어에 없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Professional이란 변호사나 의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을 의미하며 전

문교육이란 이러한 전문직종인을, 예컨대 변호사나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

는 뜻이다. 그리고 specialist나 expert라는 의미의 전문가는 법률가나 의사가 된 
후에도 전문직종인으로서 어느 특정분야에 한 10년쯤 종사함으로써 되는 것임

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한 만큼 실무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전문가교육이라

는 용어를 각기 그 뜻을 헤아려 사용하여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펴낸 최대권 외 7인, 법학교육 제도개선 ― 
‘박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서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8), 40-41면이 제안하고 있는 
전문법학대학원 과정과 박사과정의 합동과정 내지 전문법학대학원 과정 졸업 후의 박

사과정 안이 그러한 제안의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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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한편으로는 학부과정과 차별화되며 다른 

한편 전문대학원과정과 차별화되는 대학원교육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을 정의

할 수 있다. 즉 대학원교육과정은 학자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대학원교육과정의 교육은 어떠하여야 하느냐? 다음에 

전개하려고 하는 이야기나 논의는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원교육은 학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는 이야기

가 된다.

3. 碩․博士統合課程

마지막으로 대학원과정을 석사과정에 이어 박사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원적인 체제 대신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널리 운 하고 있는 석․박사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단일의 체제로 운 하는 아이디어가 도입되어 서울대학 안

에서도 이 체제로 대학원교육을 시행하는 학과들이 생겨났다. 이 양 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여러 장단점 가운데 통합체제는 학자로서 성장하겠다

는 뜻이 뚜렷하고 또 학자로서의 교육․훈련이 확실하게 진전되고 있는 대학

원생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혹시 논문 한번 써보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이외의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다시 박사과정

에 입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행정적 불편과 금전적․시간적 낭비 등을 생

각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그들로 하여금 중간에 박사과정 진입을 위하여 시
간과 정열을 낭비함이 없이 대학원과정의 교육․훈련을 지속시켜 박사학위 논

문의 작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학자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둘 때에는 석사학위는 예컨대 직장에

서의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한정된 기간 진전된 교육․훈련(advanced study)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 다든지 일이 년간의 대학원생으로서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나 의지력의 차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케 하기에

는 무리라고 판단되는 대학원생에게 석사학위를 쥐어 명예롭게 내보내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그 이외에는 대학원생으로 입학하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로 박사학위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

자로서의 훈련을 받겠다는 의지나 능력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

자가 많음에 비추어 한번 거르고 혹은 매듭을 짓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석․박사의 이원체제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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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大學院敎育의 方法

1. 徒弟式 制度와 大學院制度

그러면 학자의 양성 또는 학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

원교육과정의 교육방법은 어떠한 무엇이어야 하느냐? 대학원교육방법의 왕도

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학원교육 또는 학자양성 방법을 크게 유형화하자면 대

체로 교수 대 학생의 도제식 방법과 세미나식으로 행하여지는 대학원강의 방

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대학의 학자양성교육(Doktor 및 
Habilitation)은 도제식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미국이나 한국대학에서는 

세미나식 대학원 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도제식이

라고 부른 것은 (학자로서의) 교육이 교수 대 학생간에 이를테면 1 대 1의 관

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학생의 입학 (또는 선발) 자체가 장차 지도교수의 

임무를 담당할 교수의 동의 내지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착안하

여 정의한 것이다. 그러한 정의에 비추어 독일의 Doktor(와 교수자격논문 
Habilitation을 쓰는 학생 선발․교육) 제도는 도제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보

기에 미국 법과대학(law school)의 박사 JSD(혹은 SJD)제도는 도제식인 점에

서 독일의 Doktor와 대단히 유사하다. 이에 비해 미국대학의 대학원의 Ph.D.

