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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 **

洪 光 植

***

1)

Ⅰ. 일반적 고찰
가.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사이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
기 마련이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에 법이 있듯이 법률가도 있어야 한다. 법률가 내지 법조인의 개념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른바 법조삼륜은 제각기 그 입장에서 사법을
통하여 공동사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 나아가 사회정
의의 실현이라는 공동목적에 봉사하는 직업인이다. 이러한 직업인인 법률가의 소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양이나 자질의 의미를 사전에서 알아보면 素養은 사전
에 평소의 교양, 평소에 닦아 쌓은 교양이나 기술을 의미하고, 資質은 타고난 성
품이나 소질이라고 하며, 素質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능력 따위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위
하여 법이 있음은 물론이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만이 법제도로
하여금 존재이유를 있게 한다(Hominum causa jus constitium est).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법
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가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가는 어떠한 소양을 가져야 하는 가는 결국 그 시대 그 사
회의 문화, 윤리도덕 등 종합적인 문화적 요구와 관련되는 것이다.
G. Radbruch 는 그의 법철학입문에서 법철학은 그 요소를 일부는 사물의 본성

* 이 글은 2004년 10월 30일 개최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 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이 글은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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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 der Sache)에 다른 일부는 인간의 본성(Natur der Menschens)에 두고 있다

고 하고, 인간의 본성은 恒久的인 요소이고, 사물의 본성은 법철학에서 可變的인
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사물의 본성은 입법자가 발견하고 그의 규정에 복종시키
는 자연적, 사회적 및 법률적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본성이란 사물의 본질, 사물
의 의미 즉 생활관계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끌어내는 객관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1)
앞선 G. Radbruch 의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의 연구는 이건 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소양은 법률가라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로
보아 항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지, 사물의 본성의 문제로 보아 가변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21 세기의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 형태로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고 이러한 사회상을 전제로 하여, 그 위에
서 법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법률가는 어떠한 소양 내지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를 논할 수 있다. 법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자연현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인간현상 내지 정신현상과도 구별된다. 사회현상은 類型性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관한 법학은 대표적인 사회과학의 하나라고 할 것이고, 類型性을
가지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적․보편적 방법과 정신과학적․특수적 방법과 병행
하는 중간적인 개념으로서 상대적․역사적 개념이 문제되며, 이 영역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이러한 상대적․역사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 개념은 곧 現實態라
고 할 것이나 이것은 심히 복잡하고 항상 변화하거나 발전의 과정에 있는 이것
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 이념형(Idealtypus) 의 구성’ 을 필요로 한다.2) 법률을 해석
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도 결국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요구를 벗어날 수는 없는바,
그 시대의 법률가의 이념형 내지 이상적인 법률가상을 상정하고,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항상 연구하여야 하는 테마이다.

나. 변화하는 사회와 법률가의 소양 그리고 역할
⑴ 우리 법률가가 활동의 전제로 삼고 있는 현행 사법제도도 우리의 사회적,
1) Gustav Radbruch, Vorschule der Rechtphilosophie, s. 20-21 Vandenhoeck & Ruprecht
in Goettingen.
2) 이항령, 법철학개론(박영사, 1975),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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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의 법률가에 대한 요구를 분
석함에 있어 사회, 경제의 구조 자체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화되었으므로
현재의 사법제도 나아가 법률가가 예상하였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형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개혁에 대한 연구나 요구는 사법제도 자체의 현상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에
관한 것은 많으나 먼저 현행의 사법제도가 예상하고 있던 사회가 어떠하였는데
어떤 경위로 이러한 사법제도가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제도를 개혁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예컨대 미국 로스쿨제도
를 도입하면 그 제도는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기반에서 탄생하였고, 그 제도가
성공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와 합당할 것인지 상당한 시
일을 두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원하는 법률가의 이
상(理想)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제도의 변혁은 이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점
을 확실하게 정해 두지 않는다면 개혁이나 개선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개
혁이나 개선은 이상적 상태와 현재 상태의 괴리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종합적으로 발견하여 개혁하는 방향을 설정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
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법률체계에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
만, 현재 변호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의견
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2 조 5 호에서 규정한 “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
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 이 한국사회가 바라는 법률가의
이상을 일단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
행중인 사법개혁에 있어 그 출발점이라고 할 법률가의 이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가에게 어떠한 영역의 활동을 요구할지 하는 문제도 법률가가 갖
추어야 할 소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괴로운 기억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의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일본이 繼受한 대륙법계를 계수하여 법률구조면이나 법
률가의 활동영역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 주제를 논의함
에 있어 일본의 분석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조는 하되, 우리
사회가 일본의 피지배국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의식, 사회의 법에 대한 인식
등 법사회학적인 검토가 선행된 다음,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분석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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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맞게 응용하여야 할 것이다.
⑵ 어떻든 일본이 사법제도개혁을 함에 있어 일본사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일본사회상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본은 현재 버블경제가 초래된 후 수습이 되지 않은 채 십수 년 경과하고 있
는 시점에 있는데, 버블경제가 왜 발생하였는지가 학계에서 계속 다루어져 왔고,
머리가 좋고, 지금까지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관료가 경제를 끌어왔지만 경제상황
은 나아지지 않았다. 버블붕괴 후의 전말에 관해도 ‘ 잃어버린 10 년’ 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버블붕괴 후의 일본사회, 일본경제를 어
떻게 전진시켜, 다시 빛나는 일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일지 하는 점에 관해,
일부 사람들은 ‘ 그것은 아마 ｢바로 이것이다｣고 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행정의존형 사회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일본은 행정이 전부 도맡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법으로 나갈 기회가 없었
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막부 말기에 막부가 미일화친조약 등, 여러 나
라와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일본이 선진국의 식민지로 되어 버린다는 위기감을 가진 명치유신의 리더들이
하루라도 빨리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은 산업이라든가 군사뿐
만 아니라 법체제에 있어서도 근대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871 년에
이른바 岩倉使節團을 아메리카와 유럽에 파견시켜 외국의 법체제를 공부해 오게
하여 기본적으로는 프로이센의 헌법을 모범으로 삼아 명치헌법을 제정하고, 나아
가 민법, 형법, 기타 다양한 근대국가에 필요한 법체제를 정비하고 놀라울 정도
로 단기간 내에 일본은 세계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大久保利通
을 선두로 하는 관료의 힘, 이른바 중앙에서 행정을 지도한 일본의 리더들, 관료
의 파워가 큰 힘이 된 바가 많았으나 너무 지나쳐 제2 차 세계대전에서 심한 패
전을 당한 일본이었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부흥을 이루어 아메리카에 이어
제2 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이것은 실로 중앙관청, 행정, 관료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그 사이 일본은 이 행정에 이끌려, 행정에 의존하는
의존형 사회로 물들어 버렸다.
행정주도의 사회는 명치유신 후에도 그랬고 전쟁 후에도 그랬던 것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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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문제시되고 있는 원인은 앞 시대와는 달리 현재 관료에
게 지도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다시 부흥하려면 행정에 의존하는 의존형의 사회 운
영이라는 것을 극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의 힘으로 살
아가게 하여야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일본이 확실히 경제적인 수치
는 좋으나 내용을 보면 나라나 지방공공단체, 특히 지나치게 나라가 실시하는 공
공사업에 매달려 있는 공공사업의존형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여러 외
국에 비교하면 대단히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존형의 경제, 그리고 또 의존
형의 개인생활을 자립형의 구조로 전환시켜 가며, 자기의 진정한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며, 자기의 진정한 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게 하거
나 극복해 가게 하는 것 이외에는 일본을 부흥시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
국, 그들은 국제적인 자유경쟁의 물결도 밀려들어오고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관
료주도의 안정된 경제체제를 부활시켜, 종래의 꿈을 한 번 더 재현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자립을 지지하는 혹은 자유경쟁의 세계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회를 통제하는 법규범이 필요하고, 또는 그 경쟁
의 와중에 생겨 나오는 사회적 약자를 구조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며, 자립을 지지
하는 것으로서는 사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지팡이로서 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한
다. 나아가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사법을 강화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자립을 도와
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법의 역할
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지금까지 사법은 기회가 없었고 행정만 있으면
되었으나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의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한다.3)
⑶ 일본에서는 京都대학의 佐藤幸治교수가 좌장으로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2001 년 6 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 년간의 심의의 결과 큰 개혁안을 내었고

그에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는 사법개혁은 3
가지 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 비로소 법이 血이 되고 肉이 되도록 침투시킨다. 법의 혈육화,
법사회화를 만든다. 지금까지의 馴合形의 사회․행정에 찰싹 달라붙어 의지하는
사회로부터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는 개인․기업이 자립하여 살아가는 법의 지
3) 久保井一匡, “司法改革の行方 ― これからの辯護士像 ―”, Jurist, 2004.4.1, 1265號,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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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확립시켜간다는 것이 첫 번째 시점이다.
두 번째의 목적은, 국민에 대해서도 통치객체 의식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운영의 주체이고, 국가 운영의 주체라
는 통치주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통치객체 의식을 극복하고, 통치주체
의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세 번째는 법조의 역할을 재평가한다고 할지, 형체가 희미한 존재, 마이너적인
존재였던 법조의 역할을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국민과의
접점을 설정해 도움이 될 것 같은 형태의 것으로 자기개혁하여 갈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4)
일본의 경우에는 법이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지배하게 되는 法化社會라는 관
념을 두고 일본 명치유신 이래 시급한 근대화를 위하여 종래의 행정중심이었던
사회를 시장중심형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사법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구체적으로 ㈎ 경제의 글로벌화와 규제완화, ㈏ 기업의 행동원리의 변화,
㈐ 행정절차의 투명화와 정보공개, ㈑ 시민의 권리의식의 변화 등을 큰 방향의
변화로 예상하고 있다.
⑷ 일본에서는 사법개혁을 하면서 법률가가 사회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서 과거 일본의 법률가의 활동영역은 구미에 비해서 너무 좁고, 예를 들면, 미국
에서는 정치가의 대부분이 변호사이고, 독일에서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법률자격
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사회 활동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반성
하고 있다. 미국의 43 명의 대통령 가운데 27 명이 법률가출신임에 비추어 일본의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미국에서의 판사 내지 법률가의 지위에 관하여 Bickel이 법원 나아가 판사가
그 사회의 영속적인 가치의 판단자 내지 수호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란 단순한 다수지배 이상의 무엇
이며 따라서 민주정부에서는, 그 사회의 ‘ 영속적 가치(enduring value)’를 정부의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가치를 수호할 것인가? 의
회나 행정부는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그다지 알맞지 않다. 의원들은 선거
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시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판사들은 여
4) 久保井一匡, 앞선 글, Jurist, 2004.4.1, 1265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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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교육 및 현실로부터 격리를 누리며 또한 누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
의 영속적 가치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고 피력했다.5)
Stone 판사는 판사의 이러한 기능을 ｢冷徹한 再考(sober second thought) ｣라고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추상적 법규가 생생한 사건으로 대두된다는
이점이 있다. 추상적 원칙은 사법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이는 모든 사람의
견식을 넓혀준다. Rostow 는 “ 대법원이 교육적 기관이며 판사들은 지극히 중요한
국가적 세미나의 선생님들(educational body teachers in a vital national seminar)”
이라고 했다. Mason 교수(Virginia 대학) 도 “ 대법원은 지극히 중요한 교육적 임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자유정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고 말한
다.6)
로스쿨의 교육목표에 있어서도 예일 로스쿨은 학생들을 단지 법률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리더를 길러낸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낮춰
봉사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참된 리더십을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7)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개혁에 있어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법률가들에게 어
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법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국제화시대와 법률가의 상황
⑴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는 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나
국제화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일치하지 않지만, 일반적
으로는 국경을 넘어서 유통하는 사람, 물건, 돈, 기술, 정보 등의 양이 현저히 증
가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의미의 국제화는 특히 경제의 분야에서 현저하
고, 지금은 세계 속의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기 나라 하나 만의 경제
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사회의 국제화는 앞으로도 점점 더 진전되어갈 것은 틀림없다.
사회의 국제화로 인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국제성을 가지게 될 수

5) 이상돈,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학연사, 1985), 20면,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1963), p.30에서 인용.
6) 이상돈,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학연사, 1985), 20면,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1963), p.30에서 인용.
7) 봉욱, 미국의 힘, 예일로스쿨, 29면, 조선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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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될 법조에 대하여도 국제화에의 대응이
요구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의 이해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외국법의
이해를 포함하여 국제성을 갖춘 법조의 존재가 사회의 인프라로서 불가결하게
되었다. 최근까지는 법조에 국제성을 바라는 것은 섭외실무에 관계한 변호사에
한하였고, 이러한 변호사는 ｢섭외변호사｣ 혹은 ｢국제변호사｣로 불렸고, 법조 실
무전체 가운데 원칙적으로 국제적인 안건만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21 세기에는 우
리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법적 문제가 국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법률가의 전원에게 국제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거래의 예로 생각하여 보겠다. 인터넷의 리얼
타임성, 글로벌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무릇 국제거래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시민이더라도 용이하게 국제거래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주부도 프랑스에 있
는 화장품회사에 주문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거래에 관하여 한번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상담하게 될 것인데 상담을 받은 변호사에게는 그 해
결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그러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국제화로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법은 국가의 주권에 기
초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법이 적용, 집행되는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배영역과 일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안건은 국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현실의 세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결의 기준으로 되는 법은 국제법 등은 별도로 하고 원칙으로

국경 을 초월할

수 없다. 그 결과 각 나라의 서로 다른 법이 관련되어 있다는 ｢법의 세계｣의 실
정이 존재한다. 국제성을 가지는 법적 문제의 분쟁의 어려움은 이 점에 있고, 국
제화시대의 법조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⑵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 ― 외국인변호사 독무대
우리나라에는 외국과의 국제적인 법적 분쟁을 담당할 만한 국제적인 변호사도
거의 없고 국제적인 분쟁처리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일보
2004. 10. 12.자에 “ 무역분쟁 ― 외국인변호사 독무대” 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지난 2004. 1. 미국과 EU 가 국내 하이닉스가 만드는 D 램 반도체
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외교통상부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패널설치란 쉽게 말하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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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하이닉스측은 엄
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이 소송에서 외국인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유는 국내에선
마땅한 전문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측은 “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
는 중요한 소송인만큼 경험이 많은 외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해
명했다. 국익이 걸린 첨예한 국제통상분쟁에서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맡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국회에 제
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5 년 이후 발생한 WTO 무역분쟁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14 건의 분쟁사례 가운데 13 건을 외국변호사들이 담당했다.
“ 국내변호사들은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고 국제 무역분쟁 소송경험이 적으며,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수임료도 비싸 국내기업들이 외국변호사를 선호한다” 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련 국제무역분쟁사건은 대부분 미국 워
싱턴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외국 전문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 WTO 에 제소된
우리나라의 국제통상분쟁은 2002 년 4 건, 2003 년 7 건, 2004 년 6 월말 현재 5 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상 분쟁은 변호사수임료가 비싸 건당
50 만 달러∼100 만 달러( 한화 6 억 원∼12 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통상분쟁은 국익이 걸린 첨예한 문제이고 재판과정에서 국가기밀과 기업
비밀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분쟁 해결에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기
고 있는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평도 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1965 년에 도요다를 미국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1 년에 일본

변호사들을 50 여 명씩 80 년대 초기까지 매년 보내왔고, 그렇게 해서 일본변호사
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800 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150 명 내
지 200 명 정도는 미국변호사자격증도 있고, 뉴욕에 지금 남아 개업하고 있는 변
호사 만해도 백 명 정도에 이른다. 그런 일본의 조차도 법과대학원도 현재 법조
의 좁은 활동범위를 전제로 한 실무기초 커리큘럼에 치우치면 국제적 통용성이
없으며,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수료해도 미국의 로스쿨 등으로 유학하지 않으면
국제적 통용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유일한 대응책은 우리 변호사가 국제적 소양을 몸에 지니고 외국변호사와 대
등한 조건 아래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이다. 서
구인들의 법을 모르는 것은 물론 legal mind 도 훈련받은 자격있는 국제변호사도
없이 어찌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우리
법률가들이 체감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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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앞서 본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2 조 5 호에서 “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 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법개혁위원회는 일단 국제
적 경쟁력이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국제화의 큰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전후 50 년 많은 수의 일본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우수한 제품을 팔아치워 ｢메
이드 인 제팬｣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으나, 지금은 제품의 강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언제 약점을 잡힐지 모른다. 그러한 분쟁이 생기고
나서부터의 대응은 늦다. 책임있는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변호사를 동거자로 두
고, 평생 투자가와의 적정한 관계의 유지, 시장에의 바른 정보개시 그리고 소송
대책 등 法律的인 危機管理를 해두는 것은 필요하고, 사회에의 의무이기도 하다
고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의 세계에서도 많은 일본인이 아직 생
각하지 못한 劇的인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영미법이 타국의 법률을 압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0 년 전까지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서 국제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에 교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법률을 사용하
는 가는 암묵의 룰이었다. 그러나 90 년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영미법이 세
계 각 나라에 침식하기 시작해, 국제거래상의 세계표준으로서 認知되고 있다. 당
사자가 영국, 미국 국적인 경우에 영미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영미
이외의 국제계약에서도 지금은 영미법을 많이 사용한다.9)
세계적인 대세를 우리가 좌우할 수 없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의 송병락 교수의 명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사
는 나라가 되는 길’ 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사람을 상대로 노력하면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세계법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미법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국
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다 영미법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영어 등에 의한 의사전달능력 협상능력을 갖춘 유능한 법률가를 적극적으

