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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프랑스의 辯護士資格試驗에 관한 硏究

* **

1)

南 孝 淳

***

Ⅰ. 서론
프랑스의 辯護士資格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으로는 우선 辯護士硏修院의 입학
시험과 수료시에 보는 辯護士資格試驗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聯合會員國, 유
럽經濟共同體會員國 또는 스위스연방 국적을 가진 法律家에게 변호사자격을 부
여하는 資格試驗 그리고 이상의 국적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 辯護士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評價試驗 등이 있다. 辯護士의 자격과 관련된 이상의 시험의 시
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辯護士制度의 변천과
정과 辯護士의 자격요건 그리고 외국인 法律家 또는 辯護士의 법적 지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프랑스辯護士制度의 변천
프랑스의 辯護士制度의 변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辯護士試驗의 시험유형과
시험과목의 채택 및 辯護士硏修院의 연수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
스의 辯護士制度는 1971 년과 1990 년에 있었던 辯護士法의 개정과 더불어 두 차
례의 커다란 변혁을 겪었다.1) 종래 辯護士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론하기만 하
였고 기타 소송업무(l'activité judiciaire) 나 법률업무(l'activité juridique) 는 그의 직
무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2 차에 걸친 변혁을 통하여 소송업무와 법률업무도 辯
護士職務로 통합되면서, 종래의 법조종사자(le professionnel judiciaire)와 법률종사
* 이 글은 2004년 10월 30일 개최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 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辯護士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南孝淳, “프랑스”, 各國의 辯護士制度(法務
部, 2001)(이하 南孝淳), 203-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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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le professionnel juridique)도 辯護士資格을 취득하게 되었다. 우선 1971 년 변호
사법의 개정( 소통합, la petite fusion) 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代訴士(l'avoué près
les tribunaux de grandeinstance) 와 상사법원의 대행사(l'agréé près les tribunaux
de commerce) 에게도 辯護士職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송업무를 辯護士의 직무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990 년 변호사법의 개정( 대통합, la grande fusion)으로 법률
상담사(le conseil juridique) 에게 변호사직을 부여하면서 종래 이들이 독점하고 있
던 법률업무를 역시 辯護士의 직무로 통합하였다.

2. 辯護士의 資格要件
辯護士가 되려는 자는 辯護士法(1971. 12. 31 자 법률 제11 조)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그런데 辯護士의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내국인
이냐, 외국인이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도 유럽 聯合會員國의 국적을 가진 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험의 종
류와 시험과목이 달라지거나 辯護士資格을 취득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3) 이하
에서는 辯護士試驗制度와 관련된 범위에서 국적과 학력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國籍: 불문
프랑스國籍은 더 이상 辯護士資格을 취득하는 데에 요건이 되지 않는다.4) 즉,
辯護士職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5) 일반

외국인도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에 합격하
고, 辯護士資格試驗에 합격하여 辯護士資格을 취득한 후, 地方辯護士會의 辯護士
名簿에 등록하여 辯護士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l'Union
européenne, UE)의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l'Espace économique

2) 이하에서는 법률의 명칭과 제정일자를 생략하고 조문만 인용한다.
3) 그 밖에 도덕성의 요건도 辯護士의 요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는 辯護士名簿登錄
에서 살펴본다.
4) R. Martin, Déontologie de l'avocat, Litec, Pqris, 1999, n° 327, p.206; S. Guinchard,
Comment devenir avocat, Préparation au CRFPA, Monchrestien, Paris, 2004, n° 65,
p.87.
5) 그러나 프랑스國籍을 가지지 않은 자가 辯護士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
적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프랑스국적이 辯護士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J.-J. Tasine, La déontologie de l'avocat., Dalloz, Paris, 1998, 2 e éd.,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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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éen, EEE) 에 가입한 국가( 이하에서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의 국적을 가진

자이거나,6) 프랑스의 망명자ㆍ무국적자보호사무국으로부터 망명자와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자는 프랑스國籍을 가진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11 조 제1 항 제1
호). 스위스는 UE 와 EEE 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UE 와 1999. 6. 21. 자유통상조약
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EE 회원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둘째, UE, EEE 또는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프랑스국민에게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
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1 항 제1 호). 상호주의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프랑스 사이에 상호주의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실상 상호주의(la réciprocité) 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일반
외국인은 辯護士資格試驗에 합격한 후에도 반드시 2 년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辯
護士名簿에 등록할 수 있다.

⑵ 學歷: 法學碩士
종전에는 辯護士가 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法學碩士學位(la maîtrise en
droit) 또는 법무장관 및 대학부장관의 공동시행규칙(1998. 11. 25 자 시행규칙) 이

정하는 동등학위(l'équivalent)를 요구하였다( 제11 조 제1 항 제2 호).7) 1954. 3. 27
시행령 제54-343 호가 제정되기 이전에 3 년제 法學士學位를 취득한 자와 석사학
위제도가 성립하기 전에 4 년제 法學士學位를 소지한 자도 예외적으로 辯護士가
될 수 있었다( 제11 조 제2 항). UE 회원국 국적의 소지자는 1988. 12. 21. ‘ 국가학
위의 상호승인에 관한 권고안’ 제89-48 호의 적용을 받는다( 제11 조 제1 항 제2 호,
제3 호, 1991. 11. 27 자 시행령 제99 조).8) 그리고 法學碩士의 학력요건은 정규선
발이든 비정규선발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의 일반인이든 法律家 또는
辯護士이든 불문하고 요구된다.

프랑스는 2004-2005 학년도부터 고등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유럽연합회원국의 표
준화된 고등교육제도인 소위 LMD(Licence-Master-Doctorat)제도를 도입하여 3 년
의 Licence 과정, 2 년의 Master 과정 그리고 3 년의 Doctorat과정을 채택하였다.9) 현
6)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에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쉬타인이 있다. 스위스연방은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이 아니다.
7) 1998. 11. 25자 시행규칙은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한 시행
규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辯護士職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이하에서는 시행령의 제정일자를 제외하고 조문만 인용한다.
9) 프랑스는 종전에는 3주기제의 고등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1주기(2년)는 D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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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LMD 제도하에서도 실질적인 辯護士의 학력요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즉, 종전
의 法學碩士에 해당하는 Master 1 년차과정을 수료한 자이면 된다. 현행의 Master
는 종전의 Maîtrise 와 박사과정의 일부였던 DEA ㆍDESS 를 통합한 것이기 때문
에, 辯護士 학력요건으로 Master 1 년차과정이면 족하고 法學碩士學位(Master) 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법학석사를 辯護士의 학력요건으로 하여 설명한
다.

3. 辯護士選拔
辯護士를 선발하는 방법은 다시 정규선발과 비정규선발로 구분할 수 있다. 정

규선발이란 법학석사 또는 동등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방법이고
비정규선발이란 일정한 전문직에 종사한 專門家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방법이다.

⑴ 正規選拔
辯護士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시험을 거쳐 辯護士硏修院에 입학한 후,
辯護士硏修院을 수료할 때에 辯護士資格證(le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le CAPA)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1 조 제1 항 제3 호). 辯護士의 선발

과 양성은 地方辯護士會(le barreau) 가 담당한다. 辯護士硏修院에 입소하기 위해서
는 入學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1 조 제1 항).10) 辯護士硏修院은 항소
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씩 설립되어 있다. 이를 地方辯護士硏修院(le Centre
régional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d'avocats, le CRFPA)이라고 한다. 地方辯護
士硏修院은 운영위원회(le Conseil d'administration) 가 운영한다.11)

㈎ 地方辯護士硏修院에서의 硏修
연수생（l'élève-avocat) 은 地方辯護士硏修院에서 1 년 6 개월의 연수과정을 수료

(Diplôme d'E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과정, 2주기(2년)는 1년차인 Lience과정, 2년
차인 Maîtrise과정 그리고 3주기(3년)는 1년차는 DEA(Diplôme d'Etudes Approfondies)
과정 또는 DESS(Diplôme d'E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과정과 최소 2년의 박사논
문준비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현행 LMD제도는 종전의 DEUG와 Licence과정을 통합하
여 Licence과정으로, 그리고 Maîtrise와 DEA를 Master과정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LMD제도는 대학교가 원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10) 이에 대하여는 Ⅱ. 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l'Examen d'Entrée à la CRFPA)에서 후술한다.
11) 辯護士硏修院의 구성에 관하여는 南孝淳, 221-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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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2) 단, 박사학위소지자는 입학시험이 면제된다( 제12-1 조 제2 항). 박
사인 연수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辯護士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13) 박사인 연수생은 연수를 받을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것이다. 박사인
연수생은 辯護士자격증시험에서 연수보고서시험을 면제받는다.
연수생은 연수에 들어가지 전에 小宣誓(le petit serment) 라고 불리는 복무선서를
하게 된다: “ 나는 연수 중 인지한 사실과 행위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Je
jure de conserver le secret de tous les faits et actes dont j'aurais eu connaisance
en cours de formation).”( 제12-2 조) 연수생은 연수 중에는 노동법상의 도제계약(le
contat d'apprentissage) 의 적용을 받는다( 제12 조 제2 항).14) 연수과정은 地方辯護士
會가 대학교와 협력하여 실행한다.
地方辯護士硏修院은 강의(l'enseignement)와 실습(le stage)을 통하여 연수생에게