제도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원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

험을 보아, 미국의 경우에는 학부입학 때나 마찬가지로 신청서, 추천서, 성적

표, 본인의 자기소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그 실력을 평가한 다음에 실력에 
따라 정원만큼 선발하며, 교육도 주로 세미나 식인 대학원강의(학부강의와 별

개의 대학원생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원제도가 미국

식 대학원교육제도를 모델로 하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도제식 교육과 미국식 대학원강의 사이에 각기의 특징과 장

단점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제식은 지도교수 자신의 자질이나 교수 능

력 및 의지, 학생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 등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여 아주 우수한 학자도 양성해 낼 수 있지만 그저 그러한 학자(우리나

라의 석사학위 소지자보다 못한 학자)의 양성도 가능하다. 미국식 대학원강의

제도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학자로 걸러내고 나머지

는 도태시키는 이를테면 양산체제여서 스승 대 제자간의 학문적 유대(예컨대 

스승․제자관계)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며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생만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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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미국 명문대학의 Ph.D.과정 탈락율은 원래 입학한 

학생수의 반에 이른다). 그리하여 미국식 대학원과정(Ph.D.)을 마쳤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자로서의 자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물론 그 수준이 문제이다). 

다만 미국이나 한국대학에서도 학위논문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일 대 일의 도제식이나 다름없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도제식이냐 세미나식 대학원 강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

면 학문하는 능력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대학원교육

과정은 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대학원과정을 거쳤더라도 

자기 스스로 학문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대학원교육에서는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스스로도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2. 學問하는 能力의 培養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원교육에서 흔히들 하듯이 다른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지식으로서 알게 하는 것만으로 바람직한 대학원강의라 결코 

말 할 수 없다. 예컨대 Carl Schmitt의 결단론, Rudolf Smend의 통합론, Hans 

Kelsen의 규범주의이론이라는 이들 유명한 학자들의 또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

의 열매(소위 憲法觀)를 따먹게만 하는 것이 대학원강의여서는 바람직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무엇을 왜 문제로 삼았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들의 결단론, 통합론, 규범주의이론 

등은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파헤친 연구의 결과

물일 뿐이다. 농부가 되려면 누구든지 농사짓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농사지어 놓은 농산물을 맛보고 혹은 소비하는 것은 농사짓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있다. 학자에게 학문하는 방법은 농부에게 농사짓는 방

법을 아는 것과 같다. 학자는 학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학문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남(농부)이 지어 논 쌀을 맛이나 볼 줄만 알거나 먹을 줄만 아

는 사람이라면 결코 농부라고는 할 수 없다. 자기도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농부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학문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학문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유능한 지도교수라고 하더라도 안내는 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터득하는 것은 학자가 되고자하는 대학원생 본인의 몫이다.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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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를 받아 배우고 어깨너머 터득하며 讀書萬卷하거나 스스로 논문을 쓰

는 사이에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법학방법론｣이라든지 ｢…방법론｣

같은 책이나 강의도 가능한 방법론의 사례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혹은 一目

瞭然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몸에 배어 실제로 문제를 제

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발견하거나 창안해서 활

용하는 능력이 그러한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러한 책을 읽는다고 하여 바로 생

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능력은 대학원생 본인이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Schmitt, Smend나 Kelsen과 같은 훌륭한 학자의 작품을 접하여 읽는다

고 하는 경우에 나도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훌륭한 헌법학(농부의 경우의 농

사)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 고지식하게 그들의 작품을 흉내내고 혹은 따라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은 다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가령 Schmitt를 주

목하여 살펴보자. 그의 정치적인 편력이야 어떠하든 Schmitt의 작품을 읽어보

면 종횡무진한 학문적인 상상력․창의력의 번뜩임에 매료당한다. 그의 작품은 

조문의 형식 논리나 따지는 법학서가 아니라 철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의 여러 역을 넘나드는 (헌)법학을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는 학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폭 넓