8) 이동호, 황초령에 부는 바람(느티나무, 1996). 서울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
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호 변호사의 자서전적인 소설
로 미국법률시장의 상황을 적은 부분이 있다.
9) 池田祐久, “ロ-敗戰 若き國際辯護士の警告”, 文藝春秋, 2000년 10월호, 268-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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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이번 사법개혁은 일본 기업 내지 경제계에서 국제화된 시대에 너무 뒤
떨어진 일본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상근 국제변호사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의 사법시스템에도 革命 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 내지 경제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Ⅱ. 재판의 본질과 바람직한 법률가상에 관한 여러 견해 등
가. 재판 내지 사법의 본질
⑴ 사법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재판 내지 사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근
본적인 문제에 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판사들은
“ 재판의 목적은 절대적 혹은 객관적인 진실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룰

을 원칙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고 결론을 짓는다. 판사는
오로지 심판할 뿐 나쁜 사람을 함께 때려 줄 수 없다. 그리고 좋건 나쁘건 변호
사는 타협․화해를 받아들인다.11)

⑵ 당사자의 승복 그리고 판사 내지 법률가의 정성
재판이란 하나의 사건의 처리를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이면
에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 8.에 퇴임하신 조무제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우리가 재판에
서의 당사자의 승복이라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당사자로부터 승
복당하는 재판의 공통점은 심리와 판단에서 법관의 정성이 드러났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점이 진실임을 우리는 선, 후배, 동료법관들의 실
제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정성이 깃든 재판에서는 승패의 결론에 나아
가기에 앞서 사건의 심리,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중시합니다.｣라고 지적한

10) 日本經濟新聞社 편, 김동윤 역, 사법 경제는 묻는다(司法 經濟は 問う), 법원행정처
해외사법소식 42호.
11) 사법연수원, 법조윤리론(사법연수원, 2002),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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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당사가가 승복하는 재판이나 변론에는 재판관 내지 변호사의 정성이 깃
들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⑶ 재판의 본질은 납득에 있다.
일본 中坊公平 변호사는 재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여러 가지 입장의 법조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대
법원의 판사에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숙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되
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답해 주는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어쩌
다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眞實의 發見일 것이다라는 정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묻는다면, 진실이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 수 없는 것입
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이외에는 絶對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다수의 現場經驗
에 입각하여 볼 때에, 재판의 본질은 納得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최종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승부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판결에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가, 구원될 수 있는가. 결
국 재판의 가치의 하나는 결말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법.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관은 시민의 마음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변호사
도 자기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Our Town, Our Court, Our

Lawyers( 우리들의 마을, 우리들의 법정, 우리들의 법조) 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하

지만, 정말로 시민이 사법을 우리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쌍방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12)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
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국민이
믿는 데 있다고 하였다.
⑷ 이른바 사법 타입에서 카운셀링 타입으로
미국의 재판관의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이 1990 년대의 중순부터 변화한 것이
주목되고 있다. 여태까지는 소송당사자 쌍방의 변명을 가만히 팔을 꼬고 듣다가

12) 中坊公平, “金權辯護士を法で縛れ”, 文藝春秋, 1999. 12月號, 166-167면, 藤井良廣, “中
坊公平の鬪い”, 日經ビジネス文庫(上, 下), 필자의 창원법조지(2002년호), 나카보코헤
이(中坊公平) 변호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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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 하나를 이기게 할지라는 판정을 하면 좋다고 하는 이른바 사법 타입이
었으나, 이것이 시민에 대해서 이상적인 판단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
는 카운셀링 타입으로 변화하였다.
재판관의 기능의 전환이라는 것은 증언을 듣고 이기고 짐을 판단하는 것만 아
니라, 법적 분쟁을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나타내 보이면, 당사
자에게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장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경우까지
배려(care)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잘라 버려온 감정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넣는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몰두해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다. 소년사건과 가사
사건에서는 특히 그 방향에 맞았을 것이나 최근에는 형사사건에서도 약물에 관
련된 사건, 아이의 학대와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도 사법적인 처벌보다 상담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말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현실과 필요성에 맞추어서
재판관의 의식을 바꾸어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의식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13)

나. 바람직한 법률가상에 관한 여러 견해
⑴ 부산 지방에서 김적승 변호사( 전 부산고등법원장) 가 현직에 있을 때에 배석
판사 등 함께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법관의 좌우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판사 프란시스 메카디의 좌우명에다가
제일 마지막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고 한다).
1. 판사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공복임을 명심하라.
1. 판사석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좌우명을 붙여라.
“노여움은 참되 예의와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말라.”
1. 정리, 서기, 속기사에게도 그들이 또한 국민의 공복임을 일러주라.
1. 증인들은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사람들임을 명심하라.
간혹 무례하게 보이는 것은 긴장 아니면 공포감 때문인 것이다.
일부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1. 변호사, 증인에게 주의시킬 때에는 친절하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어조
로 하라. 야단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1. 유머를 가져라.

13) 丸田 隆, “21世紀 裁判官像 ― 司法改革と裁判官の役割 ―”, 判例時報, 1629號,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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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라.
1.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1. 저녁시간 또는 밤늦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건강을 해치며
가혹하다.
1. 아침이나 휴정 후나 오후에 법정시간을 엄수하라.
아무 이유없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변호사, 증인 기타 관계자들에게도
불쾌감을 주며 변명해도 소용없다.
법률에 관한 논쟁이나 증인 불출석으로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정당한 이
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유를 설명하라.
1. 법률에 관한 세미나에 되도록 자주 참가하라.
1. 일상생활에 관하여 법과 정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
워야 한다.
1. 한 사건이 당신에게 배당되면 사건서류를 가져오게 하여 잘 읽어 보라.
변호사들이 당신에게 사건내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1. 효율적인 사법행정은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1.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정의의 성취와 효율적인 사법행정이 서로 충돌한 때는 후자를 양보하고
전자를 구현하여야 한다.
1. 법정을 정의와 진실의 전당으로 만들라.
1. 열심히 일하라.
1.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

⑵ MacCleary 가 그린 ‘ 완전한 재판관상’ 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은 심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려 깊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또한 법의 기본원칙이나 선례, 실정법의 전체에 대하여 광범한
지식을 가지며 생활경험과 세태인정에 대한 이해를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균형이 잡힌 정신, 천성의 정의감, 준민한 이해력, 탁월한 기억력, 건전한
육체조건, 한없는 참을성, 피로를 모르는 근면, 불요의 용기, 두드러진 의무감, 매
력 있는 매너, 거기에 유머를 이해하는 센스를 구비하면 거의 완전한 재판관이
된다.｣14)

14) 앞서 든 법조윤리론,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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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일본의 유명한 민법학자 我妻榮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재판의
필요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15)
｢1. 법률의 정신을 이해하고 표면적․형식적인 이해로써 공식주의적 해석적용
을 하지 않을 것.
2. 법률의 지식 이전에 교양이 풍부할 것.
3.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 생활체험을 하고 다루고 있는 당사자의 있는 그대로

의 기분이나 사실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⑷ 시민에 의한 재판관의 평가기준
미국에서는 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하는 주에서도, 선출하고 나서 재판관으로 적
합한지 등은 시민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를 두는 주가 있는바, 와이오밍주의 예를 들면 주의 변호사회가 개개의 사건
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담당재판관의 채점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집계하여 공표한
다. 대단히 양호한 플러스 3 점부터 매우 나쁜 마이너스 3 점까지 7 단계로 평가하
고, 건강상태, 성격, 정서적 안정성, 정직성, 통솔력, 법적 능력, 판결에 이르는 공
평성과 명확성, 성실성, 신속성, 법적인 문제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가, 아집이
없는지, 약속한 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송관계자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채점하고, 이 채점집계를 공포하고, 결론적으로 이 재판관
이 재임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의견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 이 채점
표의 종합평가는 실제적으로는 실명으로 公表된다. 50% 의 찬성표를 얻지 않으면
재판관으로서 재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회가 재판을 받는 측의 입
장, 즉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재임의 자료가 된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신임재판관에게 주어지는 책( 매사추세츠주에는 재판
관으로 임명할 때 에드워드 해네시라고 하는 저명한 주 최고재판소의 수석재판
관이 저술한 excellent judge 라고 하는 책을 1 사람에게 1 권씩 나눠준다.) 에는 좋
은 재판관이 되기 위한 요령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법정에서 좋은 진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6 개의 말이 있다. 그것은 우
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 참여자(staff)에게 ｢당신들
의 일을 대단히 긍지로 생각한다｣라고 칭찬하는 것, 그들에게 ｢당신의 의견은 어
떻습니까｣라고 묻는 것, ｢만약 괜찮다면｣이라는 말을 문장의 첫머리에 부가하는
15) 앞서 든 법조윤리론,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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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들｣이라는 것,
가장 사용해서는 안될 말은 ｢나는｣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좋은 재판관이 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통솔력, 지혜, 공평성,
용기, 우월성, 친절, 정열, 에고이즘이 아닌 것, 성실한 것, 자신을 가질 것, 유머
가 있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법률이 좋아서 법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재판관상이라고 하
는 것은 매우 흥미 깊은 일이다.16)
⑸ 법조인의 십계명(十誡命)
아래의 것은 원제는 Ten Commandment For The New Judge 로서 The State
Trial Judge's Book 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나, 오석락 변호사가 비단 법관에게 뿐

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에게 공통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 법조인의 십
계명이라고 옮긴 것이다.
1. 친절하라(Be Kind).
2. 인내심을 가져라(Be Patient).
3. 위엄을 갖추어라(Be Dignified).
4. 오만해지지 말라(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
5. 게으른 법관은 무능한 법관임을 명심하라(Remember That A Lazy Judge
Is A Poor One).
6.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것에 실망하지 말라(Don't Be Dismayed When
Reversed).
7.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Remember There
Are No Unimportant Cases).
8. 중형을 과하지 말라(Don't Impose Long Sentences).
9. 상식을 잊지 말라(Don't Forget Your Commonsense).
10. 거룩한 지침을 기구하라(Prey For Divine Guidance)17)

⑹ 영국변호사의 Edward. Albert Parry 의 변호의 7 가지 등불(Seven Lamps of
Advocacy)에서는 성실의 등, 용기의 등, 근면의 등, 기지의 등, 웅변의 등, 판단

16) 丸田 隆, “21世紀 裁判官像 ― 司法改革と裁判官の役割 ―”, 判例時報, 1629號, 9면.
17) 오석락, 미니스커트와 법정, 법률신문사, 177-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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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우정의 등을 들고 있다.18)
⑺ 그리고 일본 야나기다 변호사는 국제화시대의 법조에 요구되는 자질에 관
하여 크게 5 가지로 나눈다. ㈎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 일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 일본어에 의한 능숙한 전달능력을 갖출 것. 이상
은 국제화 가 아니더라도 법조에게 요구되는 자질인데, 국제화시대의 법조에는
이상의 3 가지에 더하여 ㈑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를 架橋시키는 능력, ㈒
영어 및 자기가 흥미를 가진 나라(‘target 국’) 의 언어에 의한 전달능력을 갖출 것
이라는 2 가지가 더하여 진다.19) 나아가 통찰력에 관하여는 법조에게 통찰력이 요
구되는 것은 법조의 직무에 유래한다. 법조의 일은 법률을 구사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관찰이다. 법조직무의 본질
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내지 媒體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는 리버랄 아트 교육의 가운데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카의 로스쿨에서는 칼리지를 졸업한 것이 로스쿨입학허가조건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 리버랄 아트교육이 불충분한 체로 법
학전문교육을 받게 되면 본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법의 기술적 측면에만 눈을
돌리는 결과, 그 법조인의 장래는 법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결여한 차가운 法律
技術家 로 될 위험성이 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학부시대의 리

버랄 아트 교육에 의하여 그 기초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리버랄 아트교육을 철저
히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랫동안 하버드 칼리지의 학장(dean) 을 맡았던 Henry Rosovsky 교수에 의하면
리버랄 아트교육의 목표는 다음의 6 가지 자질의 양성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 겸허함: 위대한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가짐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인간성: 리버랄 아트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18) 櫻田勝義 譯, 辯護の技術と倫理 ― 辯護の道の7燈(日本評論社, 1980).
19) 柳田幸男, “國際化時代の法曹養成”, Jurist, 2004.2.15, no.1262,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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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유연성: 급속하게 진보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
디어나 기술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리버랄 아트 교
육을 통하여 이를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비판정신: 리버럴 아트 교육에 있어 인생의 여러 가지 事象에 대하여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해함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상에 관하여
스스로 얻은 지식이나 이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再考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 넓은 시야: 폭넓은 분야에 걸쳐 상세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여도 폭
넓은 분야를 공부함에 의하여 자신의 경험을 보다 넓은 시야에 둘 수 있다.
㈓ 윤리적․도덕적 문제의 이해: 사람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윤리적․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의 행동 내지 이상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
게 된다. 리버랄 아트교육을 받아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전을 공부함과 함
께 스스로 사고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 6 가지의 자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몸에 지니게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공사 후에 법과대학원, 다시 법조로
서의 生涯를 통한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통찰력을 항상 연마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⑻ 일본변호사 나카보우 코우헤이(中坊公平)는 ‘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자
들’이라며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한다.20)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특성이 있는 까닭에 심히 높은 기준에서 자기
규제가 요구됩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의사와 스님과 같은 것으로 사실대로 말
하자면 인간의 불행을 생계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병, 스
님은 인간의 죽음, 그리고 변호사는 사람의 분쟁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직업으
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객은 처음부터 약점을 가지고 “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
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의뢰인이 대등한 관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돈벌이에만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할
20) 中坊公平, “金權辯護士を法で縛れ”, 文藝春秋, 1999. 12月號,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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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는 직업
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즈니스만을 위한 직업이
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도 布施, 다시 말해서 의뢰자가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변호사는 안개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깨끗한 척한 말만 한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저의 경험으로 변호사
는 보시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추구하면 달아나는
것이고, 無慾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형태로 布施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다지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만, 예전에 의사와 학교선생은 聖
職으로 불리어졌습니다만 변호사 또한 聖職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직인 것에서 오는 책임을 자각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나 자신을 일깨우
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뽐낸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법연수생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암담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껏해야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인 그들이 공공적 사명을 가슴깊이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는 없다. 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황금만능주의의 풍조가 연수생에게 물들여져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
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법과 관계시
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에 의한 정의를 골고루 미
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바지할 기개와 정열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많이 법
조계에서 맞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病의 根源은 깊다고 봅니다. 사법시
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늦습니다. 그전에 법조에 뜻을 두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法曹의 責務와 使命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생각하고, 공적인 역할을
완수할 기운이 없는 사람은 그만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재평가
와 그 역할의 재구축을 중심으로 법조 양성의 현재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운 사법시험에 도전,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
엇이 나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변호사를
부정합니다. 사람의 불행에 관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
간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⑼ 독일의 법철학자 G. 라드부르흐는 그의 법학원론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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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고 있다.21)
｢이해와 자신이 충분하고 인간사를 모조리 통찰하는 견식을 가지고 주의를 엄
격히 지켜가면서도 무언중에 친절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다투는 입장을 초월한
공평성을 가지면서도 부동의 염직성(廉直性) 때문에 또한 독자성을 발휘한 노판
사 ― 이러한 인물에 접한 경험을 우리는 대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의 인물, 즉 어그러진 자아의식을 가진 가련한 자조가라든가, 자기의 직업을 견
지할 만큼 직업적 희열을 몹시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의 직업 중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다. 그러나 법학은 물론 그
렇지 않다. 법학은 특히 실패하기 쉬운 직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업에 실패한
다는 것은 최대의 죄이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정령에 대한 죄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불구화하며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 누구나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는 완전하지