이론연수(la formation théorique)와 실무연수(la formation pratique) 를 실시한다( 시
행령 제56 조 제1 항). 다만 이론강의는 대학교의 그것과 달리 한편으로는 辯護士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辯護士의 실무현실과 관련이
있는 이론강의이다.15) 이론연수는 기본공통연수(la formation commune de base)와
보충연수(la formation coùplémentaire) 가 있다. 기본공통연수와 보충연수는 辯護士
의 신분과 직무, 소송서류의 작성, 변론, 소송절차, 辯護士사무실의 운영과 외국어
회화을 과목으로 한다(시행령 제57 조 제1 항). 외국어는 地方辯護士硏修院이 법무
부장관시행규칙이 정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시행령 제57 조 제1 항). 연수
의 구체적 과정과 방법은 지방辯護士연수원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운영위원
회의 결정은 全國辯護士會(le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CNB) 의 승인을 받은
후,16)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 조 제2 항). 全國辯護士會가 정
하는 원칙에 따라 연수생은 보충연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57 조 제3
항). 이론연수는 세미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실무연수는 실습에 의하여 실행된다. 연수생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辯護士 기

12) 2004. 2. 11자 법률 제2004-130호에 의한 辯護士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연수기간
은 1년이었다.
13) 종전에는 박사인 연수생은 연수교육이 면제되었고, 辯護士硏修院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에만 청강생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1991. 11. 27 시행령 제55조 제1항).
14) 연수생의 신분에 대하여는 南孝淳, 223-224 참조.
15) S. Guinchard, op. cit., n° 54, p.54.
16) 全國辯護士會에 관하여는 南孝淳, 358-3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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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직종에서, 會計士 밑에서 또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시행
령 제58 조 제1 항).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이 실습요건을 정한다(시행령 제58 조 제1
항).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운영위원회는 매년 地方辯護士會의 이사회(le Conseil
de l'Ordre)와 협의하여 實習指導辯護士名簿를 작성한다( 시행령 제59 조 제1 항). 해

당 辯護士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습지도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령 제59 조
제2 항). 연수생이 실습을 받는 辯護士를 實習指導辯護士(l'avocat maître de stage)
라고 부르다. 연수생은 변호사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실습지도변호사의 참여하에
그로부터 의뢰인을 면담하거나, 변론기일에 참여하거나, 변론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심절차에 참여하거나, 법률상담을 하거나 또는 소송서률 작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시행령 제60 조 제2 항). 다만 연수생이 변론기일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는 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辯護士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제60 조 제1 항). 그리고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운영위원회는 다른
연수명부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1 조 제1 항).
㈏ 辯護士硏修에 관한 全國辯護士會 基本原則
전술한 바와 같이 全國辯護士會는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운영위원회가 작성
한 연구과정과 방법을 승인하고, 연수생의 연수과목면제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全國辯護士會基本原則(la directive
du Conseil national des barrerraux) 이다.

⒜ 제1 조: 기본공통연수
연수생은 변호사의 직무와 신분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의 운영에 관하여 80 시간
이상 ― 그 중 40 시간은 변호사의 직무와 신분에 관하여 ― ( 기본원칙 제1 조 제1
항 a 호), 민법, 행정법, 상법, 유럽공동체법, 형법 및 사회법에 관한 중요 소송절
차에 관하여 160 시간 이상(b 호), 대화술 특히 변론술과 조언에 관하여 40 시간 이
상(c 호), 소송서류의 작성과 의견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40 시간 이상(d 호), 1993.
1. 7 자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40 시간 이상(e 호)

의 강의를 받는다. 그리고 연수생은 외국법률용어에 관하여서도 강의를 받는다
( 기본원칙 제1 조 제1 항 a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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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조: 보충연수
연수생은 300 시간 이상의 보충연수를 받는다(기본원칙 제2 조 제1 항). 보충연수
를 위한 강의는 해당 地方辯護士硏修院 또는 외부의 대학교가 실행할 수 있다(기
본원칙 제2 조 제2 항). 외부강의는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교만 실시할 수 있고, 강
의시간은 300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3 이상은 법실무자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원칙 제2 조 제4 항). 박사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연수생은 보충연수를 면
제받는다(기본원칙 제2 조 제6 항).17)
⒞ 제3 조: 연수과정
연수과정은 연수생의 서류작성과 사례연구와 같은 능동적인 연수와 연수생 개
인의 개별적 참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제3 조 제2 항).
⒟ 제4 조: 연수
연수생은 각각 최소한 3 개월의 기간으로 최소한 2 가지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 기본원칙 제4 조 제1 항). 하나는 변호사실습이고(기본원칙 제4 조 제2 항), 나머지

실습은 辯護士 기타 법률직종에서, 會計士 밑에서 또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원칙 제4 조 제2 항).
⒠ 제5 조: 직무규율
연수생의 직무규율은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의 내부규칙을 참작하여 地方辯護士
硏修院長이 정한다(기본원칙 제5 조).

연수생은 연수과정을 마친 후에는 辯護士자격증시험(l'examen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8 조).18) 박사학

위소지자인 연수생은 연수과정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연수생은 입학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辯護士자격
증시험에 합격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연수생은 辯護士資格證(le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le CAPA) 을 받는다.

17) 여기서 박사과정의 학위란 박사에 국한하지 않고 DEA와 DESS도 포함한다.
18) 이에 대하여는 Ⅲ. 辯護士資格試驗(l'Examen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ECAPA)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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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辯護士名簿에의 登錄
辯護士資格證을 취득한 자는 地方辯護士會에 비치된 辯護士名簿(le tableau de
l'ordre)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 조).19) 辯護士資格證을 취득한 자는 辯護士로 등

록할 地方辯護士會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즉, 등록신청자는 어느 地方辯護士
硏修院 출신이냐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地方辯護士會에는 어디에서든 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辯護士會에 가입하지 않은 辯護士는 辯護士資格을 갖지 못하
고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는 辯護士會의 감독을 받지 않는 辯護士에 의하여 辯護
士의 직무가 문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辯護士名簿에의 등록 여부는 辯護士會의 理事會가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102

조). 地方辯護士會의 理事會는 辯護士가 辯護士名簿에 등록을 신청할 때 도덕성
의 요건을 심사한다.20) 도덕성의 판단은 우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다. 첫째, 명예, 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사
실이 없어야 한다( 제11 조 제1 항 제4 호). 둘째, 명예, 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
하는 행위로 인하여 면직, 해임,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la

sanction

disciplinaire) 또는 행정벌(la sanction adminstrative) 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제11 조 제1 항 제5 호). 셋째, 개인파산을 받거나 會社整理節次法 제6 편의 적용에

의한 이와 유사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제11 조 제1 항 제6 호). 그리고
형벌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된다. 대부분의 사면법은 성실 또
는 청렴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고,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이상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21) 地方辯護士會의 理事會는 위의 법정요건 이외에 일반적 도덕기준(la
règle générale d'honorabilité) 에 의하여서 당사자를 조사하여 도덕성의 요건을 심

사한다(1991. 11. 27 자 시행령 제72 조). 실제로는 이러한 심사는 2 인의 법과대학
교수의 추천서(l'attestation de moralité) 로 대신하고 있다. 도덕성의 기준은 辯護士

19) 2004. 2. 11자 법률 제2004-130호는 試補辯護士制度를 폐지하였다. 종전에는 辯護士
資格證을 가진 자는 다시 試補辯護士名簿(la liste des stagiaires)에 등록하고 2년의 시
보기간을 경과한 후 辯護士硏修院이 교부하는 試補終了證明書(le certificat de fin de
stage)를 취득하여야 辯護士名簿(le tableau des avocats)에 등록할 수 있었다. 試補名簿
에 등록한 辯護士를 試補辯護士(le stagiaire, l'avocat stagiaire)라고 하였다. 試補辯護士
의 지위에 대하여는 南孝淳, 224-227 참조.
20) 자세한 것은 南孝淳, 216-220 참조.
21) Civ. 1 re, 22 mars 1993, JCP 1983, Ⅳ,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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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입문하는 때 즉, 辯護士名簿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辯護士의 직무를 수
행하는 기간 내내 적용된다. 地方辯護士會의 理事會의 등록거부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등록결정이 내려진 자는 辯護士名簿에 등록하기 전에 항소원에서 다음과 같은
복무선서를 한다: “ 나는 辯護士로서의 권위와 양심을 가지고 독립하여 성실하게
인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Je jure, comme avocat, d'exercer
mes fonctions avec dignité, conscience, indépendence, probité et humanité).”( 제3 조

제2 항, 시행규칙 제75 조).
辯護士의 직책은 자격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전문직업이다.