은 역의 독서와 사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민법학자가 되겠다

고 민법 책만 평생 읽고 헌법공부를 하겠다고 헌법 책만 줄곧 읽어서는 결코 

훌륭한 민법학자나 헌법학자가 될 수 없다. 법학 가운데서도 헌법학의 경우에 

가장 그러하다. 법학자도 형식적인 변호사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法律家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문제나 사례를 놓고 그것이 민법문제이든 형

법문제이든 행정법문제이든 혹은 헌법문제이든 이에 대하여 법률가처럼 思惟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헌법학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헌법

강의는 물론 민법․형법․행정법을 포함하여 그리고 학부강의는 물론이고 대

학원강의도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청강하고 그에 필요한 독서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민법학자만큼은 민법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파고 들어가 

연구한다고 하는 경우에 민법논문도 쓸 수 있는 만큼의 민법 이해 능력은 갖

추어야 한다. 민법에 대한 이해는 예컨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심층적 이
해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는 철학, 역사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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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등의 비법학적인 인접학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헌)법

학자도 그 이해능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哲學者나 社會科學者나 歷史學者

이어야 한다. 이 같은 인접학문에 대한 상당한 이해 내지 이해능력 없이는 

Schmitt가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바와 같은 학문적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결코 

생겨나지도 발휘되지 아니한다.

3. 大學院生의 讀書

학문을 하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대학원생 스스로 행하는 면 한 觀察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학자가 쓴 

논문이나 저서를 읽을 때 관찰하는 자세로 이 논문 내지 저서에서 저자는 도

대체 무슨 문제를 다루려고 하 는가 혹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논문 

내지 저술을 쓰려고 하 는가 혹은 하필이면 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 는

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 는가, 그 문제를 풀려고 채택한 방법
이 무엇이며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혹시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혹은 ｢나｣

라면 그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 을 터인데 하는 그러한 접근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분석적․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학부생과 달리 대

학원생의 독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저자의 문제의식과 그 문제

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 을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행하는 독서여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자료집, 백과사전류, 인터넷 검색에 의
한 자료 등을 통하여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학자의 논문이나 저

서를 겨우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은 바보라고 할 수 있다. 학

술논문다운 논문이나 저서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자료제공을 위하

여 쓰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술 논문이나 저술 

자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자기 주장(결론)을 펴

기 위하여 저술하는 것이며 자기의 주장(결론)을 설득력있게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접근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학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읽을 때 그곳에서 다루려고 한 문제의 제기가 적절하냐, 그 접근방법이 타당

하냐, 그 주장(결론)이 설득력이 있느냐, ｢나｣(我)라면 어떻게 하 을 것이냐 

등등의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가 

스스로 논문을 쓸 때에도 견지하여야 하는 태도이다. 대학원생의 독서는 그 

자체가 자기의 논문을 논문다운 논문으로 쓰기 위한 훈련이어야 한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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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자기의 학자로서의 훈련이 되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어느 누구의 무슨 무슨 거창한 방법론(예컨대 Smend

의 통합론)에 요술적인 힘(magic)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기가 제

기하려고 하는 문제가 과연 적절하냐, 만약 적절하다면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채택한 접근방법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남이 이미 제기한 바

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바로 그 접

근방법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모방에 불과하다. 남이 제기하지 아니한 그러나 

적절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기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아내는 문제가 중요하다. 접근

방법의 적절여부는 자기의 주장(결론)을 설득력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냐 아니

냐가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주장을 가장 설득력있게 만

들어 주는 접근방법이 가장 훌륭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가 사용한 접근방법이 이미 다른 학자가 개발하여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유명한 학자가 개발한 방법론이라고 하여 자기가 제기한 문제의 풀이에 

언제나 적절한 방법론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제기한 문제의 풀이에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아내는 일도 창의력을 요구

하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의 문제 풀이에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을 발견하고 

혹은 창안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미 제기하 던 바

로 그 문제를 그러나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결과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채택한 접근방법에 의하면 설명이 더 잘 

될 수 있다든지 혹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일 수 있다.