못하다(Vor jedem steht ein Bild dess, was er werden soll. Solang er das nicht
ist, ist nicht sein Friede voll).” ｣

다. 법학교육의 목표 내지 이상
⑴ 이러한 이상적인 법률가상은 구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목표 내지 이상으로
도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문제라는 점
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한국법조론(2004 년) 에서는 다음과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法律家에게 요구되는 資質’을 명확히 해 두고 그 전
제 위에서 바른 敎育方法에 의하여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여야 함은 무엇보다
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指導와 敎育이 法學敎育(法科大學과정)
과 法曹敎育(司法硏修院科程)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발전은 後續
의 職務活動(繼續敎育課程) 의 時期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단히
되물어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도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한
다. 1966 년 일본에서 나온 현대법시리즈 가운데 6 권은 ‘ 현대의 법률가’ 라는 제목
으로 그 당시의 일본의 학제개혁과 법학교육에 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다소 과장된 어투일
21) 라드부르흐, 즈바이게르트 공저, 정희철, 전원배 역, 법학원론(박영사, 1974), 188면.
Gustav Radbruch, Konrad Zweigert Einfue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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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법학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진지
하게 고찰하면, 아무리해도 목적의 불명확성 내지 미분화라는 장벽에 부딪친다.
물론, 추상적으로 목적을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법 52 조가 정하는 목적이나 앞서 들었던 신제대학의 이념을 적당히 손질하
면 얼마든지 작문은 가능하다. 또 거꾸로 목적의 미분화가 현재의 법학교육의 특
색이라고 하는 설명조차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미래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중간한 현상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아메리카와 같은 법률가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은 아니다. 법학부 학생 중에는 장래 법률가를 지망하는 자도 있지만, 동시에 행
정관청, 사회, 기타의 직역으로 진출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자도 많다. 전체로 보
면, 법률가지망자 쪽의 수가 적고,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법률가로 되는 자는 매
년 겨우 4, 5 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학부학생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쪽에서도, 배우는 쪽에서도 매우 귀찮은 문제를 반드시 초래하게 된다.
대학교육법에는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폭넓게 지식을 전수함과 동시에

깊이 있게 전문의 학예를 교수․연구하고, 지적, 도덕적 및 응용적 능력을 전개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2 조) 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부에 관련해 이들을
고찰하면, 완전하게 명확한 목적이 떠오르지 않는다. 법학부의 목적을 규정한 법
령은 물론 없고, 法學關係學部設置基準要項에도 목적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지
금까지 신제대학에 관해 직업교육이라는 점이 고조되어 왔지만, 이것은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고도의 전문능력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22)
⑵ 법조의 기준상 ― 독일의 법조교육의 목표
위 한국법조론(250 면) 에서 독일의 법조교육의 목표를 원용하고 있다. 독일이
19 세기 초의 법률가의 理想像이 그대로 오늘에까지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

은 당연하고, 나치시대에 그려진 법률가의 理想型을 오늘에 통용시키는 것이 용
납될 수 없다고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시대의 요청은 항상 새로운 법률
가의 鑄出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변함없는 眞理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법조의 理想像을 만들어 내어 개혁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
는 독일법조의 현명함은 역시 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래의 독일법조의 基準像을 그려내어, 그 基準像에 가급적 많은 근
22) 橋本公亘, “現代の法律家”, 現代法 6,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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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를 가진 법률가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독일의 법조교육의 긴급한 과제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용광로 속과 같은 유럽대륙의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이 특히 새삼스러운 것은 없으나, 적어도 법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의 실무법률가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으며, 장래의 실무
법률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어 명쾌하게 설
명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념적 고찰이 불모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법조교육에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법학교육의 최대의 이상은 법조교육과 완전한 일체가 되어, 이른바 天才國의
王者 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 법조로서 국가에 봉사하려고 하는 보통

의 靑年 들을 정상적인 평균의 수준으로 교육함으로써

이상적 인 법조인으로

발전,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독일법조가 법률학 공부에 감격을 가지고 찾아 온, 同列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법과대학생으로 하여금 법조양성교육을 마친 이상적 인 법조인이 되게 하기 위
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法律知識
(a) 素材를 基礎에 制限시킬 것(Beschrankung des Stoffes auf die Grundlagen)
(b) 本質的인 關聯性을 認識할 것(Erkenntnis der grunglegenden Zusammenhange)
(c) 比較法(Rechtsvergleichung)
(2) 社會的․經濟的 關聯性에 관한 理解
(a) 傳統에 대한 感覺
(b) 다른 職業의 思考方式에도 익숙해질 것
(3) 法律的 思考(Juristisches Denken)
(a) 法律的 方法(Die juristische Methode)
(b) 法律用語(Rechtssprache)
(4) 敎養(Bildung)
(a) 法의 形成에 있어서의 協力(Mitwirkung bei der Fortbildung des Rechts)
(b) 우리 法律秩序의 最高價値의 認識
(5) 品性(Charakter)
(a) 距離(Dist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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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客觀性(Objektivitat)
(c) 公平性(Sachlichdeit)
(d) 人間知(Menschenkenntnis)
(e) 應接(Menschenbehandlung)
(6) 決斷力(Entschlu kraft)
(a) 決斷(Entscheidung)
(b) 認識上의 豫備作業(Erkenntnisma ige Vorabeit)
(c) 自己의 見解를 피력할 수있는 勇氣(Mult zur eigenen Meinung)

⑶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에서 제시한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그 특징23)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법학전문교육의 구체적인 본연의 자세에 관해서는 기본
적으로는 당초의 법과대학원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에서 설명한 것을 근거로
특히 “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 가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서 내 걸고 있는
방향에 따라 각 법과대학원이 창의, 고안해 경쟁하는 것에 따라 법학전문교육의
질 유지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기대되어 진다.
개혁심의견서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 “ 법의 지배” 의 직접 담당자이고, “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 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법조에 공통해서 필요한 전문적 자질․능력의 습득과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풍부한 인간성
의 함양, 향상을 도모한다.
② 전문적인 법지식을 확실히 습득시킴과 함께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 창조적인 사고력 혹은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필요한 법적 분쟁 분석능력이나 법적 논의의 능력 등을 육성
한다.
③ 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넓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관
해 사색이나 실제적인 견문, 체험을 기초로서, 법조로서의 책임감과 윤리관이 함
양되기 위해 노력함과 함께 실제 사회에의 공헌을 행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해야
만 한다.
23) 연기영, “일본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 추진현황과 과제”, Jurist, 2004, 8호, 39면, 청람
인터렉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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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으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
결하여야 하는 법률가의 업무는 국민 내지 시민들로부터 모두 신뢰받기 어려운
업무자체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어차피 재판에 진 사람은 제 잘못은 모르고
남을 원망하게 마련이다(落訟者稱冤). 사려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로 ‘ 재판은 졌지만 재판은 잘하더라’24) 는 말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국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실현하려면 법률가 자신이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
는가를 테마별로 나누어 설명하여 본다.
법률가의 개념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포함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고 어
떠한 소양을 포함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필자가 판사 및 변호사생활을 거치면서
판사 및 변호사로서 갖추었으면 하는 소양을 중심으로 앞서든 바람직한 법률가
상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에서 나열된 것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점을 들어본다.

가. 우리 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
법률가는 우리법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를 하여야 하는 바, 진정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는 수업에서 ㈎ 법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고, ㈏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
의 경제적․사회적 정황 등에 관하여 토론하며, ㈐ 금일 그 법은 어떻게 기능하
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법을 변경하여야 할 사회적인 필요가
있는가 등의 정책적인 관점으로부터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톨보트 스미스(Talbot Smith) 는 법은 결코 법규의 집합이 아니라 일종
의 살아있는 생물이다. 따라서 현대법의 특질뿐만 아니라 선례의 특징도 알아 두
어야 할 것이다25)라고 지적한다.
아메리카 로스쿨의 수업에서도 學際的, 비교법적, 정책적인 관점으로부터의 검
토가 법의 진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법철학, 법제사, 법과 경제학,
비교법,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1 학년의 실정법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고, 교실에서는 각 교수는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기초법학
24) 김재문 편저,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교육과학사, 1996).
25) Talbot Smith 원저, Opportunities for Careers in the Legal Profession, 김용규 옮김, 법
률가와 그 사명(문교부, 1971),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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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을 수업에 넣는다.
그리고 앞서 논한 팩터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의 기본적 법지식은 주로 교실
외에서 예습․복습(숙제)에 의하여 이를 수득하고 또한 법적 분석능력은 교실에
서 디스커션 등을 통하여 이를 획득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법의 진정한 이해는 법조에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의 기초로 된다. 이로
부터 변호사는 문제의 전면적 해결자(All-purpose Problem Solver) 가 되지 않으
면 안된다. 변호사의 책무는 의뢰자의 사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 의견을 술하여 승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의뢰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과 유연한 두뇌를 가지고 해결에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커다란 창조력(Creative power)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
제해결능력이 있으면 그 사안은 재판절차에서가 아니라 인포멀한 교섭에 의하던
가 혹은 사실관계의 관점을 바꾸어 문제를 재구축함에 의하여 보다 신속하고 보
다 쉽게 보다 만족스러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필자의 법조경험에 의하면 사실심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문제가 나
왔을 때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야 하다고 판단되
면 판례를 분석하여 법률의 새로운 해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심판사들의 적극적인 기존판례해석이 있어야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고
새로운 입법의 추진도 있을 수 있다.

나. 세상물정을 잘 알아야 한다.
재판 내지 법률가의 실제 생활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으로 사실의 확정에 있어 법률가는 세상의 물정에도 밝아야 한다.
직접 경험으로는 모두 알 수 없으나 열린 귀와 맑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
상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사건의 실체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가
장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와 위증사건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으로부터의 재판
에 대한 신뢰는 사실인정에 의하여 특히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경험칙 등의 사물의 이치를 몰라 사실인정을 잘
못한다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G. Radbruch 는 법관
일반에 관하여 법학의 지식하나에 대하여 인간과 인생에 관한 지식백이 필요하
다는 말은 형사법관의 경우에는 더욱 맞는 말이다라고 한다. 앞서 라드부르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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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같이 사물의 본성은 법철학에 있어 가변적인 요소로 법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앞서든 스미스의 책에서 ‘ 법률가는 인간과 인간의 생활관계를 배워두어야 한
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역겨운 짓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만 한
다. 심리학, 철학, 윤리학은 이러한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들
의 분쟁이 과거에는 어떻게 조성되어 왔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분쟁이 없으면
소송도 없다. 여기에서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26)라는 지적은 정말 음미
하여야 한다.
법률가는 단지 법률적 지식에 정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의 일은 특수
의 기능과 인간적 성격을 필요로 한다. ‘반대신문의 기술’ 이라는 책의 저자 웰만
은 말한다. ｢법정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는 특수의 기능이고, 아무리 법률에 조예
가 깊어도 이에 부적합한 사람이 많다. … 사건의 심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
실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학식은 있으나 경험이 없는 법률가가 필요로 하는 시
간의 4 분의 1 만 소비하면 충분하다. 사건은 심리개시 전에 충분히 준비 검토된
다. 그리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쟁점은 간결하게 재판소에 제출된다. 이러한 경험
자는 심리를 짧은 시간에 완결시키지 않고, 공평한 판결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주재하는 사실심재판관에게 특별한 실무상의 경험과 수련이 필요함은 당
연하다.
정의의 여신이라는 Justitia 상에는 왼손에는 저울,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지만 발은 지구를 밟고 있으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27)
필자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사실인정이 문제되었던 해난사건이 있었다. 제주도
에서 부산방향으로 항행하던 페리호와 부산에서 출항한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해난심판에서는 어선이 항해하던 방
향에서 진로 270 도 정도 페리호쪽으로 급회전하여 페리호 앞쪽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여, 어선측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났다고 판정을 하였다. 당시 어선은
쌍끌이어선으로 뒤에 다른 한 척이 따라 오고 있었고 함께 동지나해로 조업에
나가던 중이었다. 페리호의 항해일지에는 당시 배의 방향을 보고 전방을 주시하

26) 앞서 든 스미스 원저, 법률가, 72면.
27) 조형예술에서의 법철학이라는 관점에서 Gustav Radbruch, Vorschule der Rechtphilosophie,
s. 89-90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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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見視義務를 지고 있던 선원이 장소를 이탈하였다. 해난심판의 결론에 따
라 1 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원고에게 불리한 판정이 났다. 사고발생경
위에 의문이 있어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해양대학 항해과를 나와 실제로 선박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사고경위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다. 큰 바다에서 선
박이 속도를 내어 항행하다가 갑자기 60 도 각도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균
형을 잃고 침몰하게 된다면서 일반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
기 급회전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라는 것이었다. 그 의견을 참고하여 원심과
는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었다.

다. 공정성
법률가 가운데 특히 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정이다. 사법권독립
등 거의 모든 제도가 사법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
정한 심리 및 재판은 국민의 법원 나아가 법률가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칼 하이스 하이멘은 칸트의 유명한 명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너의 판단의
格率이 모든 재판소에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하라(Urteile so, das Du
wollen kannst, die Maxime deines Urteiles SOLLE gemeingultigkeit fur alle
Gerichte haben).｣

한자의 法(水+去) 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가 부당한 것을 제거하여 물과 같이
공평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재판관이기도 하였던 F. Bacon 은 ｢판결이 부당하면
노엽기가 씀바귀같이 쓰고, 판결이 지연되면 짜증스럽기가 식초 같은 법이다. 부
당한 판결은 그 밖의 사회의 부당한 사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치는데 그것은 후자
는 오직 내를 흐리게 하나, 전자는 水源을 어지럽히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라. 사고의 유연성
일반적으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고 하나 하나의 습관이 쌓여, 변화와 성장을
가로 막게 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물 다섯 살에서
서른 살이 되면 석고에 쌓인 존재 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집단에 소속하
게 되면 마치 지상에 부설한 철도의 궤도와 같이 고정된 의식 속에 깊이 빠져들
게 된다.
특히 법률가는 다른 사람의 분쟁 속에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것도 사안에
대한 追極的인 思考(Zu Ende Denken)를 하여 계속적으로 종국적인 판단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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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유연한 사고를 하기보다는 단호하고 경직된 사
고를 하기 쉽고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두뇌의 유연성을 잃어가기가 쉬울 것
같다.
더욱이 재판 내지 판단의 拒否는 법치국가의 종말이므로 어떠한 사안이라도
― 그것이 남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도 ― 법률가로서
분쟁에 대하여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무거운 부담
을 지고 가는 법률가의 삶에 절도 있는 懷疑는 필요하고 요구된다. 눈물이 사람
의 감정을 정화시키듯이 절도 있는 회의는 사람의 이성 내지 정신을 정화시킬
수 있다. 절도 있는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인간으로 성숙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 하다. 종국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
의 판단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나 자신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
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도 한다. 정신과의사들도 가끔씩 자기
정신의 정화를 위하여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처음 재판을 하게 되는 판사로서는 다른 판사의 재판과정을 보아 둘 필요가
있고, 법률가들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재판과정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전 일본 최고재판소재판관 橫川敏雄의 ‘裁判官이 반드시 지녀야 할 柔軟한 마
음’28) 이라는 글을 정리하여 인용한다.
｢謙虛한, 꾸밈없는, 柔軟한 마음만이 眞理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분을
잃고서는 참다운 재판은 곤란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젊은 사람은 公式論的
이라는 의미로, 나이가 든 사람은 動脈硬化症的이라는 의미로, 마음의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싶은 것이다. 재판의 민주화,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
듯, 다툼의 여지도 없는 崇高한 이상도 너무 이것을 관념화하고, 도식화해서 구
체적인 사건에 입각한 실제적 배려를 잊어버리면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
고는 할 수 없다. … 젊었을 때에 그 眞意를 포착하고 싶어 했던 先人들의 여러
말씀, 예를 들면,

事件을 통해서 事件을 裁判하게 한다. ,

할 곳에 해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事件은 해결되어야

學說, 理論으로 裁判해서는 안된다.