따라서 辯護士가 그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辯護士名簿에서 삭제된다.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사유는 불문한다. 그리고 辯護士가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을 보유하
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부에서 삭제된다(시행규칙 제104 조). 그런데 辯
護士名簿에서 삭제된 辯護士는 여전히 辯護士會의 회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삭제

전후의 행위에 대하여 辯護士會가 징계권을 갖는다. 또 명부에서 삭제된 辯護士
는 辯護士로서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므로 辯護士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성실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⑵ 非正規選拔
非正規選拔이란 일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辯護士資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非正規選拔者도 辯護士名簿에 등록을 신청하여, 해당 地
方辯護士會 理事會의 등록허가를 받아야 辯護士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2) 地
方辯護士會 理事會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허가를 받은 非正規選拔者는 등록을 하기 전에 辯護士 복무선서를 한다.
專門家에는 다시 제1 군 및 제2 군의 2 종류가 있다. 제1 군의 專門家는 학위요건,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 연수 및 연수 수료시의 辯護士資格試驗 모두를 면

제받는다(시행규칙 제97 조, 제98 조). 이에 반하여 제2 군의 專門家는 학위요건은
면제되지 않고, 地方辯護士硏修院 입학시험, 연수 및 辯護士資格試驗만 면제된다
( 시행규칙 제97 조, 제98 조).23) 즉, 제2 군의 專門家가 변호사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22) 外國人辯護士도 일종의 非正規選拔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23) 종전에는 제2군 專門家는 1년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에만 辯護士가 될 수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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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법학석사학위 또는 동등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2 군의
專門家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법학석사학위의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

위요건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다.24) 반대로 제1 군의 專門
家의 경우는 대부분이 司法官 출신이어서 학위요건을 면제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2 군의 일부 專門家를 제외하고는 제1 군의
專門家와 제2 군의 專門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 제1군의 專門家
國事院(le Conseil d'Etat)의 전․현직 위원, 지방행정법원(le tribunal administratif)

및 고등행정법원(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의 전․현직 司法官(le magistrat),
회계법원(la Cour des comptes),25) 지방회계법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26)
그리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누벨칼레도니아의 지방회계법원의 전․현직 司法
官, 일반법원의 전․현직 司法官,27) 國事院ㆍ破棄院辯護士(l'avocat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法學敎授 그리고 抗訴院代訴士(l'avoué au cour
d'appel) 가 제1 군의 專門家에 해당한다. 이 중 法學敎授란 반드시 법학박사학위를

가진 法學敎授일 필요가 없고, 경제학교수로서 법학을 강의하는 교수도 포함하고,
그 범위에서만 제1 군의 專門家에게 학위요건을 면제한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만 法學敎授의 자격이 주어지고, 강의가 종료되면 교수의 자격
을 상실하는 객원교수(le professeur associé) 는 제외된다.
㈏ 제2군의 專門家
公證人(le notaire), 執行官(l'huissier de justice), 회사정리법정관리인(l'administrateur
judiciaire à la liquidation des entreprises) 및 회사정리법정수임인(le mandataire

24)
25)

26)
27)

제2군의 전문가는 시보기간 중 시보세미나(la conférence du stage)에 참석하거나 指導
辯護士의 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시보기간을 거쳐 시보종료증명을 취득하여야
만 辯護士登錄이 가능하였다. 2004. 2. 11. 辯護士法 개정으로 제2군 專門家에 대한
변호사시보제도를 폐지하였다.
S. Guinchard, op. cit., n° 4, p.7.
會計法院은 국가, 공공법인, 사회보장기관 및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적기
관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 법원으로서 일종의 행정법원
에 해당한다. 會計法院의 판결은 破棄院에 상소할 수 있다.
地方會計法院은 會計法院의 하급심법원에 해당한다.
1958. 12. 22자 Ordonance 제58-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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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ire à la liquidation des entreprises), 구법정관리인(l'ancien syndic et
administrateur judiciaire), 지적재산권자문가(l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및 전직발명특허권자문가(les anciens conseils en brevets d'invention) 로서 해당 분
야에서 5 년 이상 종사한 자, 법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서 UFR 에서 5 년 이상 법학의 강의경력이 있는 專任講師(le mâitre de conférence),
補助傳任講師(le mâitre assistant) 및 講師(le chargé de cours), 하나 또는 수 개의

기업에서

법률전문가로서

d'entreprise),28)

8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기업법률가(le

juriste

A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 또는 공기업

또는 국제기구에서 8 년 이상 법률업무에 종사한 자, 노동조합에서 8 년 이상 종사
한 보조법률가(le juriste attaché) 가29) 제2 군의 전문가에 해당한다.

4. 外國人인 法律家 또는 辯護士
외국인 辯護士가 프랑스에서 辯護士로서 개업을 하거나 辯護士資格을 취득하
는 데에는 당사자가 유럽聯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또는 스위스연방 국
적을 가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절차와 요건이 달라진다.

⑴ 유럽聯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또는 스위스연방 국적의 辯護士
위의 辯護士가 프랑스에서 辯護士 개업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辯
護士 활동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30) 첫째, 해당 辯護士는 자국의
辯護士資格을 소지한 채 외국의 辯護士로서 개업할 수 있다( 제83 조 및 제88 조).31)

외국변호사는 그가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地方辯護士會에 비치된 특별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4 조 제1 항). 이 경우 외국변호사는 자신이 등록된 자국의 辯
護士會와 변호사자격을 적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地方辯護士會를

명기하여야 한다(제84 조 제2 항). 둘째, 해당 辯護士는 프랑스의 地方辯護士名簿에
등록하여 프랑스의 辯護士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9 조 및 제90 조).32) 해당
28) 判例에 의하면 오로지 법률업무에만 종사한 자(le juriste d'entreprise)이어야 한다.
29) 1991. 11. 27, 시행령 제98조.
30)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 국적의 辯護士에게는 이하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1) 이 제도는 2004. 2. 11자 법률 제2004-130호가 1998. 2. 16자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변호사법 제83조 및 제88조의 내용이 된 것이다.
32) 이 제도는 2004. 2. 11자 법률 제2004-130호가 1998. 2. 16자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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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가 프랑스에서 3 년 이상 외국 辯護士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地方辯護士會에 등록할 수 있다( 제89 조 제1 항). 이에
반하여 직무수행기간이 3 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地方辯護士의 심사를 거친 후
에만 地方辯護士會의 辯護士名簿에 등록할 수 있다(제89 조 제2 항).

⑵ 유럽聯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또는 스위스연방 국적의 法律家
유럽聯合會員國 및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의 국적의 法律家로서
자국에서 아직 辯護士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전국변호사회가 실행하는
資格試驗(l'examen d'aptitude) 에 합격한 후 프랑스의 辯護士資格을 취득하여 地方
辯護士會에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다(제11 조 제2 항, 1991. 11. 27 자 시행령 제99

조, 1991. 11. 27 자 시행령 제99 조의 1993. 1. 7 자 시행규칙).33) 이러한 법률가는
유럽共同體委員會 1988. 12. 21.｢국가학위의 상호승인에 관한 권고안｣ 제89-48 호
에 의하여 법학석사학위와 辯護士資格을 인정받게 된다( 제11 조 제1 항 제2 호, 제3
호).

⑶ 非유럽聯合會員國 및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국적의 辯護士
非유럽聯合會員國 및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辯護士는 評價試驗(l'examen
de contrôle de connaissances)에 합격한 후 프랑스의 辯護士資格을 취득하여 地方
辯護士會에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다(제11 조 제3 호, 1991. 11. 27 자 시행령 제
100 조, 1993. 1. 7 자 시행규칙 제93 조 제1 항 제3 호). 평가시험은 유럽聯合會員國

의 辯護士로서 非유럽聯合會員國에서 辯護士資格을 취득한 辯護士에게도 동일하
게 부과된다(제11 조 제3 항).34)

Ⅱ. 地方辯護士硏修院의 入學試驗
(l'Examen d'Entrée à la CRFPA)
프랑스에서 辯護士가 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절차가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수용하여, 변호사법 제89조 및 제90조의 내용이 된 것이다.
33) 이 제도는 1988. 12. 21자 ｢국가학위의 상호승인에 관한 권고안｣ 제89-48호가 프랑스
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다.
34) 상세한 것은 南孝淳, 234-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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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硏修院에 입소한 후, 辯護士資格試驗에 합격하여 辯護士資格을 취득하는

길이다.