4. 問題提起能力: 論文主題의 選定

그러면 적절한 문제의 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헌법학자로서의 훈련을 

가정한다면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헌법에 대한 이
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로서의 훈련의 문제와 관

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동어반복이라 할 수 있다. 

학자로서의 훈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로서의 훈련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이다. 아무튼 적절한 문제제기의 문제를 대학원생의 학

위 논문의 주제는 무엇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물음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여 보자. 사실 course work을 다 끝내고 학위논문을 쓰는 단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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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지도교수를 찾아가 “논문주제를 어떻게 잡을까요?” 하면서 상담을 요청

하면 지도교수는 자기의 문제의식이라든지 학계의 동향이라든지 대학원생의 

능력이나 관심사항을 감안하여 논문주제를 정하여 주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며 

혹은 의논에 응하여 그것이 좋겠노라고 본인이 정한 주제에 동의나 지지를 보

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논문주제로 잡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아니하여 헤매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박사과정생의 경우에 대학도서관의 학

위논문요지집(dissertation abstracts)을 찾아 우선은 여러 해 분의 논문제목만 

한번 주욱 훑어보는 것이 좋다. 훑어보는 과정에서 흥미있는 제목이 나오면 

요약문을 읽어보고, “별로”라고 생각되면 다음 논문제목으로 넘어가며, 만약 

읽어 본 요약문이 흥미를 자극하면 논문전체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학위논문의 제목이나 요약을 죽 읽어보는 과정에서 좋

은 감(inspiration)이나 생각(idea)이 떠오르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논문의 제목, 경우에 따라서 그 요약문이나 나아가 그 전문을 죽 읽어보는 일

을 그 범위를 넓혀 예컨대 公法硏究나 憲法學會誌 혹은 관련된 다른 논문집 

여러 해 분을 놓고 위에서 학위논문요지집을 살피는 요령에서처럼 죽 살펴보

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문으
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느 주제는 이미 논문으로 

다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그 주제를 다른 접근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

다는 가능성을 탐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다른 접근방

법에 의하여 기왕의 논문에서와는 다른 주장(결론)을 이끌어 내 증명해 낼 수

도 있는 가능성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논문은 그 주제와 접근방법

과 주장(결론)이 문제가 되며, 접근방법이나 주장(결론)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
의 논문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더라도 무방하거나 학문적으로 

더 훌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학문은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렇게 논문주제를 잡으려고 탐색하는 과정을 위하여 2․3개월을 보낸다고 조금

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논문주제를 선정하기 위하

여 학위논문요지집이라든지 公法硏究지 등을 살피는 경우에도 위에서 이미 언

급한 바 있는 다른 학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분석적․비판적으로 관찰하며 읽

을 때의 요령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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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위논문 등은 주제와 접근방법 및 주장(결론)의 문제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아니한 주제나 접근방법 또는 주장(결론) 등에 걸쳐 가장 

최신의 생각(idea)과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에 다룬 것인 까닭에 적어도 

자기 논문에 관련된 주제나 접근방법이나 주장(결론)에 관한 한 자기가 이 세

상에서 가장 잘 그리고 깊게 알게 되며(즉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정도

로 알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학위논문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 어
떻게 보면 이러한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대학원교육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므로 대학원교육은 가장 최근에 박사학위논문을 마치고 교수가 된 학

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수는 가장 최신의 학설이

나 이론 또는 방법론을 터득하 거나 접하 거나 개발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

의 대학원강의를 통하여 대학원생들은 그 분야의 발전하고 있는 최신의 학설

이나 이론 또는 방법론에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대학원생들이 
젊은 학자가 되어 이들을 통하여 다시 더욱 나아간 학설이나 이론 내지 방법