등과

같은 말들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음미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재판관들에게 바
라고 싶은 것은 재판 그 자체와 신중히 씨름하고 그 안에서 苦惱하며 謙虛하게
선인들의 경험에 물어, 자기 자신의 머리로 事實에 입각해서 한번 더 헌법, 그
28) 橫川敏雄, 裁判と裁判官(有斐閣, 1980),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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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것도 파고들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東京에서 수습을 끝내고 재판관이 되
어 仙台( 센다이) 에 부임할 때, 어느 선배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

너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말한다. 東京에서는 그나마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에 가면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뭐라고 해도 선배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
문에 합의할 때 등,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 생각해보는 편이 좋다. 거듭 생각하고 연구해도 더욱 납득가지 않으면 몇
번이라도 合議하면 된다. 그 편이 너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 않을까… 라고. 나
는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당시 부장은 상당히 머리회전이
빠른 의견이 강한 분이었으나, 때때로 정말 그런가 하고, 납득가지 않는다고 생
각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럴 때, 東京에 있을 때의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반론
을 제기했을 것이나, 선배의 가르침에 따라 얼마간의 유보를 청하고, 한번 더 기
록을 반복해서 읽거나, 판례, 학설을 조사해 보거나,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서면
으로 정리하거나 해서 그러한 다음 거듭 합의해 보았다. 그렇게 하니 간단하게
내 생각이 통하는 경우가 많고, 부장도 기분 좋게 전의 생각을 철회, 혹은 수정
하셨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예상 이상으로 공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러
한 경험을 거듭하는 동안 재판관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라고 논의의 승부가 아
닌, 보다 바르고, 보다 타당한 결론이 중요하다고 痛感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합의하는 방법 등도 어느 뛰어난 대선배의 例를 본받고, 자신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 제 마음 대로다. 는 등의 농담을 해서 젊은 사
람들에게 딱딱함이나 겸손, 사양을 떨쳐 버리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합의부 시절
에는 가능한 한 회식의 기회를 많이 갖고, 放談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
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활
기 넘치게 되고 눈에 보이게 부쩍부쩍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개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인간이다. 어느 시기에는 아들과 같은 젊은 배석
재판관에게 무참히 패배당하면 다소 달갑지 않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결국 그
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다소 구애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
나는 문득 플라톤의 나는 너의 意見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眞理를 따를 뿐이
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어쩐지 구원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건대, 인간
이라는 것은 전혀 사려분별이 없다. 내 마음으로부터 경애하는 선배가 재판장 시
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재판 그 외의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배석재판관
이 있다면 언제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배석재판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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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라고. 그 분이 보기 드문 성실한 분인 만큼 비상한 감명을 받았다. 재판
관이 다 이러한 기분을 가진다고 하면, 재판소는 아주 밝고 즐거운 직장이 될 것
이다. 어떠한 때라도 재판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재판관이 ― 실제
로 사법행정의 직책에 있는지 어떤지에 상관없이 ― 올바른 재판관의 자세, 삶을
추구하고 이에 투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마.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담당하는 하나의 사건처리가 아니라,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사이의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당해 쟁점만 처리하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는 당
사자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필자가 조정을 담당하였던 사건 가운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비를 청
구하자 피고가 반소 및 상계항변으로 하자배상금을 청구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앞선 소송에서 담당판사가 피고측의 하자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에 하자를
감정하여 처리하기로 조서에 기재하고는 공사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조정
을 성립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피고측이 다시 하자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하자감정결과 공사대금의 2 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감정이 나왔다.
당사자들로서는 법원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몹시 걱정이 되었다. 피고가 먼저 승
소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도로 내어놓아야 하는 결론이 법원에서 나갔으니…. 법
원이나 병원을 찾아오는 당사자들에게 찾아온 기회에 당사자사이에 분쟁을 실질
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의무가 있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치과를 다녀보고 이제는 주치의를 정하여 치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의 담당 의사는 앞서 수십 년 동안 치료한 치아를 보고는 어느 치아는 치료를
잘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 없을 것이고, 어느 치아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앞선 치료내용을 판정하였고 그 판단이 모
두 옳았다. 그리고 치료한 치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은 진료가 필요 없었다. 치아
에 관한 한 그 의사의 진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을 자신
이 맡은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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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정에서의 언동
법률가들이 당사자들을 가장 많이 대하게 되는 곳이 법정이다. 재판기일에 담
당판사는 그 날 그 법원을 대표하고 그 자신이 그 법원이라고 하여야 한다. 필자
의 변호사시절의 경험으로 법정에서 언동에 의하여 판사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
가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았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행동하나 말투하나
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인생관을 그 날 그 날의 생활, 어떠
한 직업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은 敎養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쓰지 않는다면 교양이라는 것은 生長도, 發展도 하지 않고 衰退해 버리는 것이
다. 교양은 특별히 과시하지 않더라도 한 두 마디의 말이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구사와 몸짓,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
어 있다고 한다.
법률가들이 평생 주로 활동하게 되는 법정을 법의 정원 내지 법의 숲 속과 같
은 곳으로 昇華시킬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되
돌아갈 수 있다면 법률가로서의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윤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1980 년대에 법정에서 판사와
절도범인 소년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최후변론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아라.’
‘한번 용서하여 주시면 사회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만 두고 도둑질이나 하지 마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절도죄를 상습으로 범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년의 마
음에 어두운 앙금을 남길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 소
년범의 반성이나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필요 없는 존재라는 모멸감만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자포자기적이 되게 하여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지는 않
았을까. 여러 사람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여야 하는 법률가에게
개별적인 사건의 당사자마다 인간적인 배려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사건마다 死活的일 수도 있다. 자기의 이익
을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담당하는 사
건의 당사자들 모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사건당사자라는 지위를

32

洪 光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1∼69

넘어서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서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 단체생활 내지 조직에의 적응력
판사나 변호사도 넓게는 이 나라 이 사회의 일원이고 각 단체의 일원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판, 검사, 변호사도 어느 단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바, 그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판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재판에 관련된 제도를 지나치게 널리
적용하여 모든 생활에 독립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는 일인성주(一人
城主) 라서 독선적이라는 비난이 있다. 사람이란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신의 환경

이기도 하다. 단체생활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법률가는 법률가가 지녀야 할 보편
적 사고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판, 검사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의 승진 내지 출세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막상 사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재판 등에는 관심이 적은 사람도 있다. 법률
가가 현실적인 법조생활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분야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도 출세
가 보장되는 판사의 보직과 관련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 등
몇 개의 요직에 대하여 三冠王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다.29)
앞서 법률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조직력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변
호사가 되면 사회일반의 기대는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선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 내지 경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찰하지 못하고, 지
엽적인 측면만 보는 변호사는 큰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
도 있는 것 같다.
로지베스모스 켄터라는 경영학자가 지은 ‘ 월드클래스(World Class)’ 라는 책의
‘ 세계정상으로 가는 길’ 이라는 장에 ‘ 변호사의 역할을 최소화시켜라’ 라는 제목 하

에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다.
｢리더간의 관계란 매우 중요해서 제휴협상을 변호사나 투자은행, 그리고 기획
분석가와 같은 제3 자의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브라운 앤 루트의 한
사업부는 채 3 년도 되지 않아 파기된 프랑스 기업과의 제휴경험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 수석임원들간의 형식적인 만남이 몇 번 있은 후 법률 및 재무담당 직

29) 앞서 든 丸田 隆, 21世紀 裁判官像,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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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외부법률회사의 지도를 받아 상세한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 제휴
관계가 파기된 후 브라운 앤 루트의 사업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들 전문가집단이 관심을 쏟은 분야는 합작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두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해야 할지에 대
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계약서의 문구를 정확하게 작
성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수익성을 확보할지 등과 같은 문제에 주력했던 것이
다. 이 경험을 통해 브라운 앤 루트의 자회사는 그 후 어느 네덜란드 회사와의
제휴를 훌륭하게 처리하였다. 그때에는 수석임원들을 비롯한 양측 경영진들이 함
께 모여 많은 시간 동안 토론했으며, 법률가와 분석가의 역할을 최소화했던 것이
다.｣30)
경성제대법학부를 나오시고도, 해방이후 주권을 잃었던 우리나라에는 자치능력
을 회복하는 가운데 지도자의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치술 등의 분
야를 연구하신 박동운 교수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재의 자원 가운데 변호사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하여

막스 웨버 도 지적하듯이 프랑스대혁명이후 근대민주정치

의 발전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업분류표를 볼 적에 단연 우세한 것이 변호사 출
신이다. 착잡한 이해관계의 조정능력, 법률적 합리주의로 단련된 조리있는 사고
방식, 공개석상의 웅변력 등은 그들의 일반적인 優點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拜金風潮의 만연에 일부 변호사들이 민권옹호와 사회정의의 기수로서 존경받기

는커녕 법률지식과 구설수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이 짙어가고 있는
것도 부정 못할 현실이다. 하기야 擧世皆濁이라고 일컫는 사회풍조를 조성한 책
임을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업인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변호사의 사
회적 권위가 옛날과 같지 않은 이유는 현대정치가 법률지식만으로는 다룰 수 없
게 되었다는 것, 변호사의 지도자적 능력에 의문부가 던져진다는 것, 그리고 변
호사의 희소가치가 사라졌다는 것 등으로 풀이된다. 한편 변호사가 법률론에만
제약받지 않고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으며, 또 정당생활에서 그 조직적 재능이 실
제로 증명되었다고 친다면, 현시점에서도 자유민주체제에서 정계진출의 가장 유
리한 직업적 발판 중의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31)

30) 로지베스모스 켄터 지음, 박상철․윤동진 옮김, 월드클래스(World Class)(한언,
1998), 427-428면.
31) 박동운, 통치술(샘터, 1974),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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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폭넓은 시야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 제시된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에서 ｢세 번
째로 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넓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관
해 사색이나 실제적인 견문, 체험을 기초로 해서 법조로서의 책임감과 윤리관이
함양되기 위해 노력함과 함께 실제 사회에의 공헌을 행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해
야만 한다.｣32) 고 하고 있다. 인간이나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관해 사색이나 실제
적인 견문, 체험을 기초로 하기 위하여 법률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 노력하여야 할 목표이지만 남의 분쟁 속에서 그 해결을 평생의 직업으로 살
아가야 할 법률가가 반드시 지녀야 할 이념이다.
칸트도 식견이 좁은 학자 등에 대해 單眼의 거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는데, 그 가운데는 법학자, 신학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거인이 되
게 한 것은 실로 그 외눈박이 시야였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창
구멍을 통해서만 세계를 바라보는데서 이러한 정신의 불구자가 나타나게 마련이
므로 철학의 또 다른 임무는 이들에게 나머지 눈 하나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
이다. 칸트는 나아가 ｢또한 이것을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야 한다. 거기에
학문상의 휴머니티(Humanitat der Wissenschaft) 가 이루어진다｣고 한 다음 다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각각 특별한 공장에서 만든 또 하나의 눈을 주어야 한다. 즉
의사에게는 자연인식의 비판을, 법학자에게는 법률 및 도덕적 인식의 비판을, 신
학자에게는 형이상학의 비판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33)
칸트는 ｢하급관료는 이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행위의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리를 자주 감추어두어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극선을 모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명령권자는 반드시 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
중국의 논어에 군자의 덕에 관하여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둡
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學而不思側罔, 思而不學側殆, 영어로는
“Learning without thought is labor lost; thought without learning is perilous.” 라고

번역되었다).｣는 말이 있는 바, 개별적인 배움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폭넓은 사색

32) 田中成明, “法科大學院時代の法學敎育”, Jurist, 2004.2.15.자, 116면.
33) 최현, 칸트(創元社, 1973),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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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體化하여야 한다.

자. 기업 나아가 경제에 대한 이해
법률가는 흔히 경제나 기업에 관하여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당사자로 되는 사람이 기
업인이고 형사피고인도 기업이 많은 것은 현실이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 대한 이
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인의 역할은 결코 과
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전에는 ｢나라가 강해지려면 군대가 강력하여야 한다
(富國强兵) ｣고 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 ｢나라가 부강하려면 튼튼한 기업이 많아

야 한다(富國强業) ｣고 하는 바, 법률가도 기업이나 경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
가 있어야 한다.
판사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동료판사가 돈이 없이 사
업을 시작하면 그 자체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을 듣고 너무나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
여하는 사례마저도 보인다.
동경 마루노우찌의 森종합법률사무소에 2000. 1. 18. 주식공개를 준비하던 어
느 벤처기업의 임원이 집합했다.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고문인 小林啓文 변
호사를 포함해서 오후부터 심야까지 주식공개에 관한 경영전략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기업에 출장을 가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변호사 보수의 기업부담
도 무거워진다. 법률사무소에서 이사회를 여는 이유에 관하여 小林 변호사는 이
렇게 말한다. 同 변호사의 1 시간당의 보수는 평균 45,000 엔이다. 小林 변호사는
우리회사의 비밀병기 이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孫正義사장도 매주 1 회, 同 변호
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불상사에 대응할 수 없다.
경영전략에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일은 경영자의 꿈을 구상으로

옮기고 그것을 (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것 으로, 小林 변호사의 진면
목은 법률을 적극적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법무이다.
받아 경쟁상대를 붙들어 맬 수 있도록 ,

비지니스모델 특허를

경제는 항상 법률에 선행한다. 법률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은 해도 좋은 것이다.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발언에, 기
업경영자로부터 이사를 지도해 주면 좋겠다. 는 의뢰가 빈번히 들어온다.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만 아니고, 경영 어드바이스도 기업이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점

36

洪 光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1∼69

에서 법률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흐름을 타는 것은 아직은 소수파이다.
얼굴 이 보이지 않는 변호사는 뻔히 알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34)

카. 전달설득능력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의사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야기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자기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률가 특히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의사전달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다. 앞서 든 야나기다 변호사도 법률가의 제3 의 자질로 일본어에
의한 전달능력을 들고 있다. 이 능력은 법적 분석의 과정이나 결과를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변론이나 교섭에서 주장․설득하는 기술, 즉 구두․서면의 양방향에
의한 고도의 전달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나라 법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
다. 머릿속에 아무리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법률을 해석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법률가로서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든
裁判觀의 변화에 따라 판결 중심에서 컨설팅중심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법률가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내지 화해 등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판사 나아가 법
률가들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의 하나
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가의 소양 가운데 과거에는 다소 소홀하였던 분야이었다.
앞으로 법과대학원에서는 학부교육에 있어 구두 서면상의 표현․전달능력을 이
미 몸에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 전제아래 법과대학원에서는 교수방법으
로서 상용되고 있는 소크라틱 메소드에 있어 구두에 의한 전달능력을, 또한 광범
위한 숙제에 의한 서면상의 전달능력을 기른다. 소크라틱 메소드에 관하여 말하
면 아메리카 로스쿨에서도 많은 학생은 다른 학생의 앞에서 부끄럽게 될까 두려
워 교실에서의 발언을 꺼리나, 공공의 장소에서도 두려움 없이 구두로 전달하는
능력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이던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
구두로의 전달능력을 향상시키는 절호의 훈련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야 한다. 어떻든 소크라틱 메소드에 의한 교수방법이나 서면에 의한 광범한 숙제
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예컨대 동경대
학법과대학원에서는 리서치 라이팅 & 트리부팅 이라는 법률정보의 조사 및 전
34) 日本經濟新聞社 편, 김동윤 역, “우리회사의 武器는 戰略法務”, 사법 경제는 묻는다
(司法經濟は問う), 법원행정처 해외사법소식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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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특별한 코스를 설치하게 된다.
아메리카의 로스쿨에서는 Writing & Research 라고 하는 코스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하버드 로스쿨에는 First year lawyering 이라는 코스가 있고,
주2 회의 수업에서 법문헌 등의 조사방법, 소송에 관한 법문서 혹은 소송이외의
법문서의 기안의 기술, 다시 구두에 의한 변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이
것은 2 세메스타에 걸치는 1 년간을 통한 유일한 과목이고, 비상하게 중시되고 있
다. 국제화시대에는 영어 등 외국어에 의한 의사전달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
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어에 의한 의사전
달능력도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능력은 국제화시대에 법률가가 국제적인 교섭의 장에서 특히 중요
한 능력이므로 다음의 국제화시대의 법률가의 소양에서 다루기로 한다.