1. 入學試驗의 특징
현재의 입학시험은 프랑스의 전문직 또는 고급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또는 종전의 입학시험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입학시험은 다른 전문직시험과 비교하여 경쟁이 심한 시험이다. 첫째, 입학시
험은 전국적으로 합격률 평균이 30-35%(최고 합격률 50%, 최저합격률 17%)밖에
안 되는 어려운 시험이다.35) 둘째, 현재의 입학시험은 응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혔지만, 종전과 달리 필기시험의 면제를 폐지함으로써 더
어렵게 되었다. 셋째, 전체평균이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이면 합격이 결정되고
또 과목낙제가 없지만, 입학시험은 사실상 경쟁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실시되
고 있다.
입학시험은 그 시행이 매우 복잡하다.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전
국의 입학시험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교육원장들이 입학시험 시행
의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차례의 시행규칙의 개정을 거쳐, 최
종적으로 2003. 9. 11 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편이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연수생을 선발하는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은
연수원이 아닌 地方辯護士硏修院이 소재하는 대학구에 속하는 대학교가 법적 시
행기관으로 이를 실시한다. 둘째, 일부 구술시험의 면제를 응시자 개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응시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다.
입학시험은 원칙적으로 법학전공자 중에서 辯護士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
에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법적 사고(le raisonnement juridique) 와 법률지식을 평가
하여 연수생을 선발한다. 입학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상의 적성을 평가하지는
않고, 그 대신 地方辯護士硏修院 수료시에 실시되는 辯護士資格試驗이 변호사로
서의 직무적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입학시험은 필기시험의 면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小口述試驗(les petits
oraux) 중의 일부만을 면제하고 있다. 1991-1993 년에 법무부장관이 법학석사학위

에 대한 동등학위를 넓게 인정하자, 법의 적용을 본질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35) S. Guinchard, op. cit., n° 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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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에서 응시자의 법률지식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으로 법학전공자
인 응시자에게는 법률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게 되었다. 그 후(1995.
8. 7 자 시행규칙) 동등자격이 축소되면서, 법학전공자인 응시자에게 필기시험의

면제는 폐지하고 口述試驗 중 小口述試驗의 면제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2003.
9. 11 자 시행규칙).

2. 入學試驗의 시험유형 및 시험과목
입학시험은 2 차에 걸쳐 실시되어, 1 차 필기시험(l'épreuve écrite d'admissibilité)
과 2 차 구술시험(l'épreuve orale d'admission) 이 있다(시행령 제51 조 제2 항, 2003.
9. 11 자 시행규칙 제5 조).36) 1 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만이 2 차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 조). 어느 유형의 시험이든 모두 辯護士의 직무를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사고와 법률지식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⑴ 1차 필기시험
1 차 필기시험에는 다시 세 가지의 필기시험이 있는데, 綜合要約試驗(la note de
synthèse), 법적사고시험(l'épreuve à l'aptitude au raisonnement juridique) 과 법률사

례시험(l'épreuve de caractère pratique) 이다( 시행규칙 제6 조). 각 필기시험은 모두
가중치 2 로서 중요성이 동일하다.
㈎ 綜合要約試驗
綜合要約試驗은 시험시간이 5 시간이고, 20 점 만점에, 가중치(le coefficient)는 2

이다. 현재 綜合要約試驗은 4 내지 5 페이지의 要約文(la note) 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綜合要約試驗은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또는 문화적 주제에 관한 법적

측면(les aspects juridiques) 을 담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
하는 시험이다(시행규칙 제6 조 제1 호). 종전에는 제시되는 자료 자체가 법률, 사
회, 정치, 경제 또는 문화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사회, 정치,
경제 또는 문화적 주제에 대하여 그 법률적 측면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법적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문제와 함께 하나

36) 이하에서는 시행규칙의 제정일자를 제외하고 조문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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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지였을 뿐이었지만, 현재의 綜合要約試驗은 언제나 법적 문제를 다루는
시험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37)
綜合要約試驗은 응시자의 다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綜合要約試
驗은 다양한 서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능력, 주어진 자료를 응시자의 견해

를 배제하고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화능력,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 중에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획득하는 정
보획득능력, 획득한 정보들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문제에 대한 기
본적 이념을 추론하는 종합능력, 5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수
행할 수 있는 신속성 그리고 자료의 핵심을 4 내지 5 페이지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요약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38) 요컨대 綜合要約試驗은 자신은 많은
자료들을 직접 읽을 시간이 없지만 자료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객관적
인 보고서를 바라는 고용주에게 고급간부가 하여야 할 직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9)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綜合要約試驗은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사법관시험 기타 경쟁시험이나 선발시험의 시험유형으로 자주
채택되고 있다.
綜合要約試驗은 첫째, 법적논술시험(l'épreuve de dissertation juridique) 과 구별된

다. 이는 응시자의 법률지식 내지는 법적사고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응시자
는 제시된 자료를 전거로 하여 자료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要約文을 작성하여
야 하는 것이다. 綜合要約試驗은 둘째, 응시생의 일반교양, 상상력 또는 비판력을
평가하는 시험도 아니다. 즉, 응시자는 주제를 자신의 견해에 입각하여 주관적으
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를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40)
綜合要約試驗에 제시되는 자료는 우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학술지 논문,

신문의 기사, 사설 또는 보고문, 학술회의자료, 평론, 국참사원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결정 또는 판례에 대한 평석(le commentaire) 또는 단평(la note), 법
령 또는 법안 또는 그 일부 조문, 의회토론자료 등이다. 그리고 제시되는 자료의
수는 10 개-30 개 정도로 많은데, 이는 綜合要約試驗이 많은 자료를 신속히 파악하
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37) S. Guinchard, op. cit., n° 24, p.34.
38) M. Harichaux et C. Watine-Douin, La note de synthèse: Préparations CRFPA et
ENM, Monchrestien, Paris, 2004, p.16.
39) M. Harichaux et C. Watine-Douin, op. cit., p.15.
40) M. Harichaux et C. Watine-Douin, op. cit.,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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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빠리2대학교 법학교육원 2002학년도 실시 綜合要約試驗41)
다음의 주제에 관하여 최대 4 내지 5 장 분량의 要約文을 작성하라.
‘ 석면(L'amiante)’

자료1: Décret n° 96-1133 du 24 décembre 1996, JO du 26 décembre 1996(1996.
12. 24 자 시행령 제96-1133 호, 1996. 12. 26 자 관보).

자료2: Décret n° 96-97 du 7 février 1996(1996. 2. 7 자 시행령 제96-97 호), JCP
1996, éd, G, III, 67839.

자료3: J. Keravec, “Amiante: de nouvelles obligations pour les propriétaires
d'immmeubles( 석면, 부동산소유자의 새로운 의무)”, JCP

éd. N. 28

septembre 2001, p.1411 (extrait)( 요약문).

자료4: Décret n° 2002-839 du 3 mai 2002(2002. 5. 3 자 시행령 제2002-839 호),
JCP 2002, éd, G, III, 20093.

자료5: “Amiante, précisions sur le nouveau décret(석면, 신시행령상의 정확성)”,
JCP éd. N. 5 juillet 2002, p.119.

자료6: D. Guihal, Droit répressif de l'environnement(환경규제법), Economica, 2000,
n° 2735, p.2742

자료7: CAA Marseille, 18 octobre 2001 (2espèces), concl. L. Benoit, Dr. Envkr.,
éd Juris-Classeur, janvier 2002, p.8.

자료8: Cl. Esper, “Responsabilité de l'Etat en matière d'amiante(석면에 관한 국가
의 책임)”, note sous TA.
Marseille, 30 mai 2000, R. Dr. Adm., éd. Juris-Classeur, février 2001, n° 50.

자료9: Ch. Guettier, “L'Etat face aux contaminations liées à l'amiante( 국가는 석
면에 의한 감염문제에 봉착하고 있다)”AJDA, 20 juin 2001, p.529.
자료10: Article L. 1334-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보건법전 법률 1334-7
조).
자료11: A. Benmakhlouf, Concl. sous Cass. Soc., 28 février 2002(extrait)(2002.
41) M. Harichaux et C. Watine-Douin, op. cit., p.278. 그 밖에 빠리제2대학교 법학교육원
이 실시한 지방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의 綜合要約試驗問題는 [부록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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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자 파기원 사회부 판결에 대한 평석), JCP 2002, éd, G, II, 1053.

자료12: P. Santi, “L'amiante coûterait de 8 à 10 milliards d'euros dans les vingt
prochaines années( 석면의 가격은 20 년 후에는 80 억 내지 100 억 유로가

될 것이다)”, Le monde du 21 juin 2002.
자료13: S. De la Royère, “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Création d'un
fonds, le FIVA(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금의 창설)”, Dr. Envir., éd.
Juris-Classeur, février 200é, p.26.

자료14: Cass. Soc., 28 février 2002(5 arrês){2002. 2. 28 자 파기원 사회부(5 개 판
결)}, JCP 2002, éd. G., Act., n° 137.
자료15: “Amiante: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et faute inexcusable de
l'employeur(석면: 결과채무인 안전의무와 면책되지 않는 사용자의 과실)”,
D. 2202, IR, p.1009.