론의 개발․발전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하지 아

니하는 학자도 대학원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그리하

여 대학원강의는 상대적으로 중요치 아니한 편한 강의 정도로 그리고 학부강

의가 오히려 중요하고 어려운 강의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학자로 연륜이 쌓이면 젊은 학자가 아직 가지
지 못한 지혜(wisdom)와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원로가 원론강의를 

신진기예가 대학원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외국의 예는 일리가 있다. 학자로서

의 연륜도 쌓이지 아니한 새파랗게 젊은 교수가 법학개론을 담당하고 나이 든 

교수일수록 대학원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이러한 것이 반

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5. 自己 理論 및 論文의 點檢

위에서 학위논문의 주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물음을 중심으로 하여 학

자로서의 문제 제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논문의 구상이 끝나고 

이제 논문의 작성을 시작하여 초안으로나마 어느 정도 완성되어간다 혹은 완

성되었다고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제대로 하고 있

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더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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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행하려고 하는 주장이 도대체 씨가 먹히는 이야기인지 알고 싶다. 어떻

게 할 것인가? 내가 학위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님 중의 한 분은 대단히 우수

하나 내가 다루는 주제에 관하여 문외한인 학부생을 붙들고 읽어보게 하여 그

를 설득할 수 있으면 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설득력

이 없는 것이라는 권고를 해 주시었다. 내 생각으로는 대학원에 갓 들어온 대

학원생 후배에게 읽어보게 하여 자기 주장의 설득력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 다든지 새로운 주장을 편다

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교수의 경우에는 대학원 강의는 논문이나 저서를 통하여 전개하 거나 개발

한 자기의 주장이나 이론을 점검해 보는 가장 훌륭한 場이 된다. 사실 대학원생

들에게 읽혀서 그 논리의 합리성에 대하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론이나 

주장이라면 기성의 다른 학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점은 분명하

다. 교수의 경우에는 물론 학술대회니 세미나니 논문집이니 하는 자기의 이론이

나 주장의 합리성이나 설득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이 있다. 그러나 내게는 

대학원강의는 내 논문이나 저서에서 전개한 이론의 설득력을 점검해 보기 위하

여 활용한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이었다. 대학원생들에게 읽혀보아서 그

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로서는 그 분야

에 관한 가장 최신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접근방법에 접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동료 및 선후배들로 구성된 독서클럽이나 자그마한 세

미나를 조직하여 이 곳에서 발표하여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목

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점검방법이 된다. 특히 지도교수에게 면담하러간다

고 하는 경우에는 가기 전에 반드시 논문의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한다. 

자기 자신의 논문작성 및 대학원생의 논문지도를 오래 해 보면 사실 논문목차

만 보아도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이야기가 되는 논문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자기 자신의 논문점검을 위하여도 목차를 만들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작

업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차의 순서를 비롯하여 그것이 논리적으로 혹은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도교

수 및 논문심사 위원회가 논문점검의 장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위에서 대학원생의 독서의 태도 내지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 거니와 그것은 

대학원생으로서는 독서를 학자처럼 사유하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훈련시키는 

방법 내지 장치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학자로서의 자체 훈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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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지 장치는 기말 리포트(term paper)이다. 대학원강의 기말 리포트를 학점

이나 겨우 따는 형식적인 요구조건의 충족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기말 

리포트의 주제를 가지고 예컨대 학위논문을 쓴다고 상정하고 의도적으로 주제

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서론), 논의를 전개(본론)한 결과 일정한 자

기 주장에 이르 다(결론)는 형태나 체제로 각주 및 참고문헌까지 첨가하여 

작성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보다 더 훌륭한 논문작성의 자체 훈련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 학기에 두세 개, 코스웍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여러 개의 논문작성의 자체 훈련을 스스로 행한 결과가 되어 학위 논문의 작

성이 겁나지 않게 된다. 겁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논문작성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대학원생으로서의 독서의 방법과 함께 기말 리포트의 작성의 방