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국내, 국제적 현실을 보면 법률가에게 앞날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나 개인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들 수 있다. 중국의 장자에 나오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을 보면 명확하지 않
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보면 끝이 없다(自大視者不明, 自細者不盡) ｣는 말이
있는바 어디에서 시작하여야 할지 방황할 수 있다. 2 차세계대전 전까지 식민지배
를 받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 있었고, 법률세계도 마찬가지였다.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aber trotzdem)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든 조무제 대법관의 퇴임사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그의 적용을 통하여 구체적 분쟁
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그러한
역할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그의 반영으로서 법적 안정성이 확립될 때 능률적
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는 법질서존중의 의식이나 법적 안정성의 확
립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사고에 의한
판단과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 결과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게 된 것에 연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외적 상황은 시정
되어야 할 부면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여건이라고는 할 것이지만, 법관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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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애되어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법관은
부정적 여건이 있다고 하여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재판의 이상을 실현할 성
스러운 책무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실의 극대화로써 그러한 외부적 여건까지도 극복함으로써 재판의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더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다 차원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외형적 변화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하여 재판업무에 몰두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실심법관 여러분
들께 저는 사법부를 떠나는 이 자리에나마 격려의 말씀을 보내며, 함께 사법부의
발전을 통한 이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산 3.15 의거 당시에 의거를 용공분자의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집권당의 음모
에 저항하여 소신껏 수사하도록 촉구하였던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었던 소진섭
검사가 있었다. 당시 집권당이 계속되었더라면 제거대상의 선순위에 들었던 검사
였다. 그런 일을 하고도 그 다음 정권에서 고위직 제의를 뿌리친 검사였다. 법치
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전 1960 년대 어지러운 시기에 검사로서 정권에 대항하여
소신을 펼친 법률가이었다. 그 분이 쓴 아래의 시가 전해온다.
그 만큼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그 만큼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 그 만큼의
하루 하루에 충실하고
똑바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가치에 대한
알맞은 값이 치러지는 쪽에서
늘 서고 싶을 뿐이다.
풀잎 끝에서 떨어지는
한 알의 이슬방울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크기만큼의
대지를 적시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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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의연한 자세가 느껴
지는 시이다.
독일의 위대한 사회과학자인 막스 웨버는 ‘ 그의 학문은 그 자신에 있어서 도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 묻는 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한다. 그의 전기의 저자인 웨버 부인은 이
말을 해설하기를 ｢그가 자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의 모순을 도피하지
않고, 더욱 힘이 자라는 데까지 환상없이 생의 현실에 직면하며, 그러고도 그 이
상이 불후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헌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라고 한다.35)

타. 당사자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심
법률가에게는 사회생활에서 분쟁이 생겨 싸우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
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한 위에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
다.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당사자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되고 당사자의 행복을 위
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은가를 조용히 생각하고 당사자를 위하여 좋은 상
담 상대가 된다는 기분이 저절로 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는 법조를 신
뢰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 마샬이 제시한 냉철한 머리
에 따뜻한 마음(cool head, warm heart) 이라는 말은 법률가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물은 물에 불과하다는 자세로 사건 처리에 임하
던가 형사재판에 있어 망치를 들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인다는 심리적 상황에
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분쟁의 실질적 해결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의 형식적 처리
에 그칠 수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죄는 준엄한 눈으로 보되 사람은 자비심을
가지고 보라 는 흔히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괴테의 시구에 벌하든 용서하든 사람을 사람답게 보아야 한다(Soll er strafen
oder schonen, Muss er Menschlich sehen)

36)는

말이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특

히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임하기 쉬운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
35) 이기백, 硏史隨錄(일조각, 1998), 30면.
36) 앞서 든 라드부르흐 등 공저, 정희철, 전원배 역, 법학원론, 박영사, 188면. 앞서 든
橫川敏雄 판사는 독일의 스튜터가르트 교도소를 방문하여 싸인을 하고 교도소 소장이
라면 이 괴테의 시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었더니 교도소장이 wunderbar라
고 악수를 청하였으나 괴테의 시인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 한다. 裁判と裁判官, 331
면,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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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도그마가 될 수 있다.
Joaquin Miller라는 미국 변호사가 지은 ‘ 남이 비난하는 사람에게도(In Men

Whom Men Condemn)’라는 시가 있다.37)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에게도
나는 수많은 좋은 점을 발견한다.
신과 같다고 칭찬 듣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죄와 오점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양자 사이에
선을 긋기를 주저하고, 하나님도 선을 긋지 않는다
In men whom men condemn as ill
I find so much goodness still
In men whom men pronounce divine
I find so much of sin and blot,
I hesitate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two, where God has not.

방순원 전 대법관의 법관시절회고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서울지방법원(당시 경
성) 일본인 판사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서
詩作會를 열고, 문학과 예술을 논하고 마치 문학청년과 같은 모임을 갖으며 예술

과 정서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 사연을 들어본즉, “ 법관생활을
하다보면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사건에 관련해서 성격이 황폐하거나 이해관
계에 얽매어 인간미를 잃은 사람을 많이 대하게 된다. 자연히 자신들도 성품이
황폐해지거나 인간미를 잃은 각박한 사람이 될까 염려되어 교양과 인간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문학도같이 의식적으로 이 방면의 정서를 기르기 위해서” 라고 설
명하더라고 한다.38) 앞서 든 우리 소진섭 변호사나 일본의 요코가와, 미국의 밀
37)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까지 미국에서 활약한 밀러의 시이다. 시인이면서 사법
관인 그는 자신이 변호한 멕시코의 산적 죠아킨 무리에타로부터 죠아킨이란 이란 이
름을 빌려서 자신의 필명으로 하였다. 경건한 크리스찬이기도 하다. 이 시는 인종차별
이나 편견 또는 나쁘다는 선입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어둠이 없는 신의 눈을 통하여
토해낸 감동의 시라는 평을 듣는다(北野大, 心に殘る 名詩․名歌․名句(株式會社 主婦
と生活社, 2004), 200면.
38) 방순원, 나의 길 나의 선택 법조 반백년(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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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독일의 라드부르흐 등 여러 법률가들은 법률가이면서 시를 많이 알고 있고,
시를 짓기도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다. 법률가생활을 오래하면서 따
지고 분석하기를 잘하는 가운데 감성을 잃어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인은 스
스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이라는 말이 있고, 체코출신 밀란 쿤데라는 ‘ 시인이
된다는 것’ 이라는 시에서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
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라고 노래하였다.

Ⅳ. 국제화시대에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가. 국제화시대에 부닥치는 법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법률가의 소양
⑴ IMF 관리체제 직전 법적 상황과 그 대응
1997 년 IMF 관리체제로 가기 전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금융신디케이트와

교섭하였던 일본인 뉴욕주 변호사 이케다 마사히사(池田祐久) 의 다음과 같은 고
백이 있다. 이케다는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
을 졸업하여 미국의 로펌 클리어리․고틀립․스틴․앤드 해밀튼 법률회사의 아
시아 담당으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관련되었던 한국 정부에 의한 자금조달 실패
의 예를 소개하였다.
｢1997 년 나는 한국에 있었다. 그 해 6 월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는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대외채무는 급격히 불어나고 한시라도 빨리 자
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곳은 명예를 중시하는 한국. IMF 의 구
제를 받으면 한국경제전체가 IMF 의 관리 하에 놓여진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
하고 싶었다. 그래서 J. P. 모르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 수십 개의 은행 신
디케이트에 한국정부의 보증특약부 채무를 20 억 달러 어치를 팔려고 하였다. 나
는 한국 정부측의 고문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교섭에 참가 불과 수주간의 미팅에
서 신자금조달의 새로운 스케줄을 짜고 개시서류와 계약서를 준비하고 신디케이
트 측과의 교섭역을 맡았다. 채무불이행 직전의 상황이고 한국 측으로서는 어떻
게든 교섭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과격한 스케줄 때
문에 구미식의 룰에 대응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다. 물론 자금조달에 당면해서는
투자자 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보를 빠짐없이 게다가 틀림없이
개시할 의무가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측 관계자 사이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여 사실관계의 整合性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회담장에서 신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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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측의 구두심문에 대답한 재무부(大藏省)와 韓國開發銀行( 그 글에 있는 대로
의 표현임) 에서 제시한 한국국가의 대외채무잔고의 액이 달랐다. 한국측이 정확
한 채무의 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신디케이트 측에게 발각되어 그 15 분
뒤에 교섭은 결렬되었다. 시계는 바로 오후 11 시를 넘었고 한국정부는 어쩔 수없
이 IMF 의 구제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밤을 새워 준비하였던 나는 머릴 감싸게
되었다.｣39)
그 뒤에 IMF 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클리어리․고틀립․스
틴․앤드 해밀튼 법률회사에 소속된 모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미국 채권은행과의
협상을 하였다. 그 무렵의 국내신문 미국 특파원들은 그 변호사가 우리 한국인
들은(We, Koreans)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측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생각하고
감동한 기사를 보냈다. 그 뒤에 훈장까지 수여하느니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뒤에 당시의 뉴욕에 모인 채권은행단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지급보증만 얻어내면 금리는
타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한 한국 협상대표단
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금리를 깎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하고 작전을 구사하였더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이동호 변호사의 아래와 같은 분석이 있다. 그는 ｢먼저 우
리나라가 선임한 변호사는 평소에 우리나라 은행 등이 해외기채를 할 때 미국의
금융주간사를 대표하던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 바, 돈을 빌리는 측과 돈을
빌려주는 측은 입장이 다른데 평소에 돈을 빌릴 때에 대리하던 로펌들과 상의를
하였는지 충분히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 무담보 개인 빚에 국가가 보증을 서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된 것은 아닌지. 그 이전 월스트리트에 자리잡고 있는
그나마 몇 안되는 한국계 전문가들, 그 동안 해외기채일을 대리해온 국내변호사,
로펌, 투자상담가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보려는 생각이나 한 적이
있었는지｣하는 점 등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40) 순수한 우리나라 금융관
계자는 그저 통역으로 관여하였을 뿐이지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앞서 Ⅰ의 다.에서 우리나라 무역분쟁이 외국인변호사 독무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 원인이 국내변호사들은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고 국제 무역분쟁 소송경험이
39) 池田祐久, “ロ-敗戰 若き國際辯護士の警告”, 文藝春秋, 2000. 10월호, 269-270면.
40) 이동호, 개인만 있고 국가는 없다(한국경제신문사, 1999), 109-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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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며,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수임료도 비싸 국내기업들이 외국변호사를 선호
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 국제통상 분쟁은 변호사수임료가 비싸 건당 50 만
달러∼100 만 달러(한화 6 억 원∼12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
적으로 국제통상분쟁은 국익이 걸린 첨예한 문제이고 재판과정에서 국가기밀과
기업비밀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분쟁 해결에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⑵ 국제적인 법률전쟁 ― 소송대책 등 法律的인 危機管理에의 요청과 사회에
대한 의무
㈎ 국제화시대에 반드시 수반되는 국제분쟁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가는
어느 나라에서나 법률가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본법률가와 독일법률가와의 좌담회에서 ｢EU 에 속한 독일의 경우에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는 재판
관의 상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논은 활발하나 세계 속에서 어느 사법제
도가 경쟁에 강한지 하는 관점에서의 논의는 독일에 비하여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독일 측은 ｢일본은 섬나라가 되어 외국인이 적어 분쟁이 적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들은 갑자기 벨기에인과의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벨기에는 대학의 4 년 플러스 3 년간이라서 변호사사무소에서 무엇이든 가
능하다고 한다. 일본도 실은 국제적 경쟁의 가운데 놓여있다. 경제에 국경이 없
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제거래가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주변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섬나라에 내재하는 약점으로 바깥에 대
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에 관하여 미국의
압력이 강하여 방법이 없으나 일단 법률을 만들어 외국인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유롭게는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파트너로 되지 않는다,
일본인의 변호사 고용도 할 수 없다.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EU 에서는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언제까지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
다. 외국인변호사의 문제에 한하지 않고 재판제도 전체에 관하여 EU 에 있어 독
일과 같은 상황에 놓일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41)
41) “日․獨司法の現狀と課題 ― 21世紀の司法と目指して ―”, 判例時報, 1708호, 3-26면,
2000. 4, 일본법률가들과 주일독일상공회의소법무부장인 법학박사 하인리히 멩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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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본 바와 같이 일본사람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1 년에 일본변호사들을
50 여 명씩 80 년대 초기까지 매년 보내왔고, 일본변호사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훈

련을 받은 사람이 800 명이 넘으며, 그 중에서 150 명 내지 200 명 정도는 미국변호
사자격증도 있고, 뉴욕에 지금 남아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만 해도 백명 정도 된
다고 한다. 그런 일본이 국제적인 분쟁에서 당한 내용을 적은 앞서 든 이께다 변
호사의 글에 ‘ 일본 기업은 잡기 쉬운 봉’ 이라는 제목이 있다. 그는 위 글에서 ｢스
스로 legal adviser 로서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현장에 몸을 두고 있으므로 일본기업
을 둘러싼 상황이 정말 혹독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일본기업이 제소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
해오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1999 년 3 월 도시바사가 퍼스널 컴퓨터의 불량을
이유로 제소당했다. 미국인 2 인조가 플로피 디스크의 고장으로 데이터의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이다. 피해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바는 거액의 배상금과 이미지다운을 두려워하
여, 화해비용으로 천백억엔을 지급하고 타협했다. 미국의 재판사정을 알지 못한
다면 이해가 힘들 것이다. 도시바 사장은 ｢미국의 재판관습을 고려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눈물을 머금고 화해를 단행｣했다. 금액의 크기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변호사 사이에도 화제가 되었다. 대응이 늦어진 것이
다. 몇 가지 사정이 겹쳐 도시바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도시바의 문제는 올해 들어 중국으로 불꽃이 튀었다. 미국에는 많은 돈을 지불
하는데 왜 중국인에게는 지불하지 않는가 라는 신랄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일본기업은 國際訴訟社會에서 돈 지불을 잘한다라는 평판이 났다. 한번이라
도 대금을 지불해 버리면 잡기 쉬운 봉이 될 각오를 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도시바는 1999 년 10 월 하순, 퍼스널 컴퓨터의 결함 을 둘러 싼,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화해하여, 손실이 약 1,100 억 엔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화해에 의한 원
고변호인단의 보수는 100 억 엔 이상. 변호인단의 한 사람인 웨인 레오 변호사( 텍
사스주) 는 고도의 소송 노하우와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라고 거리
낌 없이 잘라 말한다. 레오 변호사는 유명한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 전문가이다.
1 건당은 소액이라고 해도, 수 만인의 피해자를 모으면 거액배상사건으로 되고,

변호사 보수는 늘어난다. 미국사회에서는 그것이 비즈니스로 되고 있다.
쟁점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반도체의 결함 이었다. 도시바는 제소 당한
씨와의 좌담회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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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 특별한 사용법의 경우에만 오작동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한
다. 한편 원고측은 “ 재판의 증거조사에서 도시바는 중요한 제품결함을 알면서 공
표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거액 화해의 원인이다.”( 레오씨) 라
고 말한다. 결국, 도시바는 제품보증에의 엄격한 메이커 책임 등 미국의 실정을
고려, 눈물을 머금고 화해했다. (西室泰三사장)42)
㈐ 지난 수년간 일본은 경제의 면에서 패배감에 의욕을 잃고,

제2 의 敗戰 이

란 자학적인 말을 들었지만 실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의 세계에서도
많은 일본인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劇的인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영미법이 타국의 법률을 압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인도네
시아의 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본법이나 인도네시아의
법이 아닌, 계약을 맺을 때 영미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이외의 기업이 계약을 할 때 영미법의 인기는 절대적이다. 성 외곽은 점점 계속
메워지고 있다.
일본법이 일본 국내에서만 통하는 로컬법으로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
려감이 일본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패전이 계속되어
｢로-패전｣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의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 기업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
다.43)
⑶ 국제재판에서의 상황
위 이께다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참치조사어획중지를 요구하면
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일본정부의 선임변호사 사무소로써 일본국을 원조하
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 국가기관과 국내외 학자와의 협력의 결과 2000. 8. 4. 전
면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재판의 경우 재판소에 출정하기 전에 승패는 나 있다. 참치분쟁
의 경우 중재재판이고, 재판에 관계되는 모든 조건을 사전 교섭에 의해서 결정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재인을 누가 하는가, 중재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 공용어
는 무엇으로 하는가, 몇 회 구두 변론하는가, 전초전부터 긴박한 공방전이 행해졌

42) 日本經濟新聞社 편, 김동윤 역, “集團訴訟의 標的으로”, 사법 경제는 묻는다(司法 經
濟は 問う), 법원행정처 해외사법소식 42호.
43) 池田祐久, “ロ-敗戰 若き國際辯護士の警告”, 文藝春秋, 2000. 10월호,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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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에 운이 좋게도 장소는 우리들의 법률사무소의 지점이 있는 워싱턴, 공
용어는 영어와 일어, 중재인도 과반수는 우리들의 사무소와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하나 하
나씩 쌓아서, 최종적인 승리를 유도한다. 일년 이상 걸린 재판의 최종과정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크리어리 사무소에 일주일간 일본측 관계자가 약 48 명과 계속 일
하고, 대책을 의논했다. 일본의 외무성에는 국제공법에 정통한 인재가 많았다. 수
산청은 어업교섭과 水産資源論 전문가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국제재판은 극히 드물다. 단기간에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소장을 완성시키
고, 필요에 따라서 증인을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들 소송전문가로서의 업무가 발
생하게 된다. 이번 승리도 외무성, 수산청, 국내외 학자, 그리고 원양어업계 전원
이 노력한 덕택이다. 국제재판은 바로 總力戰이고, 人海戰術이다.｣라고 하였다.44)