㈏ 法的思考試驗
법적사고시험은 시험시간이 5 시간이고, 가중치가 2 이다. 두 개의 작문을 작성
하고 각 작문은 10 점이고, 따라서 법적사고시험은 20 점이 만점이다.
법적사고시험은 ‘ 법적사고능력(l'aptitude au raisonnement juridique)’ 을 평가하는
시험이다(시행규칙 제6 조 제2 호). 법적사고시험은 두 과목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하나는 채권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법이다( 시행규칙 제6 조 제2 호). 그리고 소송
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42) 응시
자는 입학시험의 응시서류를 접수할 때 법적사고시험의 응시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적사고시험은 각 시험과목에 대하여 작문(la composition)을 작성하는 시험이
다. 그런데 관계법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응시자의 법적사고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입학시험의 시행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작문이란 논술(la dissertation)과는 다르다. 법적사
고시험은 법이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평석문을 시험문제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43)

42) 법적사고시험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Ⅱ] 참조.
43) S. Guinchard, op.cit., n° 2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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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事例試驗
법률사례시험은 시험시간이 3 시간이고, 20 점 만점에, 가중치는 2 이다.
법률사례시험은 사례식(de caractère pratique)이다(시행규칙 제6 조 제3 호). 법률
사례시험은 작문시험인 법적사고시험과 대비되는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인법 및
가족법, 재산법, 형법총론 및 각론, 상법 및 상거래법, 도산법 및 담보법, 행정법,
경제행위공법, 노동법, 국제사법,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공동체법, 재정법 중에
서 한 과목을 선택한다. 선택대상은 공법과 사법, 기본법과 특별법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 선택과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범위에 균형이 잡혀
있다.44) 법률사례시험의 과목선택은 2 차 구술시험의 제3 구술시험의 과목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응시자는 법률사례시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과목 중에서
2 차 구술시험의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률사례시험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법률사례시험은 사례(les cas d'espèce) 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관련된 판례에 대한 평석을 요구하거
나, 법령조문을 분석하여 주석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45) 또는 나중의 사례가
먼저 사례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연속적 사례를 출제하여, 응시자로 하
여금 이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전국 법학교육원의 법률사례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은 유형은 사례해
결문제이다. 예를 들면, 2003 시험년도 10 개 법학교육원이 실시한 法律事例試驗의
33 개의 문제 중 사례해결문제가 20 개이고, 판례에 대한 평석문제가 12 개이고, 나

머지 하나는 유럽공동체법을 위반한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을 묻는 형식
이었다.46)

⑵ 2차 口述試驗
2 차 구술시험은 여러 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2 차 구술시험에는
5 가지의 구술시험이 있다( 시행규칙 제8 조). 5 가지의 구술시험 중 4 가지는 법률과

44) 법률사례시험의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Ⅲ] 참조.
45) 예를 들면, 낭시2대학교의 법학교육원의 2003시험년도의 법률사례시험문제는 ‘다음의
조문들을 분석하고 평석하라’는 것이었다. F. Debove, L'épreuve écrite juridique 2004:
Préparation au CRFPA, Paris, Monchrestien, p.109.
46) F. Debove, op. cit., pp.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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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시험이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외국어회화시험이다. 둘째, 2 차 구술시험은 각
시험마다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다. 하나는 가중치가 3, 다른 하나는 가중치가 2,
나머지 셋은 가중치가 1 이다( 시행규칙 제8 조). 법령상의 명칭은 아니지만 통상적
으로 법률과목에 관한 구술시험 중 가중치가 3 인 구술시험을 大口述試驗(le
grand oral) 이라 부르고, 나머지 가중치가 2 또는 1 인 세 가지 구술시험을 小口述
試驗(les petits oraux)이라고 부른다. 셋째, 2 차 구술시험 중에는 면제가 인정되는

과목도 있다. 小口述試驗 중 가중치가 1 인 구술시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응시
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제가 인정된다.
2 차 구술시험은 5 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3 가지밖에 없는 1 차 필기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 차 필기시험의 배점은 120 점인 반면에, 2 차
구술시험의 배점은 최대 160 점- 최소 120 점(2 과목까지 면제를 받는 경우 120 점) 이
어서 2 차 구술시험은 1 차 필기시험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다.
2 차 구술시험은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각 구술시험은 20 점이 만점이다( 시행규

칙 제10 조).
㈎ 大口述試驗: 論證口述試驗(基本權保護科目 試驗)
大口述試驗은

기본권의

보호(la

protection

des

libertés

et

des

droits

fondamentaux)에 관한 시험이다.47) 大口述試驗은 구술논증(l'exposé-discussion) 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응시자는 1 시간 준비하고 15 분 동안 구술한 후, 참여시험
관과 15 분 동안 토론을 하게 된다( 시행규칙 제8 조 제2 항 제1 호).
大口述試驗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명칭이 부여되었다. 첫째, 다른 구

술시험과 달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구술시험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3 이다. 셋째, 다른 구술시험과 달리 3 내지 7 인의 참여시험관의 면전에서 실시된

다.48)
大口述試驗은 1990-1991 변호사제도개혁이 실시되었을 때부터 전국의 많은 법

학교육원장들과 全國辯護士會가 그 실시를 주장하였었다. 이는 우선 大口述試驗
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辯護士職務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1990-1991 에 있었던 변호사법의 개정( 대통합) 에 의하여 종래 거래법과 기업법

47) 기본권과목의 시험범위는 [부록 Ⅳ] 참조.
48) S. Guinchard, op.cit., n° 26, p.35; D. Amson, Le grand oral: Protection des libertés
et des droits fondamentaux; Préparation au CRFPA, Montchrestien,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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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에서 법률상담을 하던 법률상담사(le conseil juridique) 들에게도 辯護士資
格이 부여됨에 따라 이들이 辯護士職域에 들어옴으로써, 거래법과 기업법에 비하

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
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9)
大口述試驗의 목적은 시행규칙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응시자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辯護士에게 필요한 기본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 논증력(l'aptitude à l'argumentation)과 구술표현력(l'aptitude à l'expression orale)’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大口述試驗이 신설되면서, 종래 구술시험처럼 응시자들이 시
험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평가하였던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강조되고 있다.50) 大口述試驗의 논증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全國辯護士會
는 시험문제로 응시자의 논쟁을 유도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大口述試驗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응시자는 우선 1 학년에서 공적 자유 과목을

수강하고 그리고 2 ㆍ3 학년에서 기본권보호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시
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 대쟁송(les trois grands contentieux) 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헌법위원회나 법원에서의 절차상의 기본권의 보장수단에 대하여 심층적
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 小口述試驗: 기타 法律科目試驗
小口述試驗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사례시험 과목군에서 응시자가

법률사례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선택한 과
목,51) 또 하나는 강제집행(l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과 유럽경제공동체절
차와 유럽공동체절차(la procédure communautaire et européenne) 중에서 선택한
과목,52) 마지막 하나는 사적회계(la comptabilité privée)와 공적재정(les finances
publiques) 중에서 선택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53) 첫째 小口述試驗의 가중

치는 2 이고, 나머지 두 小口述試驗의 가중치는 1 이다. 가중치가 1 인 두 小口述試

49)
50)
51)
52)
53)

S. Guinchard, op.cit., n° 30, p.38; D. Amson, op. cit., p.2.
S. Guinchard, op.cit., n° 30, p.38; D. Amson, op. cit., p.2.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Ⅲ] 참조.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Ⅴ] 참조.
小口述試驗의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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驗은 일정한 요건하에 응시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제가 인정된다.
小口述試驗은 구술(l'orale)형식으로 실시되고, 15 분 준비한 후, 15 분 동안 실시

된다( 시행규칙 제8 조 제2 호, 제3 호, 제4 호).
㈐ 口頭質疑試驗: 外國語會話試驗
마지막 구술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한 외국어회화(la langue vivante étrangère) 시
험이다.54) 외국어회화시험은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회화에서 필요한 이해
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외국어회화시험은 외국어강사가 시험관이 된
다(시행령 제53 조 제10 항).
관계법령은 외국어회화시험이 구두질의(l'interrogation orale) 방식의 시험이라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험시간,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학시험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55)
㈑ 가중치 1인 小口述試驗의 면제
가중치가 1 인 두 가지의 小口述試驗의 면제권한은 地方辯護士硏修院長에게 속
한다( 시행규칙 제3 조). 小口述試驗의 면제요건과 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시자는 법학석사, 법학마스터,56) DEA 또는 DESS 의 학위
를 취득할 때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이
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9 조). 둘째, 응시자는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선택한 대학교
에 늦어도 해당 시험년도의 8 월1 일까지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면제를 신청하
여야 한다. 구술시험면제는 반드시 응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응시자가 다른
구술과목의 성적이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小口述試驗의 성적으로 이를 만회
하려고 할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면제신청서류를 접
수한 대학교총장은 이를 地方辯護士硏修院長에게 송부한다. 넷째, 면제신청서류
를 수령한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은 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대학교총장에게
통지한다. 다섯째, 대학교총장은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의 면제결정을 기초로 최초
의 시험이 있는 날 8 일전까지 과목별로 시험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54) 외국어회화시험의 선택과목은 독일어, 영어, 고전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러시아어이다.
55) S. Guinchard, op.cit., n° 45, p.46.
56) 법학마스터(le master en droit)란 종전의 법학석사와 DEA를 통합하는 학위로서 2004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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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조 제2 항).
이러한 면제절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7) 첫째, 地方
辯護士硏修院이 더 이상 입학시험을 실행하지 않게 된 이상 地方辯護士硏修院長