법이야말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논문작성의 훈련방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의 법학전공 대학원생들은 자기들의 논문을 싣는 자기들의 논문집

(법학연구)을 발간하고 있다. 나는 대학원생의 논문집에 대하여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원교육은 전공분야의 학자 양성이 그 

목표이다. 그러므로 기성의 학자라면 가져야 하는 학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

는 것이 대학원교육이다. 그렇다면 기성의 학자들이 논문을 싣는 기존의 전문

연구논문집에 실릴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을 쓰게 하는 것이 대학원교육의 일환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격려하고 지도하여 우선은 기존의 전문연구논문집에 

실릴 수 있는 을 쓰게 하고 그리고 과연 그러한 이라면 지도교수 등이 이

를 실릴 수 있도록 추천해 주어(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논문집에 게재케 하여야 한다.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끼리의 

을 책으로 논문집이라고 하여 발간하는 일은 학부생의 경우라면 모르지만(학

부생의 경우에는 예컨대 Fides가 있다) 대학원생들의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적합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논문집에 실린 이 교수나 연

구원의 공개채용시 제대로 된 논문으로서의 대접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대학원생 교육이라면 아이들의 티를 벗게 하여야 한다. 전문학자의 양성

이 목표인 까닭이다.

6. 大學院敎育의 理想과 現實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원교육은 학부에서 법학을 배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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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전공법학분야의 학자로 양성해내는 강도 높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예컨대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을 당당한 법률학자로 혹은 법률사학자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러한 만큼 대학원생으로 병역연기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 준비공부를 병

행할 수 있게 하는 이를테면 part-time 대학원 공부가 가능하고 법조인이나 회

사의 full-time직원이면서 일주일 몇 시간 말미를 얻어 대학원강의를 들어 대
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part-time 대학원 공부가 

허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학원교육은 위에서 본 대학원교육의 원래의 목표에 비

추어 결코 있을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full-time의 사회적 직위나 

활동에 종사하면서 part-time으로 학점만 이수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얻

을 수 있게 하는 대학이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대학원교육은 우리나라 이외

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한편으로는 학부에서 이미 같은 계열의 전공을 한 사람

을 상대로 하여 대학원강의를 행하는 까닭에 사실 대학원강의의 강도가 약하

더라도 그 부족함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고 할까 자리가 안 난다고 

할까 그럭저럭 구색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그

들의 part-time출석을 허용하더라도 그들에게 별로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입학시험 등 대학원 진입시 대체로 타
전공 또는 타과 출신은 꺼리며 이들의 입학이 용이하지 아니하게 짜여져 있다

는 사실과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시행하는 대학원강의의 강도

만으로도 타전공 출신은 따라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교육을 강도 높

게 시행한다면 학부전공자라고 할지라도 part-time 대학원 공부는 불가능할 것

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원교육의 목표는 타전공 출신이더라도 전공분야의 

교수로 양성해 낼 수 있는 강도 높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한 학기 내 외국 저서 한 두 권의 책을 놓고 그 

책의 章을 나누어 한 장을 준비해 와서 발표하고 혹은 발표한 것을 레포트로 

제출하는 것으로 학점이 나가는 그러한 정도의 대학원강의로는 학부 전공자이

든 학부 비전공자이든 그리고 part-time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대학

원 공부를 따라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정도나 강도의 대학원교육으로 

제대로 된 학자를 양성해 낼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외국에서 2년이나 3년만에 박사학위를 따 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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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사람을 마치 천재이기나 한 듯이 우러러 보고 7년 또는 8년이나 걸려 

따 왔다 혹은 10년만에 따왔다고 하면 그 동안 무얼 했다는 건지 저 사람은 

혹시 놀았거나 무능해서 그런가 아니야? 하며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몇 년이 걸

렸다 하는 것은 대등하게 우수한 지능의 소유를 전제로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전공분야에 따라 다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 양성제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분야보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생일 때 대학