나. 국제화시대의 법률가에 요구되는 소양
⑴ 국제성을 갖춘 법조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가.
앞선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
고 있고, 그 전쟁에서의 戰士는 결국 법률가 특히 변호사라고 할 것이다. 유능한
국제적인 변호사를 많이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는 당연한 법조계의 최대의 현안
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다룬 사람이 별로 없고 국제적인 법률전
쟁의 상황도 법률가 전체에 인식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앞서 든 일본 柳田幸
男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변호사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여 비교적 다양한 법률실무경험을 하였고 객원교수까지도 하였
던 사람으로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의 일익을 담당하였다.45)
앞서 보았듯이 그는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질을 크게 5 가지로 나눈다. ㈎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 일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것, ㈐
일본어에 의한 능숙한 전달능력을 갖출 것 외에, ㈑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를 架橋시키는 능력, ㈒ 영어 및 자기가 흥미를 가진 나라(‘target 국’) 의 언어에
의한 전달능력을 갖출 것을 추가한다. 이하에서 추가된 두 가지 소질의 의의를

44) 池田祐久, “ロ-敗戰 若き國際辯護士の警告”, 文藝春秋, 2000. 10월호, 271면.
45) 柳田幸男, “國際化時代の法曹養成”, Jurist, 2004.2.15, no. 1262, 96-97면. 이 분야에
관하여는 연구한 국내의 논문을 구할 수 없어 야나기다柳田씨의 글을 위주로 적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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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본다.
⑵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의 가교능력
이 자질은 borderless 라고도 하여야 할 현실의 세계 와 분석된 법의 세계 를
가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거기에서 생기는 案件의 상당
부분이 국제성을 가지게 되는 현실의 세계 가 있고, 다른 한편 그 해결의 기준
이 되는 법은 원칙으로 국경 을 초월하지 못하는 법의 세계 의 실정이 있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를 가교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를 가교하기 위하여 법조는 그 국제적 안건과 관
계 있는 각 나라의 ‘ 법의 깁기(patch-work)’를 하여야 한다. patch-work 의 대상으
로 되는 국제적 안건은 아래의 3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 국제적 안건 가운데는 그 안건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관계된 것이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공통된 실질법이 존재하므로 관계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정함에 따라 안건이 처리된다. 그 안건에서 문제로 되는 사항의 전부에 관한 조
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있는 것은 한도가 있다.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전
부 처리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만 오늘날 사인간의 상품매매나 금융거
래를 비롯하여 기타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도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 있어 최근
많은 국가의 사이에 다른 나라의 국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타방 조약에
의하여 가능한 한 법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에게 공통되는 실질법을 안건의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 그러나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거할 수 없는 즉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실
질법이 존재하지 않는 많은 국제적인 법적 문제는 각 나라의 국내법에 의거하게
된다. 각 나라의 국내법은 각각의 나라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이런 종류의 문제
의 처리에 있어 먼저 최초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가를 생각하여
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법 혹은 抵觸法(Conflict of law) 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리
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 최후로 국제성을 지닌 법률문제 가운데에는 당해 문제에 대하여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라는 당사자에게 공통의 실질법이 없고, 다시 국제사법에 의하여도
적용하여야 할 나라의 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경우에 많은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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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예컨대 교섭을 통하여 인포말한 절차 등에 의하여 처리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국제적 사안의 처리에 있어 법조는 관계된 법의 사이의 패치워커
( 깁기) 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의 3 가지의 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 먼저 조약 국제관습법 등의 국제법과 함께 국제사법을 이해하고 다시 각
나라의 법과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Civil law system 의 국가의 법조로서는 Common law
system 의 이해가 필요하다. Common law system 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판례법

주의를 베이스로 하는 아메리카 방식의 법실무가 세계적으로 우세하다는 현실도
직시하여야 한다. ㈐ 끝으로, 국제적 사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상대국가의 법적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
에 관하여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의 3 항목에 관한 이해 위에 서서, 최후로 결말을 짓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와의 갭을 가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관계국의 법의 사이에 패치워커를 행할지 하는 실천적인 처리방법을 알
지 않으면 안된다.
⑶ 영어 및 타케트 국가의 언어에 의한 전달능력
그 다음 국제화시대의 법조에 요구되는 자질은 영어 및 타케트국의 언어의 전
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영어는 세계공통어로 되어 있으므로 영어를 이용한
구두․서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이다. 나아가 영어이외도 타케트 국
가의 언어, 예컨대 중국어 등에 의한 전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⑷ 협상설득능력
국제화시대에 법률가 특히 변호사가 국제적 협상의 장에서 활동하여야 할 일
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젊은 법률가지망생들이 목표로 하여야 할 분야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국제적인 협상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 브리컴 영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제프
리 존스(Jefferey D. Jones) 변호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을 5 년 역임하였고
우리나라 김 & 장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1980 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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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와 다른 외국의 변호사사무실과 협상할 일이 생기
면, 외국변호사들이 꼭 한국인변호사만 상대하려 한다. 협상테이블에 외국인변호
사를 내보내면 상대편에서는 아주 난처해하며 파트너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일쑤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보다 한국인변호사가
훨씬 만만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한국인 변호사들이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외국인 변호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적어도 우리 회사의 한국
인 변호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 변호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만큼
유능하고 영어도 나보다 잘한다. 그런데 왜?
굳이 말하자면 한국인 특유의 심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국 사람들
은 어지간하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한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단칼에 ‘그건
절대로 안된다’ 라고 까지 하지 않고 ‘생각해 보자’ 며 여운을 남긴다.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사람들의 그런 습성을 잘 알고 있다. 그걸 약점 삼아 교묘하게 이용하
는 것이다.
미국에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왠지 입맛이 씁쓸해진다.
이동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코드분
할다중접속(CDMA) 과 시분할방식(TDMA) 이다. 이 가운데 먼저 개발된 TDMA 는
지금도 유럽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CDMA 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인
데, 이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몇몇 기술자가 모여서
만든 회사가 바로 퀄컴이다. 퀄컴이 설립된 때가 1990 년대 초반인데, 당시만 해
도 이미 TDMA 가 표준으로 굳어지다시피 한 상황이라 퀄컴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퀄컴은 원천 기
술을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모토롤라와 루슨트 등의 주요 통신 회사들에
게서 모두 퇴짜를 맞은 상황이었다. 한국이 받아 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장될
기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칼자루를 쥔 쪽은 한국이었다. 초기에 협상을 잘했으
면 비록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지불하더라도 그 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
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거꾸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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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방식의 이동전화가 상용화된 뒤 한국의 업체들이 퀄컴에게 지불한 로열티

가 무려 5 억 달러가 넘는데도 그들에게서 받은 로열티는 1,000 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협상에 임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미루어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도 협상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끌려 다
니다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46)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배운 대로 협상에 임
할 때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는 작전을 즐겨 사용했다.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괴로워하거나 귀찮
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것이 바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
는 국제적인 협상 무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그런 식으
로 협상에 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못 버틴다’ 는
충고를 여러 번 들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고 경쟁의식도 강한데, 밖으
로만 나가면 이상하게도 움츠러든다. 스스로 부여한 자기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이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갖가지 규제의 규정이 생긴다. 그러면 그 규제와 규
정이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좁은 울타리 속으로 몰고 간다.47)

다. 국제화시대에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의 양성
법률가의 소양의 양성의 문제는 법률가의 양성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논제와
는 거리가 있으나 앞서든 柳田幸男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것
같아 언급하여 본다. 일본의 경우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법과대학원의 교육에서 주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
고 있다.

46) 제프리 죤스, 나는 한국인이 두렵다(중앙 M&B, 1999), 207-209면.
47) 참고로 송병락 교수의 저서,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청람출판,
2004)), 22면에 의하면 얼마 전 중국에 진출한 한국 휴대전화 회사를 방문했을 때, 한
임원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휴대전화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의 비중은 총생산 비용의 0.4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미국 퀄컴의 코드다
중분할접속(CDMA) 베이스밴드칩에 대한 로열티는 한 대당 판매가격의 5.75%나 됩니
다.” 협상능력의 증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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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검토하는 구체적인 교육항목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에 관하여 술하는 바, 국제화
시대의 법조에 필요한 5 가지의 자질 가운데 먼저 통찰력에 관하여는 학부시대의
리버랄 아트교육에 의하여 그 기초를 구축하였고 법과대학원에서는 나머지 4 가
지의 자질의 획득이 구체적 목표로 된다. 그 중의 하나인 현실의 세계 와 법의
세계 를 가교하는 능력에 관하여 조금 자세히 복습한다. 가교능력에 관하여 앞서
3 항목의 이해, 즉 ㈎ 국제법 및 국제사법 등의 이해, ㈏ Common law system 등

의 외국법의 이해, ㈐ 타케트 국가의 사회와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위에 네 번째로 2 가지 세계를 가교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계국의 법 사
이의 패치워커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습득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의 네 가지
능력가운데 ㈎의 국제법, 국제사법 등의 이해는 공법계의 기본과목군 가운데에서
제공할 것이다. 또한 네 번째의 관계국의 사이에 법의 패치워커의 技法은 일반으
로

국제거래법 , 영어로는

Business Transactions

Transnational Legal Problem

또는

International

등으로 불리는 과목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의 획득방법에 관하여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결과 법과대학원에서의 구체적인 교과목표 중 여기서 취급하는 사항은
1) 일본법의 진정한 이해, 2) 일본어에 의한 전달능력의 획득, 3) Common law
system 등의 외국법의 이해, 4) 타케트국의 사회와 문화의 이해, 5) 영어 등에 의

한 전달능력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하에서 국제화시대의 법률가의 소양
에 관련된 3), 4), 5) 에 관하여 그 획득방법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다.
⑵ Common law system 등의 외국법의 이해
외국법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지식을 획득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기본적인 법적 사고 패턴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법에 관하여는 동경대학이나 와세다대학과 같이 많은 나라의 법제도를 커
버하려는 법과대학원도 있으며, 또한 하나의 나라 혹은 지역의 법제도에 집중하
여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법과대학원도 있다.
하버드 로스쿨에는 1) 동아시아연구소, 2) 유럽법연구소, 3) 이슬람법연구소, 4)
국제인권문제연구소, 5) 국제조세법연구소, 6)국제금융시스템연구소 등 많은 연구
소나 센터가 있고, 그로부터 대상국이나 지역의 법제도의 연구와 문화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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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 관심을 가진 학생이 모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워싱턴
로스쿨에는 유명한 아시아법의 연구센터가 있고, 그와 같이 많은 로스쿨들은 어
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로스쿨로서의 특징으로 강조
하고 있다.
이하에서 법과대학원에 있어 Common law system 등의 외국법 및 그 사고패
턴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한다.
㈎ 수업에 있어 비교법 관점의 주입
먼저 수업에 있어 비교법 관점의 주입이라는 것이 생각된다. 국제법, 국제사법,
비교법 혹은 특정한 외국법이 독립한 과목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먼저 언급한바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비교법의 관점이 실정법의 기본과목 가운데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실무를 취급하거나 지방에서 취급하
거나 그 실무가 비즈니스관련이거나 형사관련이거나 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법조
는 외국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케이스를 외국법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건으로 빈
번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과대학원의 제1 학년에서부터 비교법의
관점을 모두 기본과목에서 넣어야 되었다. 비교법의 관점이 들어가는 것의 메리
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그에 따라 학생이 법제도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
을 알고, 거기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취급하는 때에 여
러 가지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법적 관점의 디스커션을 통하여 자국의 법제도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상과 같이 효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근년 아메리카에서는 제1 학년을
중심으로

기본과목에

비교법적

관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예컨대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를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제1 학년에 3 단

위의 국제법․비교법 입문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하고 그 위에 각 과목의 수업에
있어 적어도 2 시간 비교법을 취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로스쿨의 학장이
이에 관하여 최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제법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에 관하여 적어도 2 시간 이상 비교법 및 그 관련
주제를 취급하는 것을 교수 및 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학생들이
포괄적․체계적 지식을 몸에 지니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2 가지 명확한 교육목
표를 보게 된다. 먼저 국내과목의 수업 중 비교법의 관점을 가지게 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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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타의 문화적인 상위를 분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문화적 상위 때문에 나라가 다르면 문제의 취급도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
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또 하나는 국경을 넘어 이해관계를 가진 의뢰인을 위하
여 어느 나라의 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해결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이해시
킬 수 있게 된다.
㈏ 외국인교수에 의한 수업
외국법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외국인교수에 의한 수업이다. 외국
인교수는 그 외국법에 관한 입문적 과목이나 특정한 법영역과 관련한 과목, 내국
법과 그 외국법과의 비교법 등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다. 외국인교수는 내국인
교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교수의 모국법과 국내법에 관하여 수업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학생이 접촉함에 의하여 내국인 학생은 외국법에 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 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사고 패
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교수가 내국어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면, 보다 많은 학생이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영어로 가르치게 되면 학생
의 외국어능력을 높이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면 내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수가
공통으로 과목을 계획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
교수가 내국과 내국법에 그리 정통하지 않는 경우에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교수와 내국인 교수가 교실에서 협력하여 가르치는 것은 사고패턴의 기
본적 상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교수의 재임기간에 관하여는 동경대학 법학부의 Paul Ch'en 교수나
Daniel Foote 교수는 정교수(tenured professor)로서 교단에 섰다. 혹은 연 단위,

학기 단위 또한 법 집중강의를 위하여 2, 3 주간이라는 단기간만이라도 객원교수
로서 맞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최후로 법과대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자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관이나 NGO 의 멤
버 등의 외국인 실무가를 맞이하는 것이 유익하다.
㈐ 원격수업 및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공동수업
원격수업 및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공동수업도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의 통신기
술의 경이적인 발달에 의하여 이른바 Computer- assisted Learning 이 가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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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방법을 통하여 학생은 넓은 범위의 과제에 관하여 외국인교수의 강의를
청강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비디오회의설비를 사용하여 외국의 대학
과의 공동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동경대의 Daniel Foote 교수가 지난 학
기의 국제계약법의 과목에서 동경대와 워싱턴대와의 공동수업을 행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양교의 학생들이 텔레비, 라디오를 통하여 계약교섭을 행하여 워싱
턴․동경, 모두 큰 성과를 얻었다. 법과대학원에 있어 외국의 로스쿨과의 동시수
업이 가능하게 되면 좋다.
㈑ 외국인학생과의 교류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으로부터도 배운다. 외국
인학생과 직접 교류하는 것에 의하여 외국법에 관한 이해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법과대학원의 입학허가가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도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학하는 외국인학생의 수가 극히 소수라고 예상된
다. 따라서 내국인학생 전체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과대학원은 외국인학
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카의 로스
쿨에는 외국인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LLM 이라는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거
기서는 로스쿨졸업과 동일한 레벨의 외국인학생을 받아 1 년간 아메리카인 학생
과 같은 교실에서 함께 여러 과목을 배우게 한다. 하버드로스쿨의 경우에는 매년
150 명의 LLM 학생이 1,650 명(= 한 학년 550 명 × 3) 의 JD 학생( 정규학생) 과 함께 공

부하고 있다.
㈒ 외국유학프로그램
외국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외국에의 유학이 있다. 많은 젊은 실
무가가 외국, 특히 아메리카의 로스쿨에 유학한다. 예컨대 작년 하버드 로스쿨의
LLM 코스에의 일본으로부터의 입학신청은 150 명 정도 있었다. 외국에의 유학에

관하여는 뒤에 타케트 국가의 사회와 문화의 이해 의 항에서 고찰한다.
㈓ 국제모의재판 기타의 국제경쟁(International Competition)
다음으로, 국제모의재판기타 국제경쟁에 관해서 인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구체
적인 현실의 정황에 기하여 가정한 사건에 국제법, 국제사법, 외국법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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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법 및 외국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경쟁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모의재판에서 유명한 것으로서는 The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 이 있다. 이것은 1959 년에 아메리카 등의 학생이 시작하여 지