이 입학시험의 일부과목의 면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
이다. 둘째, 小口述試驗의 면제는 해당 과목의 이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이 면제권한을 갖는 것은 적
절치 않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이 면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입학시험을 실행하는 대학교의 법학교육원장에게 면제권한을 위
임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위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문제되었으나, 빠리행정법원
은 이러한 권한위임을 합법적인 것으로 판시하였다.58)

3. 入學試驗의 시행
⑴ 응시자격
法學碩士學位와 법령에 의하여 동등학위로 인정되는 학위의 소지자만 입학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제11 조 제1 항 제2 호, 시행령 제52 조 제1 항). 종전에 외국변호
사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석사 이상의
과정인 DEA 또는 DESS 의 학위소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1993. 10.부터 입학시험 응시는 3 회로 제한되고 있다( 시행령 제52 조 제2
항).59) 그런데 아직 응시자의 응시회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록이 없고 전국의
법학교육원장들이 응시자의 응시기록을 교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⑵ 응시자등록
응시자는 입학시험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 자신이 입학시험을
치룰 대학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 조). 응시자는 응시년도 전년
도 12 월 31 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2
조). 응시자는 응시자등록시 하나의 대학교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자는 응시때
57) S. Guinchard, op.cit., n° 32, pp.41-42.
58) TA Paris, 11 juin 1997.
59) 종전에는 3회 응시가 아니라 3회 연속응시가 금지되었다(1980. 4. 2자 시행령 제3조).
따라서 2회 연속 응시하고 1회를 응시하지 않은 후, 다시 2회 연속 응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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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대학교를 변경하여 입학시험을 볼 수 있다(시행규칙 제1 조).
대학교는 응시자등록절차와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입학시험의 시행
은 법률이 정하는 대학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대학교가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60) 해당 대학교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국가는 대학교의 지원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입학시험시행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⑶ 入學試驗의 시행기관
입학시험은 전국의 대학구(le ressort de l'académie)의 차원에서 시행된다. 대학
구감독관(le Recteur d'académie)이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대학교가
입학시험을 시행한다(시행령 제51 조 제2 항).61) 즉, 국가가 입학시험을 시행할 대
학교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학구감독관에 입학시험시행대학교에 대한 지
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학교가 자발적으로 입학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62) 실제로 대학구감독관도 대학교에 입학시험의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대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나의 대학구내의 수개의 대학교가 입학시
험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실제로 조직하고 실시하는 것은 각 대학교에 설립된
법학교육원(l'Institut d'Etudes judiciaires, IEJ)이다. 현재 법학교육원은 대학교의
법정기관이 아니지만,63)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를 설치하여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다.64) 법학교육원이 없는 대학교는 법과대학( 또는 법정대학, 법경대학) 이 입학
시험을 시행한다.

⑷ 入學試驗의 실시
입학시험은 1 년에 1 회에 한하여, 9 월 15 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제1 조 제1
항).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일시와 장소는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대학교가 정하며,
60) 대학교의 법적 임무는 1984. 1. 26자 법률이 정하고 있다.
61) 대학구감독관(le Recteur d'académie)이란 일정한 대학구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대하
여 감독권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Chancelier des Universités라는 칭호를 갖기도 한다.
62) S. Guinchard, op.cit., n° 34 à 39, p.43.
63) 1968년에 법학교육원은 대학교의 법정기관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64) 현재 전국적으로 45개의 대학교가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의 대학교는 地方
辯護士硏修院을 빌려 입학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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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항소법원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대학교가 입학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는 공동으로 이를 정한다( 시행규칙 제1 조 제2 항). 해당 대학교는 최초의 시
험이 있기 전 최소한 3 개월 이전에 해당 대학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학교
는 일시, 장소를 정한 후에 이를 地方辯護士硏修院에 통보하고 있다.

⑸ 시험관위원회
㈎ 시험관위원회의 구성
시험관위원회는 7 인의 시험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2 인은 법학교수, 2 인은 판
사인 사법관 그리고 나머지 3 인은 辯護士이다. 외국어회화시험의 경우는 외국어
강사가 시험관이 된다(시행령 제53 조 제1 항). 법학교수인 시험관은 地方辯護士硏
修院이 소재하는 대학구의 대학교의 교수, 전임강사(le maître de conférence) 또

는 조교강사(le maître-assistant) 로서 법학을 강의하는 자 중에서 해당 대학교의
총장이 지명한다. 법학교수인 시험관이 시험관위원장이 된다( 시행령 제53 조 제1
항 제1 호). 사법관인 시험관 중 1 인은 항소원의 제1 재판장(le premier Président)
이 지명하고, 나머지 1 인은 시행령 제44 조( 제4 항)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
또는 행정항소법원의 사법관 중에서 지명한다( 시행령 제53 조 제1 항 제2 호). 辯護
士인 시험관은 해당 地方辯護士會의 辯護士會長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시행령 제
53 조 제1 항 제3 호). 외국어시험관도 대학교수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지명된다
( 시행령 제53 조 제1 항 제4 호). 대학구역과 항소원의 관할구역이 동일하지 않아

실제로 시험관을 지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65)
시험관은 6 년 이상을 연속하여 시험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시행령 제53 조 제7
항). 따라서 시험관은 5 년 연속하여 시험관직을 수행한 후 1 년을 쉰 후에 또 5 년
까지 연속하여 시험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시험관은 참여시험관으
로 당해 시험연도에만 시험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53 조 제1 항 제4 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7 인의 예비시험관도 지명한다( 시행령 제53 조 제2 항).
응시자의 수에 따라 2 이상의 시험관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시행령 제53 조 제
4 항). 시험관은 전문검사원(l'examinateur spécial)의 보조를 받는다(시행령 제53 조

제6 항).

65) S. Guinchard, op.cit., n° 49,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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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위원회의 권한
시험관위원회는 입학시험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관장한다( 시행규칙 제
11 조 제3 항). 즉, 시험관위원회는 입학시험의 시행 전반을 감독한다. 따라서 응시

자의 퇴실과 같은 결정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시험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또 시험관위원회는 필기시험의 답안을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시행규칙 제
11 조 제3 항). 구술시험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참여구술시험관의 전권하

에 구술시험이 진행된다. 그리고 시험관위원회는 필기시험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다(시행령 제51 조 제3 항). 시험관위원회는 구두시험의 시험문제는 출제하지 못한
다. 구술시험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참여구술시험관이 구술시험의 문제
를 출제한다.
㈐ 시험관위원장의 구술시험 참여시험관의 지명
시험관위원장은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시험관 즉, 참여시험관(l'examinateur) 을
지명한다(시행령 제53 조 제5 항). 구술시험은 3 인의 참여시험관 그리고 외국어회
화시험의 참여시험관은 1 인을 지명한다(시행령 제53 조 제5 항). 구술시험의 경우
는 3 인의 참여시험관 중 1 인은 법학교수, 1 인은 사법관, 나머지 1 인은 변호사 중
에서 지명한다( 시행령 제53 조 제5 항).

4. 채점 및 당락의 결정
입학시험은 1 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2 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
합격은 1 차 필기시험과 2 차 구술시험 전 과목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전 과목의
평균점이 10 점 이상인 응시자를 합격자로 한다(시행규칙 제12 조). 과목낙제는 없
고, 어느 과목에 0 점을 취득해도 평균점이 10 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입학시험은 관계법령상으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합격
하는 성적시험이다. 즉, 인원제한(le numerus clausus) 은 없다.66) 그러나 실제로는
예정 합격자수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선발시험(l'examen sélectif)으로 운영하
고 있다.

⑴ 1차 필기시험의 채점 및 당락
1 차 필기시험의 답안은 2 명의 채점자가 채점하고 각 과목의 채점은 20 점을 만
66) S. Guinchard, op.cit., n° 4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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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 조 제2 항). 다만, 法的思考試驗은 각 과목당 10 점을 만
점으로 채점하여, 두 과목을 합하여 20 점을 만점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6 조 제2
항). 1 차 필기시험은 3 가지 필기시험의 평균점이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합격한다( 시행규칙 제7 조 제3 항). 예를 들면, 응시자(A )가 종합요약시험
( 가중치 2) 에서 15 점, 법적사고시험(가중치 2) 에서 8 점 그리고 법률사례시험( 가중

치 2) 에서 18 점을 획득한 경우, 평균은 14 점{(15 + 9 + 18)/3} 이 되어, 합격하게
된다. 1 차 필기시험의 가중치는 모두 동일하게 2 이므로, 1 차 필기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균점을 산정하는 데에 가중치에 따른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1 차 필기시험의 합격은 당해 응시년도에만 효력이 있다( 시행규칙 제7 조 제5

항). 시험위원회는 알파벳순서로 1 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명단을 작성하여, 응시대
학교에 공시한다( 시행규칙 제7 조 제3 항).