원생들 사이에 전해오는 소요기간의 잣대가 있었다. 자연과학의 경우는 미국

학생 평균으로 2년이며, 인문사회분야 중에서는 경제학이 가장 빨라 경제학의 

경우는 3년이 걸리며, 내가 다닌 정치학의 경우는 5년이 걸리고, 역사학의 경

우에는 7년이 걸린다고들 하 다(여기서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석․박사 통합
하여서이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좋게 나와 자기가 찾고자하는 

원리를 발견해서 수식화에 성공하면 논문 자체는 50쪽도 넘지 아니한다고 한

다. 한편 역사학이나 철학을 한번 상정하여 보자. 그것이 어디 2년이나 3년에 

끝날 일인가? 둘째로 가령 도제식 제도의 경우에는 최소한․최대한의 연한에 

관한 요구 사항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문훈련의 발전정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에 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제도의 경우에는 석사는 1년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2

년의 요건이 존재하며 박사의 경우에 일정한 수의 학점을 이수하여 논문자격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예컨대 최소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그리하

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령 법학분야 같으면 대학원생이 되어 도저히 2년이

나 3년 안에 박사학위를 딸 수 없게 되어 있다.

연한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인문사회과학분야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전개

하여 보자. 가령 우수한 full-time대학원생으로 아주 열심히 인문사회과학분야

의 독서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것도 ․독․불 등 외국어로 독서한다고 하는 

경우와 국문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쉬지 아

니하고 독서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1년에 도대체 몇 권의 전문 역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를 상정하여 보자. 그리고 2년이나 3년 안에 몇 권의 책이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상정하여 보면 2년이나 3년만에 박사학위를 땄
다고 하는 것은 몇 권의 책도 읽지 못하고 인문사회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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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년이나 3년만에 박사학

위를 땄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원체제에서 일정

한 학점 수를 따게 하고 몇 년의 수학기간(residence requirement)을 요구하며 

논문제출자격합격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쉽게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우
리나라 대학원교육의 강도를 논의하 거니와 우리나라 대학원교육제도는 학자

양성이라는 대학원교육 본래의 목표에 맞게 그 수준과 강도를 높여 교육을 시

행하고 대학원생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짐

이 없는 학자양성의 체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제를 갖춘 만큼 내

실을 더욱 기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체제와 상황 

하에서도 훌륭한 교수의 지도 하에 본인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 다고 하는 경

우에 우리나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에서 2년 3년 안에 딴 박사학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수한 학자의 훈련을 받은 박사학위의 소지자임을 자타가 

자신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Ⅳ. 大學院生과 敎授의 關係

대학원교육을 통한 학자로서의 훈련은 일차적으로는 학자를 꿈꾸는 대학원

생 자신의 몫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훈련의 제도를 갖추

어 놓고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대학원교육을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결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다. 아마도 도제식의 학자 훈련 제도의 경우보다는 대학원체제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대학원제도는 도제식에서처럼 개인 대 개인 레벨에서 지도하

기보다는 객관적인 강의 학점취득을 통하여 본인이 따라가며 학자의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따

라가며 학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지 아니하면 대학원교육은 간판취

득이나 ‘학연 맺어 무리 짓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원제도는 강의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학점 이수를 위하여서라도 여러 다양

한 강의에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교수의 다양한 

강의를 통하여 여러 교수의 좋은 학자적 자질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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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나 좋고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하

느냐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대학원생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딸려 있다. 그

러한 만큼 이 같이 열려있는 다양한 선택의 대상을 놓고도 어느 한 교수의 그

것만을 편식하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대학원제도가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릴 줄 모르는 우둔함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편식은 학문의 경우에도, 학자로서의 훈련의 경우에도 결
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학자로서의 자질이나 수준이 의심스러운 교

수를 놓고 그가 단지 까다롭지 아니하다든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향력

이 있어 그를 지도교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취직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그 