금에는 세계 80 개 국가에 걸쳐 300 개의 로스쿨과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이 경
쟁에서는 학생이 가공의 2 개국을 대표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이전의
가공의 분쟁에 관하여 원고측, 피고측으로 각각 나누어져 서면 및 구두에 의한
변호를 행한다. 각 팀은 먼저 그 지역 및 국내의 경쟁에 참가하여 매년 봄에
Washington D.C.에서 행하여지는 국제최종전에서 우승이 결정된다. 2003 년의 우

승은 오스트레일리아, 제2 위는 러시아이었다.
기타 많은 국제경쟁이 있다. The Willia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도 비즈니스경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장래의 법조를

위한 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Intercollegiate Negotiation Competition 이라는 대항경쟁이 시
작되었다. 금년이 2 회 째로 되는 이 경쟁에서는 가공의 2 개국 사이의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제1 라운드에서 중재재판, 제2 라운드에서는 네고시에이션을 행한
다. 이 경쟁에서는 2 개의 부문이 있고, 1 은 일본어에 의한 것, 2 는 영어에 의한
것이다. 2003 년에는 일본과 외국을 합쳐 8 대학, 129 명을 넘는 학생이 참가하였
다. 국제모의재판 등의 국제경쟁이 다시 확대되어 법과대학의 서포트에 의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참가하는 것이 기대된다.
㈔ 도서관
외국법의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는 도서관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과대학원
은 외국법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 충실한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생은 거기
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동경대학 법과대
학원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커리큘럼의 일부에 국제공법, 국제사법 및
외국법에 관한 자료의 리서치의 방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⑶ 타게트(target) 국의 사회와 문화의 이해
현실의 세계와 법의 세계와의 사이에 갭을 메우기 위하여 법조는 타게트 국의
법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도 이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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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그 나라의 노동법의 완전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역할을 하
지 못한다. 그 나라에 있어 고용구조와 고용관행까지도 이해하여야 비로소 법이
이해될 수 있다. 외국인교수에 의한 수업, 원격수업 및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공
동작업, 외국인학생과의 교류 등에 관하여 이미 언급하였는데 그 많은 것은 외국
의 사회와 문화의 이해에도 유익하다.
아메리카의 로스쿨 학생 중에는 여름방학의 3 개월 동안 외국에의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자가 있다. 외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이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유효한 방법은 계획적인 외국유학프로그램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나라에 사는 것이다. 금일 아메리카의 로스쿨에는 150 개 이상의
Summer Abroad Program 이 있고, 외국에서의 세미나 프로그램도 준비하여야 한

다. 학생이 외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자매학교협정을 널리 맺고 있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면학의 기회는 짧게는 1 개월, 길게는 1 학기 내지 1 년간인데, 갈 수
있는 곳은 영국, 일본, 중국, 동구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는 호스트 국가의 교수에 의한 교실에서의 수업에 더하여 재판소나 정부기관 혹
은 기업 등의 계획적인 방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에는 그 지
역의 기업이나 법률사무소에의 Externship 도 준비되고 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하
여 학생들은 사회와 직접 접촉하여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
우리의 법과대학원에 있어서도, 아메리카의 로스쿨에서 조직화된 기존의 프로
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같이, 외국에서 배우는 참가자에게 졸업요건으
로서 단위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것과는 별도로 법과
대학원에 있어서도 독자의 유학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기대된다.
⑷ 영어 및 타게트 국가의 언어에 의한 전달능력의 획득
국제화시대의 법조에게 요구되는 자질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영어 및 타케트 국가의 언어에 의한 전달능력의 획득 이다. 먼저 학부시대에 영
어 등 외국어를 마스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학부시대의 외국어는 단지
출발점에 지나지 않고 법과대학원에 있어서도 레벨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이미 언급한 외국인교수에 의한 영어의 수업에 참가하는
것, 원격수업, 외국교육기관과 공동수업, 외국인 학생과의 상호교류, 국제모의재
판 등에의 참가, 외국유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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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떻게 법률가 소양을 갖출 것인가
가. 문제의 제기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논점은 필자가
맡은 논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평지도 보지
못한다(不上高山 不顯平地).｣고 하는 바, 미국 등 외국에서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
고 국제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인 법률가의 활동상황도 잘 알
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무슨 문제나 한마디하는 이른바 一言居士처럼 복잡한 토
론의 장에 돌맹이 하나를 던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현직판사로서 20 여 년,
변호사 2 년가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생각하였던 점, 최근에 이 글을 쓰
기 위하여 읽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
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변호사이기도 하였던 Lincoln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여 비판이 일어났
을 때 그는 ｢나는 비 내리는 미지의 숲 속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어디로 가
야 할지는 나도 모른다. 내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여, 천둥을 치거나
번개를 치거나 그대들 마음대로라면, 가능하면 천둥보다는 번개를 치도록 하여주
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빛(light)이지 소리(noise)는 아니다.｣라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법률가지망생들의 유형과 현행 법률가양성제도의 문제점
⑴ 1990 년대에 우리나라 TV 인기연속극 ‘ 아들과 딸’ 이 방영되었는데 우리사회
의 분위기를 반영하였던 내용으로 그때 아버지 역할을 하였던 탤런트가 여러 차
례 아들에게 “ 남자라면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고 반
복하였던 장면이 있었다. 남자로서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신분의 급속한 상승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되는
코스로 생각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는 모
든 생활을 고시합격에만 몰두하도록 하여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뇌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하게 되었다.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당사자에게도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 더 이상 인간적인 성장을 그치게 하는 문제를 안고 법률가
로서 활동하게 되는 데에서 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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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 어떠한 소양을 가져야 하는가하는 점에 앞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
람들이 법률가를 지망하는가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법철학
자 라드부르흐의 오래된 법률가의 유형에 관한 분석이 있다.
첫째, 너무나 알려지고, 또 그리 신통하지 않은 型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도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型에 속하는 법학
생은, 학문에 관심은 없지만, 입학하여 처음 1, 2 학기 동안은 거리낌 없이 酒色과
歌舞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 후 벼락공부로 시험을 치러 나가기만 하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는 俗說에 꾀어서 법학과에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법
률가의 사회적 지위에 끌려 법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이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명예
를 준다(Da Justinianus honores!). 이 階級的 偏見에 사로잡힌 型의 法律家가 우
리 國民生活에 있어서 얼마나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오늘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法律家의 시대는 이미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둘째, 지적인 면만 발달하여, 특히 뛰어난 정신적 인격을 갖지 않은 청년이다.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이해력이 있어, 특히 학과에 대한 선악을 가리지 않고, 중
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모범학생
이 된다. 그들은 부모의 희망에 따라, 특히 다른 학문을 해 보겠다는 별다른 관
심도 없이 법학과에 들어온다. 법학생으로서 그들은 실질적인 흥미에 의하여 방
해받지 않고,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 때문에 상당한 성적을 올린다 ― 적어도
법률가의 사무가 오늘도 아직 형식주의적이고 비창조적인 것인 한. 그러므로 학
자이든 실무가이든간에 오늘날의 유능한 법률가의 대다수는 이 型의 사람들이다.
셋째, 강하고도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철학적․예술적․사회적 내지 인도적
경향을 가지면서, 외적인 사정 ― 예컨대 저술가나 학자와 같이 항상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직업을 택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것과 같은 ―때문에 또는 예술에 대한
훌륭한 감상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적 창조력이 없는 것과 같은 내적 사정
때문에, 자기가 원래 흥미를 느끼는 방면에서 입신할 수가 없어 법학으로 도피하
는 사람들이다. 이 型의 사람들은, 법학을 선택하면, 아마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자기의 본래의 취미
방면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법학과로 들어온다. 이러한 법학생
중의 어떤 사람은 學生放縱文人生活(Studenten-Boheme)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 낙
오하고, 또 어떤 학생은 저널리즘으로 들어감으로써 천직 내지 그 대용물에로의
길을 발견하고, 또 어떤 학생은, 체념하고 法律關係職을 붙들고 경우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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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는 얼핏 보기에 거리가 먼, 그들의 생래의 취미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법률가
로서의 직업을 성공케 하여 중요하고도 독창적인 학문상의 업적을 남기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 때는 그 직업 때문에 내면적 고민
을 경험한다. 이 고민은, 법률가 이외로는 아마 젊은 신학자만이 아는 고민일 것
이다. 왜냐하면, 미묘한 지적 양심과 학문에 대한 강한 존경의 생각 때문에 이
型의 젊은 법률가는 처음에 생각한 것과 같이 법률가라는 직업을 그리 달게 받

아들일 수가 없어, 내심으로는 법률을 싫어하는 정신이 나날이 짙어져 가는 입장
으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학사를 읽으면 이러한 사람들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메피스트와 학생의 대화에서 괴테는 메피스트의
입을 빌려 법학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다.48)
오늘날의 현실에도 라드부르흐가 분류한 두 번째 유형의 법률가 지망생들이
법률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유형의 법률가 지망생
의 의식구조를 전제로 양성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⑵ 우리 현행법학교육도 국가건설 초기의 혼란시기에 나름대로는 기능을 하였
다. 법학교육이 전통적인 강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학부의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강의형식으

로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의 교육연한의 틀 안에서 교육효율을 높이려면 단
기간 내에 주요과목의 내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해도 강의에 의지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된다. 3) 법학교육이 법률가지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후자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 양
성을 위한 특수한 방법을 채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법학교육은 거의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형식
이다. 이 강의형식에서는, 학생을 단기간 내에 법률학율 修得하게 하는 면도 있
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함이 보인다. 첫째, 학생의 수동적 태도를
조장하는 폐해를 들 수 있다. 학생은 강의를 듣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칫하면 추상적 원리의 설명에 치우치기 쉽다고 지적된다. 셋
째, 구체적 문제에 관해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양성
할 수가 없다.
48) 앞서 든 라드부르흐, 즈바이게르트 공저, 정희철, 전원배 역, 법학원론, 박영사,
304-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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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知의 巨人’ 다치바나 다카시(立花隆) 가 지은 ‘ 도쿄
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라는 책에 도쿄대학법학부에 관한 언급이 있다.49) 그 책
에서 2 차대전 후에 미국에서 건너와 일본의 대학교육을 조사한 일즈(Walter C.
Eells) 는 일본의 교육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생은 교실좌석에 배열되어 있는 ’ 찻잔’ 같은 존재이다. 교사는 주
전자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지식을 찻잔에 따르는데 그 찻잔의 용량 따위는 완전
히 무시된다｣라고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도쿄대학 법학부졸업생은 양산
되는 ‘찻잔’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학의 기초적 지식이나 체계적 이해를 몸에 익히지 않고, 사법시험에 관계
하는 겨우 몇 과목의 법률과목에 있어서 논점암기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근의 사법시험합격자는 자신의 머리로서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고 폭넓은
교양은커녕 기초적인 교양조차 불충분한 자가 늘고, 현행 제도대로 합격자를 증
가하면 법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머리가 좋은데다가 운도 있어 인생의 초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마치 사회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되고 이 사회의 主流가 되어 버리면 支流에서
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지 못한 것들 중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무대의 주인공처럼 되어버리면 타인
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쁠 때나 슬퍼할 때 함께 자기도 정말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강의중심주의는 교육방법으로서는 찬동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가의 양성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방법은 개선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법률가는, 강의중심의 교육방법으로는 육성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다. 능력과 인간성을 갖춘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
우리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2 조 5 호에서 규정한 “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
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 이라는 개념은 막연한 느낌이 있다.
앞서 든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견서에서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서 첫 번째
로 들어 강조한 법의 지배 의 직접 담당자이고,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 로

49)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이정환 옮김,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청어람출판사, 2003),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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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법조에 공통해서 필요한 전문적 자질․능력의 습득
과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지적은 보다 구체적이다. 법률가를
사회생활상의 의사라고 한 표현은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교육의 이
념으로 표방한 것이 특이하다.
법조의 사명의 본질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고 법이란 것은 그 도구 내지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는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조양성시스템에는 이러한 통찰력의 기
초가 되는 일반교양교육이 부족하다. 法曹는 중세 이래 의사나 성직자와 나란히
고전적 3 대 전문가로 특별한 직업적 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전문가의 공통의 특징으로서는 고도의 학식의 이면에 있는 전문적
기능을 특수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 배워 익히는 것, 불특정 다수의 개개의 의뢰
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해서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행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
을 위해 애쓰는 것, 자율적인 단체로서 전문적 기능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윤
리․규율의 유지를 행하고, 면허제도 등에 의해 전문영역에 있어서 독점적인 활
동을 행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한한다는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부여되고, 전
문적 기능의 교육․훈련도 이러한 자율적 단체에 소속한 자격소지자에 의해 행
하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법학부와 신학부, 의학부와 같이 상급학부라는 위치에서 배우기
위해 하급학부에서 소위 자유학예과목을 배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自由人으로서의 교양을 구비한 자를 교육하는 상급학부는 분쟁의 해결, 魂의 구

제, 질병의 치료 등, 극히 인간적인 실천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순한 지식, 理論知가 아닌, 사람들이 고뇌하고 있는 임상현장에 활용하는
지혜, 實踐知의 교육을 주안으로 하였다.50)
법률가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대학과정에서 리버랄 아트를 공부하고 법과대학
원과정에서 법률전공을 배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생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사례를 들만한 것이 없다. 학부에서 리버랄 아트를 배운
의사의 경우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중앙일보 ‘ 삶과 문
화’란에 ‘ 문학수난시대’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50) 田中成明, “法科大學院時代の法學敎育”, Jurist, 2004.2.15,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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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언젠가 미국의 어느 의대교수와 우연한 좌석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의 영미문학에 관한 지식은 명색이 일생을 문학을 공부한
나에 못지 않았다.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문학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많
으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학부 때 많은 문학관련 교양과목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버드나 MIT 대 교과과정에는 교양필수로 문학과목이 거의 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의학이나 이공계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 문학을 공부시키느냐는 나
의 질문에 그 교수는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내장을 보고

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육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느껴집니
다. 선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인지 갈등이 심하고 괴로운 사람인지 짐작이 가
지요. 인간의 마음과 몸은 신비롭게 연결돼 있고, 육체만 보는 것은 진정한 의사
가 아닙니다. 나도 그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문학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
다.” ｣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마음, 즉 문학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고뇌와 상처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
어떤 학문도 이러한 인간이해가 없이는 성립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육체의 질병
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정도의 기초적인 소양을 요구한다면 분쟁에 관한
판단여하에 따라 당사자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가에게 더
많은 소양이 필요할 것이다.