⑵ 2차 구술시험의 채점
2 차 구술시험도 각 과목의 채점은 20 점을 만점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0 조 제2

항).

⑶ 최종합격의 결정
최종 합격은 1 차 필기시험과 2 차 구술시험 전 과목의 평균점이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인 응시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행규칙 제12 조). 판례에 의하면 시험위원

회에게 채점자에 따르는 채점의 편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67)
1 차 필기시험과 2 차 구술시험은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 2 차 구술시험도

그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동일하지 않다 ― 평균점을 산정할 때에는 각 시험별
가중치에 따른 계산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 조 제2 항).
예를 들면, 1 차 구술시험에 합격한 응시자(A )가 大口述試驗(가중치 3)에서 15
점, 小口述試驗의 가중치 2 인 시험에서 9 점, 가중치 1 인 나머지 두 시험에서 각
각 3 점과 0 점 그리고 외국어회화시험(가중치 1) 에서 4 점을 취득한 경우, 응시자
의 평균은 {(2x15) + (2x9) + (2x18) + (3x15) + (2x9) + (1x3) + (1x0) + (1x4)}/14 =
11(점) 이 되어, 합격한다. 응시자(A) 는 1 차 필기시험에서 120 점 중 84 점 그리고
2 차 구술시험에서 160 점 중 70 점을 취득하여 만점 280 점에서 총 154 점을 취득

67) Pari, 28 mar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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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총점을 총가중치(14)로 나눈 평균점이 11 점이 되어 합격된 것이다.
시험위원회는 합격자명단을 작성하여, 응시대학교와 地方辯護士硏修院에 공시
한다( 시행규칙 제13 조 제1 항). 합격증은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이 아니라 입학시험
을 시행한 대학교의 총장이 교부한다( 시행규칙 제13 조 제2 항).

5. 入學試驗에 관한 쟁송
종전에는 입학시험은 연수원학사력에 속하여 地方辯護士硏修院에서의 연수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제12 조), 그 결과 입학시험에 관한 쟁송도 地方辯護士硏修院
의 쟁송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항소법원의 관할에 속하였었다. 그러나 입학시험
이 연수기관이 아닌 대학교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시험이
연수의 일부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쟁송이 항소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4 2. 1 자 법률에 의한 개정으로 辯護
士硏修에 관한 쟁송은 종전처럼 항소법원의 관할로 하면서, 입학시험은 辯護士硏
修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입학시험에 관한 쟁송은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대학

교가 소재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시험관위원회가 내
린 결정도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구술시험면제권한은 地方辯護士硏修院長에게 속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결정에 관한 쟁송은 여전히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국참사원도 그러한 취지로 결정하였다.68) 그러나 이는 2004. 2. 11 자 법률에 의
한 개정이 있기 전의 결정이어서, 향후 쟁송의 관할권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Ⅲ. 地方辯護士硏修院의 辯護士資格試驗(l'Examen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ECAPA)
현재 辯護士資格試驗(이하 資格試驗) 은 2003. 9. 11.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
고 있지만, 2004. 2. 11. 법률에 의한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 2. 11. 법률개정의 핵심은 辯護士연수기간을 18 개월로 연장하고, 박사학위

소자자인 연수생에게도 辯護士硏修를 부과하는 것이다.

68) CD, 23 mars 1988, D. 1998, IR,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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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資格試驗의 특징
資格試驗은 연수생이 연수기간 동안 받은 연수와 관련된 시험이다. 資格試驗은

연수생이 辯護士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다. 資格試驗은 선발시험(l'examen de sélection) 이 아니라 검증시험(l'examen de
contôle)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資格試驗은 1 차와 2 차로 구분되어 시행되지 않는

다. 그리고 각 시험에서 평균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연수생에게 추가시험이 인정
된다는 사실도 資格試驗이 선발시험이 아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2. 資格試驗의 시험유형 및 시험과목
資格試驗에는 5 가지의 시험이 있다. 資格試驗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누

어진다. 필기시험은 1 가지 시험뿐이고, 구술시험에는 다시 4 가지의 시험이 있다.
5 가지의 시험은 각각 20 점 만점이다( 시행규칙 제9 조 제1 항). 다만 필기시험의 가

중치는 2 이고( 시행규칙 제9 조 제2 항), 나머지 4 가지 구술시험의 가중치는 각각 1
이다.

⑴ 筆記試驗
필기시험은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포함한 의견진술서(la consultation)를 작
성하는 시험이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a)). 이 시험은 辯護士의 전통적인 3 가지
의 직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69) 辯護士의 3 가지 직무활동이란 바로
소송대리(la représentation judiciaire), 소송조력(l'assistance judiciaire) 그리고 법률
업무(l'activité juridique) 를 말한다.70)
필기시험은 연수생에게 일건기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 일건서류
는 연수생들이 연수기간 동안 대하던 일건서류와 유사한 것으로, 제반서류가 포
함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와 학설도 포함되어 있다. 연수생은 법전을 참
조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5 시간 동안 실행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a)).
시험답안지는 2 회에 걸쳐 채점된다. 1 회는 시험관 중에서 법학교수인 시험관이
채점한다(시행규칙 제9 조 제2 항). 채점은 재량행위로 권한남용쟁송(le juge de
l'excès du pouvoir)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71)

69) S. Guinchard, op.cit., n° 59, p.61.
70) 소송대리와 소송조력을 합하여 소송직무활동(l'activité judiciaire)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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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口述試驗
구술시험에는 4 가지가 있는바, 法律科目試驗(l'exercice oral), 職務ㆍ規律口述試
驗(l'épreuve orale de déontologie), 外國語會話試驗 그리고 硏修報告書試驗(le
rapport de stage) 이 그것이다.72)

㈎ 法律科目口述試驗
法律科目口述試驗은 민법, 형법 총론 및 각론, 행정법, 상법 및 상거래법, 사회

법 또는 EU 법 중에 하나에 관하여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b)). 이 시험
은 응시자의 구술을 통하여 연수생의 표현력과 설득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관
계법령은 시험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
로 法律科目口述試驗은 연수생의 변론능력(la plaidoirie) 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法律科目口述試驗은 개업 변호사사무실로부터 익명으로 입수하여 변론부
분만을 제외한 일건서류(le dossier)가 연수생에게 제시된다. 즉, 일건서류에는 원
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는 소송행위가 들어 있고, 자료, 판례 및 학설이 들어 있
다.73)
法律科目口述試驗은 3 시간 동안 준비한 후, 약 15 분간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b)). 실습구술시험은 3 인의 참여시험관 면전에서 실행된다. 시험관은 대
학교수, 사법관 그리고 辯護士 각 1 인으로 구성된다(시행령 제69 조 제6 항).
㈏ 職務ㆍ規律口述試驗
職務ㆍ規律口述試驗이란 프랑스국내법과 EU 법 그리고 비교법상의 辯護士의

신분과 직무에 관한 시험으로, 질의응답(une interrogation orale)의 방식으로 진행
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c)). 이 시험에 대비하여, 연수생은 地方辯護士硏修院
이 소속된 地方辯護士會의 규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칙
에 적용되는 기본원칙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職務ㆍ規律口述試驗도 대학교수, 사법관과 辯護士 각 1 인으로 구성된 시험관

면전에서 시행된다(시행령 제69 조 제6 항).

71) Conseil d'Etat, 15 avril 1983, D. 1984. 114. obs. Brunois.
72) 口述科目의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Ⅵ] 참조.
73) S. Guinchard, op.cit., n° 59, p.62.

128

南 孝 淳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99∼155

㈐ 外國語會話試驗
外國語會話試驗은 연수생이 연수원에서 수강한 외국어 중에서 선택한 외국어

에 대한 회화시험이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d)).74) 외국어회화시험도 직무구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된다.
外國語會話試驗은 다른 구술시험과는 달리 1 인의 참여시험관의 면전에서 실행

된다( 시행령 제69 조 제6 항). 시험관은 반드시 외국어를 강의하는 교수이어야 한
다. 외국어교수는 대학교수를 시험관으로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학교총장이 지
명한다( 시행령 제69 조 제5 항).
관계법령은 外國語會話試驗의 시험기간, 시험방식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각 地方辯護士硏修院이 자율적으로 정하
게 된다.
㈑ 硏修報告書試驗
硏修報告書試驗(le rapport de stage) 은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에 실습한 연수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토론시험이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e)). 연수보고서의 주제
선정과 그 주제의 취급방법은 전적으로 연수생의 자유에 속한다. 다만 연수보고
서의 주제는 반드시 연수생이 실습한 연수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어야 한다. 연수보고서의 작성은 어느 주제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
라, 실제 연수경험의 성과 또는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이 특히 관심을 두었던 주
제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으면 된다.75)
地方辯護士硏修院은 연수보고서의 작성과 발표에 대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

할 수 있다. 연수생은 연수보고서를 연구지도교수와 연수원교수진의 평가를 받은
후 硏修報告書試驗의 시험일자보다 최소한 1 월 이전에 시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 조).
硏修報告書試驗은 응시생이 작성한 연수보고서를 놓고 약 20 분에 걸쳐 실행된

다(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e)). 연수생이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선택한 이유를 간
단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하여 시험관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참여시험관의
질문은 반드시 연수생이 다룬 주제와 연수생이 실습한 연수에 관한 것이어야 한

74) 외국어회화시험과목은 독일어, 영어, 고전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이태리
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러시아어이다.
75) S. Guinchard, op.cit., n° 5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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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시험관은 연수보고서와 연수생의 토론 모두를 평가한 후 점수를 준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수생은 硏修報告書試驗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7 조).