교수만을 따르고 편식하는 것은 학자를 지망하는 그를 위하여서나 대학을 위

하여 그리고 학문을 위하여 끔찍한 재앙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후에 교수

가 되어 또 그러한 스타일로 후배 학자를 양성할 것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대학원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측의 자질과 책임의 문제를 크

게 제기한다. 교수에 따라서는 대학원생의 학자로서의 교육․훈련보다는 스승-

제자라고 하는 인맥 형성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교수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관찰에 의하면 육신의 부모가 유전자형질을 자식에게 

남기듯이 교수는 교수로서의 그리고 학자로서의 생각이나 태도나 가치관 등을 

알게 모르게 제자에게 남기게 마련이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듯이 스
승을 보면 제자가 어떠한 교수 또는 학자일 것이냐의 점을 신기할 정도로 알 

수 있다. 훌륭한 학자 밑에서는 훌륭한 학자가 배출된다. 그러므로 좋은 유전

자를 남기듯이 교수나 학자는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좋은 자질, 학문하

는 태도 등을 남기도록 애써야 하며 그것은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책임

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학자양성과정인 대학원교육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수 그리고 학자는 교수답고 학자다워야 한
다. 특히 학자로서 자기의 학자로서의 자질과 학문하는 태도와 자세, 열정까

지, 학자로서의 모든 것이 후대 학자에 의하여 전승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

라. 그러므로 대학원교육이란 학자로서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과 자세를 가다

듬어 임하여야 할 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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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duate Education in Law

Dai-Kwon Choi
*

6)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what goals university graduate education 

particularly in law is supposed to achieve and how on the basis of life-long 

personal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both as a graduate student and as a 

professor. How to differentiate graduate education either from undergraduate 
education or from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is conducted usually at 

graduate level in a typical American universities is one of the key questions 

raised to answer here. The question becomes complicated in Korea by the 

facts that undergraduate education is not well differentiated from graduate 

education in its goals and approaches beyond its formal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a beginning college student enters a particular department of 
university from which he graduates practically without a chance to change his 

major which he has to choose when he enters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of 

a particular department are mostly those who were the undergraduates of the 

same department; professional subjects such as law, medicin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re those of undergraduate education; and so on. Proposals to 

reform undergraduate education toward a general education with graduate 
education professionalized and to reorganize professional subjects into those of 

graduate-level professional education have recently been hotly debated.

Scholarly training is assumed here as one of the major goals which 

graduate education is designed to achieve. Consequently, graduate education is 

differentiated both from undergraduate education whose main goal is supposed 

to provide a general education to students among others as enlightened 
democratic citizens and from graduate-level professional education whose goal 

is to train students as professionals such as lawyers, medical doc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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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s. Naturally the proper but really hard questions to ask are of what 

scholarly training methods ought to be in graduate education. Broadly 

speaking, there are two methods for scholarly training: apprentice institution; 

and American style graduate program in which regular graduate courses are 

offered separate from undergraduate classes. In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German Doktor and Habilitation inistitutions and American law school's JSD 
or SJD programs are of the former kind, and Korean graduate programs of 

masters of law and doctoral programs are of the latter kind of institution 

modelled after American institution of graduate education in others than 

professional majors.

Whatever institution it may be,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of how 

best to train graduate students as scholars. For that matter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and logical mind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s 

of scholars along which to foster students in graduate education. A number of 

practical guides and examples are suggested for the purpose in reading, 

writing terms papers and dissertations, and graduate seminar classes both for 

graduate students and for professors in charge of graduate program and/or 

teaching graduate courses. All these matters attain implications of the 
immediate importance for law school debates in Korea. Many assume without 

ground that law school's graduate-level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is 

inimical to scholarly training in law.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emphasize graduate program in law primarily as that of scholarly training and 

also to suggest that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is not necessarily inimical but 

harmonious with regular graduate education; professional and scholarly 
programs can be run either as separate programs or as a joint ven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