라. 법과대학원교육에의 기대와 그 한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판, 검사, 변호사라는 고정적
인 목표를 정하여 그곳에만 매달리면서 폭넓은 사색이나 독서를 하지 않으면 차
가운 법률기술자가 되기 쉽다.
뇌과학에서 사람의 뇌는 청소년기에 크기와 기능이 완성되며 20 대가 넘어가면
소멸하는 뇌세포수가 더 많아져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
년기에 창의적 논리적 통합적 사고 등, 뇌 전 영역을 고루 사용하는 全腦활동을
해야 계속적인 지적능력의 함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읽고 깨닫고 사유하고 창
의하는 인간의 기본 자질은 이 시기에 얻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뇌가 반짝반짝
빛나게 움직이는 시기이다. 지적 활동의 공백 내지 편중은 뇌의 回路를 다양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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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기회를 박탈하며 이미 개통되어 있던 회로까지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좁아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과대학원 이른바 로스쿨방식에 의한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시스템은 우리나
라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사법시험합격을 목
표로 매진하는 試驗戰士로 되는 현행의 시스템보다는 강점이 있다. 대학 학부교
육과정에서 다양한 인문과목의 수업을 받고 학부수업을 마치고 삶의 커다란 목
표를 정한 다음에 법률가가 되기로 주체적으로 삶의 결단을 내리고 법학을 전공
하고 법률가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커다란 삶의 목표에 있어 하나의 통과
코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과정을 마쳤다고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다. 앞서든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과 향상은 법과대학원의 입
학자격에 관하여 원칙으로 학부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학부의
단계에서 몸에 지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즉 학부의 리버랄 아트교육에 의하여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법조로서의 전문가 자질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으
나 그 기간에 비하여 너무 커리큘럼이 과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인간성은
법률가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가는 단순한 법률기
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법을 살리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대
학원에 있어 모든 수업에서 항상 풍부한 인간성의 함양,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
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51)
미국 로스쿨교육에 대하여 가장 신랄한 고발서를 쓴 것은 미국 제일의 로스쿨
이라는 예일대학 로스쿨의 교수이다. 그 교수의 이름은 찰스․A 라이터. 그가
1970 년에 지은 ‘녹색혁명(The Greening of America)’ 52) 은 대단히 유명하게 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메리카문화의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는 논평 가운
데서 교수는 자신이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아메리카문화의 일면 즉 로스쿨을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술하고 있다.
｢… 법과에 적을 두고 있는 그들( 학생) 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反論하
기 위하여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討論좋아함” 의 인간, 감수성보다도 오히
려 “ 분석성” 이 있는 인간, 지식에 대응한다는 것보다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 강
51) 柳田幸男, 法科大學院構想の理想と現實(有斐閣, 2002), 195-196면.
52) 일본에서는 綠色革命, 邦高忠二 역으로 早川書房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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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경쟁심과 자기 주장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법
과의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
초는 분노하고 절망하여 반발하는데, 체념하는 기분에 놓인다. 그들은 상상력의
영역이 국한됨과 함께, 감수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인상을 받
는 능력도 감퇴됨과 더불어, 읽고 생각하는 범위도 좁아짐과 함께 법과에 재적하
고 있는 사이에 말 그대로의 의미대로 “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 ｣53)
‘ 그들은 상대방이 무어라고 하여도 반론한다’라는 라이커 교수의 견해에 異論

을 제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수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
기서 교수의 주장을 몇 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먼저 법학부의 학
생은 토론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되는 것이 기대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압
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그러하다. 교실에서는 논의를 통하여 이른바 敵
對的 性格 을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가하여 지고 있다. 예컨대 수업 중

에 하나의 소송사건을 취급한다. 소송이므로 당연히 입장을 둘로 나눈다. 반드시
상대방과 이쪽 편, 상대와 자기라고 하는 적대관계로 나누어져 상대가 어떠한 말
을 하더라도 반론을 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고 소송의 도중에 교수로 반대측
의 변호에 돌아가는 듯하게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입장을 역전시켜 그 정도로
손색없이 교묘하게 겉을 꾸며 적의 변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위선자라고 불릴 것인데, 법학부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서바이벌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지적습관으로 된다. 그러나 법학부의 학생
들이 받는 훈련은 학생사이의 論戰에 그치지 않는다. 교수로부터도 끊임없이 토
론이 걸려온다. 여기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던 토론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교사는 그에 반론하여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100 명의 동급생의 앞에서. 이러한 지도방법은 소크라틱 메
서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교수는 승리하여 의기양양하고, 학생
은 공포에 떨고 있는 敎授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공포는 로스
쿨 교육에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 공포를 느끼기 위하여 그들은 변호사가 되더
라도 자신의 잘못이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할 수 있게는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말이 막히는 것은 최대의 罪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또한 위협이
53) 원저 Mack. H. Mccormack 저, The Terrible Truth About Lawyers, 植山周一郞 역, 辯
護士社會アメリカの內幕(ダイヤモンド社, 198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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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점도 강력한 무기로 가르치고 있다. 최후로 로스쿨은 확실히 학생의
흥미범위의 폭을 좁게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교육의 엄격함과 가혹한 경쟁이 원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수재의 명예가 높고,
고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 예사인 자들이 많다. 그런데 로스
쿨에 입학하여 처음의 중위의 성적에 당황한다. 언제나 자기보다 나은 우수한 자
가 있고, 자기의 공부량보다 한 시간 많이 공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노력이 있다.
로스쿨에 재학하는 사이에 학생은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 라고 하는 라이커

교수의 지적은 조금 지나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다운 생활을 희생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확실하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분투하는 한
가운데 소설을 읽거나 첼로를 연습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54)

마. 국가적인 인재배정의 관점도 ―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이
른바 强少國들의 사법제도연구
국제화시대에 냉혹한 국제적 거래에 있어 벌어지는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능한 법률가를 많이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인재의 배
정이라는 관점에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법적 분쟁은 국제적
인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좋은 제품을 제조하여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공계나 국제경영 등 국제경쟁의 최
전선에 제일급의 인재를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능한 국가 전체적인 인
재배정에 있어 법조에 너무 몰리는 사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사
회가 안정되지 않아 비교적 지위가 나이 들어서까지 보장되는 법조나 의사직업
에 인재가 몰릴 상황은 쉽게 예상된다.
몇 년 전 거제도에 있는 유능한 공대출신 조선계통의 세계적인 인재가 다시
태어나면 공대를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나, 공대를 나온 유능한 인재
가 자신의 자녀는 의대나 법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는 점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송병락 교수는 그의 저서55) 에서 ｢어떤 한국인들은 미국 것이라면 무조건 따라
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 것 중에도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많다 예를

54) 앞선 植山周一郞 역, 辯護士社會アメリカの內幕(ダイヤモンド社, 1989), 30-32면.
55) 송병락,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디자인하우스, 1999),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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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미국인들은 개인주의 때문에 분쟁이 잦으므로 각종 소송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는 변호사의 수가 의사의 수를 능가한다. 1998 년 기준, 변호사의 수가 무
려 1 백만 명을 넘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변호사수는 5 천여 명에 불과하다. 한국
이 부부간이나 회사와 개인간의 소송을 미국인들처럼 많이 하려면 한국의 변호
사가 인구규모로 볼 때에 당장 16 만 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미국의 변호사회사들
은 한국의 변호사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한다. 한국의 변호사시장을 개방해야 미
국변호사들이 와서 부부간의 이혼이나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간의 싸움을 많게
하여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訟事의 나라가 아니다. 일
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종 시비를 인간관계를 바탕으
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통이 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는 서양에 크게
앞선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결국 미국도 너무 많은 변호사로 인하여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사회적 자원의
법률분야에로의 집중을 낳으므로,56) 다른 부분의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싱가포르 이광요 전 수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국내의 안일한 분위기에 너무 안
주한다｣며 ｢급변하는 동북아경제질서에 적극참여, 싱가포르의 이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좁은 싱가포르 국내에서만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국
외로 훨훨 털고 나가라는 국제화의 독려이다. 이러한 이광요 수상의 국가운영견
해를 받아 정부는 앞으로 각 대학의 법과와 의과의 정원을 감축해 국내에서 활동
하는 고급전문인 숫자를 축소해 가는 한편, 해외활동분야를 늘려갈 방침을 세우
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해외 취업을 추진하는 새 입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인구도 많고 국력이 강한 나라의
시스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국제교역을 많이 하
여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을 이른바 强少國들이 국가적으로 인재들을 어떻게 배정
하는지를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바. 누가 가르칠 것인가
법률가로 양성하기 전에 풍부한 인간성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근본
56) 참고로 미국은 1960년대 이래 금융, 법률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부족한 이공계를
자체육성이 아닌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인력수입으로 충원했다. 설민수, “미국 로스
쿨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한국의 개혁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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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앞서든 G. Radbruch 의 법률가지망생의 유형과 관련되지만, 인간성의 함양
이 가르쳐서 될 문제인가도 문제이다. 두뇌의 유연성이 살아있고, 인격이 형성되
는 과정인 10 대 후반 내지 20 대 초반의 대학시절에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인
격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행복하기도 한 일일 것이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은 대단한 것이다. 사명감을 가진 교수님들의 끝없는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전을 가르쳐 주는 스승은 만나기 쉬워도 인간을 가르쳐
주는 스승은 만나기 힘든다(經師遇易, 人師遇難).｣라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나오
는 말이 있다.
G. Kirk 는 The Idea of a University 에서 ｢물의 흐름은 水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옛 속담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그 사회의 지적수준은 대학과 대학이
끼치는 영향에 의하여 결정된 것보다 높아 질 수 없다는 뜻이다(The old proverb
that water does not rise higher than its source means that the intactual level of a
society at any given time will not be any higher than that set by the universities
and their influence).｣라고 피력한다.

필자의 경우에 직접 수업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1960 년대 고시계 등에 수록된
교토대학 법대를 졸업하신 장경학 교수님의 학창시절의 회상기를 좋아하여 서머
리하였고 지금도 그 맨 앞에 나오는 아래의 글을 즐겨 읽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날 내가 宇宙에 대하여 어떠한 驚異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으면 그것
은 내가 학창시절에 피를 흘리며 苦惱하며 캐어낸 探求의 惠澤이 아닐 수 없
다. 오늘 날 내가 인생에 대하여 무슨 發言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와 세계
와의 矛盾속에서 발버둥치던 학창시절의 사색과 행동의 결실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법률가가 풍부한 인간성을 갖추는 문제에 비하면 국제적인
법률분쟁에 대응하는 것은 火急한 문제이다. 과거에 이공계에 유능한 인재들을
카이스트를 만들어 유치하였듯이 미국 등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법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능한 법률가들을 로스쿨의 교수요원으로 초빙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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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끝으로
법률가가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법률가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률가는 그 사회의 지속적인 가치
를 판단하고 지켜나가야만 한다. 그 사회의 판결이나 사법작용이 잘못되면 水源
자체가 오염됨은 물론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
는가는 그 개인에게 중요하지만 법률가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당사자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생활상의 의사라고 할 법률가는 어떠한 자질
을 가진 사람이 법률가가 되어야 하고, 법률가는 어떠한 소양을 지녀야 하는가는
법률가가 되려고 할 때, 법률가가 되고 나서도 스스로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항
상 생각하여야 한다.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구체적으로 법학교육의 목표
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법률가가 이상형인가하는 이념이 뚜렷하
지 않는 점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 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보고 들은
법률가의 소양을 일응 적어 보았다.
그런데 인재도 많지 않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는 단순한 법
률기술자가 아니라 법률에도 밝은 나라의 지도자이여야 한다. 법률지식내지 법률
적인 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이기를 바라
고 있다.
현재의 법률가양성시스템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올
린 사람이 가장 두뇌가 유연하고 창의력을 지닌 10 대 후반내지 20 대 초반에 사
법시험합격자체를 목표로 법과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자신의 삶이나 사회, 나라 등에 대하여 폭넓은 사색이나 독서를 통하여 자신
을 개발하여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는지 고뇌할 기회도
없이 시험에 일로 매진한다. 그리고 20 대 초중반의 귀중한 시절을 시험에 매달리
다 시험에 합격만 하면 모든 목표를 달성한 양 더 이상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노
력을 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나 사회에 대하여는 배려하
고 입장을 생각하는 여유마저도 없었다. 법률공부만하여 법률에만 능한 차가운
법률기술자가 되기 십상이다.
법률가가 되기 전에 스스로 삶을 폭넓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법률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법률가가 되는 것이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
생활의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원숙하고 능력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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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날 우리 법률가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법률지식 내지 법률가로서의 능력
을 갖춘 사회생활상의 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법률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법률분쟁에 있어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능
력있는 유능한 국제적인 변호사내지 법률가의 양성도 火急한 문제이다. 그들이
어떠한 소양 내지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지도 시급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
쩌면 가장 유능한 법률가들은 국제적인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앞서, 판결이 잘못되면 사회의 水源이 오염된다고 하였다. 사회의 지속적인 가
치를 판단하고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법률가의 양성시스템은 가장 기
본적인 사회인프라이다. 법조계, 법학계 올바른 생각있는 깨어있는 일반 지도층
들 모두 사심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법률가양성시스템의 건설에 협력하
여야 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 사회에 꼭 알맞은 법조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링컨 대통령의 표현대로 소리가 아니라 빛을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한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강한 나라의 시스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작아도 강한 이른바 强少國인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핀
란드의 시스템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사회가 안정되지 않
아 인재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법률가나 의사직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인재
의 편중이 예상되므로 국가적인 인재배정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도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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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한 토론자료
洪 起 台

*

**

1)

발표자께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하여 자세한 발표를 해 주신 까닭
에, 특별히 의문을 가지거나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발표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저 자신도 법률가로서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비록 발표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겠지
만, 법률가의 소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부언하겠습
니다.
우선, 법률가의 소양을 논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적 변천에 따른 법률가 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의 전통적인 역할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쟁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국가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법을 통한 국가권력의 견제에 맞춰져 있었습니
다. 분쟁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분쟁은 비교적 단순하고 다수가 관
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쟁이 훨씬 복
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다수의 관련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의 견
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과거에는 국민권익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주
안점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법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실현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률가의 역할은 소극적ㆍ사후적인 분쟁해결과 국
가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적극적ㆍ예방적인 분
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과 정책의 혼합, 계획( 입법) 과 집행의 밀접

* 이 글은 2004년 10월 30일 개최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
실화 방안” 학술회의 토론자료를 수정한 것이다.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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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사회적 유동성과 다양성,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통합적인 메커니즘으
로서 법의 중요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요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단순히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 및 정의
감만 가지고는 현대가 요구하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률만능주의 또는 법률실증주의에 함몰되어 사회의 제반현상과
시대적 가치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잃거나 과도한 재야성을 바탕으로 권력제한
적인 관점에서만 사법에 접근하는 태도는 모두 법의 지배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
을 미치거나 법률가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의 법률가는 사회현상 및 인간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력,
판단력, 이해력,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법조
인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가가 가져야 할 자질
―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력, 분석된 것을 의미있게 결합하는 종합력,
얻어지는 인식을 근거로 한 정확한 판단력, 나아가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낭만적인 마음씨 ―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결단이 장래를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기획가가 가져야 할 자질까지도 갖추
어야 하는 것입니다.1) 법률가의 시야가 법전에만 머물러 있거나 거꾸로 법전의
내용에 무지 또는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현대의 법률가에게 필요한 종합적 사고와
개방성, 전문성 중 중요한 일정 부분을 결여한 것입니다.
법률가가 이러한 소양을 모두 갖추기 위하여서는 추상적 소양론을 논하는 데
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표 내용처럼 체계적 교육과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합
니다.
현재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은 법률 시험공부에 매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법률기술자 이상의 사람이 탄생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법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을 길러주는데 불과합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필요한 것은 법조문을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서 일어나는 사실을 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슈화하고 풀어나가는 능력입니
다. 법전이나 교과서 같은 문헌은 암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참고해야
할 기본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무법률가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테
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법전, 교과서
1) 사법연수원, 한국법조론, 2004,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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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고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균형감각
등이 뛰어난 사람이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
히, 사실관계의 파악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분쟁에 관계된 사람들의 말과 행
동, 심리상태 등에서 추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성실히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의 이야기를 잘 유도해 내며 사람의 행동과 심리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천부적으로 형성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향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지금까지는 너무
빈약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토론과 설득, 소통의 방법을 이용한 법률교육이 매우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지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현상과 현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
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앞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면 학부과정에서의 다양한 전공과 충실한 대학생활을 통하여 길러진 교양
및 가치관이 법률가의 소양의 기본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로스쿨
에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경험의 확충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 사이에서 치
열한 법률논쟁을 함으로써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나
아가 역사, 사회, 정치, 문화를 포섭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법률가 이외의 사
람들과 개방적 논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또한 전문가나 사회의 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 약자와 소수자와의 소통과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법
률가로서 필요한 소양을 쌓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의 비중이 커
지고 법치주의의 의미가 증대할수록 법률가들만의 폐쇄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되
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가의 품성과 가치관이라는 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소양에 대
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규범과 법운용을 위한 조직ㆍ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법
의 이념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한다면 법은, 그야말로 가진 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좁게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보다 넓게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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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권력자와 강자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
는 법률가를 수없이 보아왔고 이는 법률가들의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더
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의 서구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법은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다가왔고 법률가도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데 이
바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해방이후에도 권위주의적 정권이 계속되면서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가들이 기술적
인 개념조작이나 편파성에 입각하여 법을 다루어 왔고, 정의라는 법의 기본이념
에 애써 눈을 돌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률가는 수
적 희소성으로 인하여 외형상의 존중을 받아왔고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여 왔습니다.
이제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아 법률가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위를 쉽게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의 수
준과 사회기여도로써 법률가가 평가받는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성, 성실성,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의식과 같은 법률가의 기본 품성이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가는 그 동안 ‘ 자격’ 만을 소중히 여기면 될 뿐, 굳이 ‘ 소양’ 까
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껍질만
중시되었을 뿐 알맹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법률가
는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
보화의 촉진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평가는 다면적ㆍ다층적으로 검증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법률가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제적ㆍ국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법의 지배’ 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법률가는 그 실현을 위하여 긍
정적인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합한 소양을 갖춘 사람을 법률가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그 소양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발표자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
서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여러 소양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 품성부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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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까지 모든 소양을 갖춘 법률가는 어쩌면 특정한 소수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기술이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가 수없이 등장하면
서, 또한 국제적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법률가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새로운 법률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
는 우수한 지적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편적 시
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양
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법률가의 선발이나 교육과정에서 어떤 측면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