3. 資格試驗의 시행
資格試驗은 연수기간의 종료시에 시행된다( 시행령 제68 조 제1 항). 추가시험은
15 일 이내에 실행한다(2003. 9. 11. 시행규칙 제10 조 제2 항).

⑴ 응시자격 및 등록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은 모두 資格試驗을 보아야 辯護士
資格證을 취득할 수 있다. 박사학위소지자인 연수생도 예외가 아니다.76) 다만, 박

사학위소지자인 연수생에게는 硏修報告書試驗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7 조).
資格試驗은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연수를 수료한 연수생만 응시할 수 있다. 資格
試驗에 실패한 연수생 즉, 추가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연수생은 한 번 더 연수

과정을 수료하여야만 資格試驗에 재차 응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71 조 제1 항).77)
資格試驗에 2 회 실패한 연수생은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3 회째

연수과정을 수료하는 결정을 받아야만 한 번 더 資格試驗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
령 제71 조 제2 항).
연수생은 자신이 연수를 받은 地方辯護士硏修院에서만 資格試驗을 치를 수 있
다(시행령 제68 조 제2 항).

⑵ 시험관위원회
시험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 구성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권한, 참여시험관의 지정은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 시행령 제69 조).

⑶ 채점 및 당락의 결정
각 과목은 20 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시행규칙 제9 조 제1 항). 연수생은 모든 과
76) 2004. 2. 11. 법률개정이 있기 전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수생은 資格試驗이 면제
되지 않았다.
77) 시행령 제71조는 1년의 연수과정을 수료할 것을 요구하지만, 2004. 2. 11. 법률개정에
의하여 辯護士硏修期間은 18개월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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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총평균점이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한다( 시행규칙 제9 조
제3 항). 총평균이 10 점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생은 추가시험(la session de
rattrapage) 을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추가시험은 10 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10 조 제2 항). 예를 들면, 연수생이 筆記試驗
( 가중치 2) 에서 15 점, 法律科目口述試驗( 가중치 1) 에서 11 점, 職務ㆍ規律口述試驗
( 가중치 1) 에서 9 점 그리고 外國語會話試驗(가중치 1)에서 8 점, 硏修報告書試驗
( 가중치 1)에서 8 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균점이 11 점[{(2x15) + (1x11) + (1x9) +
(1x8) + (1x8)}/6] 이 되어 합격이 된다. 이 경우 연수생은 평균점을 취득하지 못한
3 가지 구술시험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합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연수생이 筆記試驗( 가중치 2) 에서 11 점, 法律科目口述試驗( 가중치 1)에서 10 점,
職務ㆍ規律口述試驗( 가중치 1) 에서 9 점 그리고 外國語會話試驗( 가중치 1)에서 9

점, 硏修報告書試驗( 가중치 1) 에서 8 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균점이 9 점[{(2x11)
+ (1x10) + (1x10) + (1x6) + (1x6)}/6]이 되어, 불합격이 된다. 이 경우 연수생은 평

균점을 취득하지 못한 2 가지 구술시험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보아, 각각 10 점 이
상을 취득하여야 합격하게 된다.
추가시험에 대한 통지는 최소한 추가시험이 실시되기 15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령 제10 조 제2 항). 따라서 추가시험은 본시험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한
15 일 이후에 실시된다.
辯護士資格證에는 辯護士資格試驗에서 취득한 성적을 기재하지 않는다.78)

Ⅳ. 外國人 法律家 및 辯護士를 위한 試驗
外國人은 다시 유럽聯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 國籍의
法律家인 경우와 非유럽聯合會員國 및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국적의 外國人
辯護士인 경우를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유럽聯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 國籍의 法
律家를 위한 資格試驗
유럽聯合會員國 및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의 國籍을 가진 法律
家는 자격시험(l'Examen d'aptitude) 에 합격한 후 辯護士名簿로 등록하여 辯護士로
78) Conseil d'Etat, 9 mars 1983, D. 1984. IR 114. obs. Bru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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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할 수 있다(1991. 11. 27 자 시행령 제99 조 제2 항).79)

⑴ 資格試驗의 응시자격
응시자는 전국변호사회에 응시원서를 등기로 접수한다(1991. 11. 27 자 시행령
제99 조의 1993. 1. 7 자 시행규칙 제1 조 제1 항).80) 해당 원서에 응시자는 자신이
시험을 볼 地方辯護士硏修院을 지정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 조 제1 항 제1 호).
응시는 3 회로 제한된다( 시행령 제99 조 제5 항).

⑵ 資格試驗의 시험유형 및 시험과목
응시자가 볼 시험과목은 응시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변호사회가 결정한다(시행령 제99 조 제4 항, 시행규칙 제3 조 제1 항). 전국변호
사회는 辯護士資格試驗科目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시행규칙 제3 조 제1 항). 전국
변호사회는 응시자가 볼 시험과목을 최대 4 과목까지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3 조 제1 항). 물론 시험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81)

시험과목이 4 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1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 조 제2 항). 따라서 시험과목이 3 과목 이하일 경우에는 구술시험만

실행한다. 전국변호사회는 응시자가 볼 시험과목을, 자격시험을 실행할 地方辯護
士硏修院에 통지한다( 시행규칙 제3 조 제1 항).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모두 20 점 만점이다(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 筆記試驗
필기시험은 4 시간 동안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3 항).
㈏ 口述試驗
구술시험은 30 분의 준비를 거쳐, 20 분 동안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1 항).

⑶ 資格試驗의 시행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국변호사회(le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79) 이하 Ⅳ.1.에서 시행령은 1991. 11. 27자 시행령을 말한다.
80) 이하 Ⅳ.1.에서 시행규칙은 1991. 11. 27자 시행령 제99조의 1993. 1. 7자 시행규칙을
말한다.
81) S. Guinchard, op.cit., n° 69,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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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이다. 다만 전국변호사회는 地方辯護士硏修院에 자격시험의 실행을 위임한

다(시행규칙 제3 조 제2 항).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선정한 地方辯護士硏修院
에서 자격시험을 본다(시행규칙 제1 조 제1 항 제1 호). 地方辯護士硏修院은 최소한
1 년에 1 회의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1 년에 2 회씩 실

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 조 제2 항). 자격시험의 시행일과 장소는 地方辯護士硏
修院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늦어도 첫째 시험이 실시되기 1 월전까지 응시자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 조 제3 항).
자격시험은 辯護士資格試驗의 시험관위원회 즉, 7 인의 시험관으로 구성되는 위
원회이다(시행령 제99 조 제2 항). 시험문제는 시험관위원회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4 항).
자격시험의 합격은 辯護士資格試驗의 시험관위원회가 결정한다. 응시자의 평균
점이 20 점 만점에 10 점 이상일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과목낙제는 없다. 地方辯護士硏修院長이 응시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자격시험합격증은 辯護士資格證에 해당한다.

⑷ 地方辯護士名簿 등록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地方辯護士會에 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99 조 제1 항). 응시자는 등록할 地方辯護士會를 임의로 정할 수 있
다. 즉, 응시자는 자격시험을 본 地方辯護士硏修院이 소재하는 항소원의 地方辯
護士會가 아닌 그가 임의로 정한 地方辯護士會에 등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격

시험합격증은 辯護士資格證에 해당하고, 프랑스에서 辯護士資格證은 전국 어디에
서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82)

2. 非유럽聯合會員國 및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국적의 外國人辯
護士를 위한 評價試驗
非유럽聯合會員國 및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국적의 外國人辯護士는 評價
試驗(l'examen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 에 합격한 후 辯護士名簿에 등록하여
辯護士로 개업할 수 있다(1991. 11. 27 자 시행령 제100 조 제1 항).83) 평가시험의

82) S. Guinchard, op.cit., n° 64, p.79.
83) 이하 V.2.에서 시행령은 1991. 11. 27자 시행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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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은 유럽聯合會員國, 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 및 스위스연방 國籍의 法律家가
프랑스辯護士資格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과 매우 유사하다.

⑴ 評價試驗의 응시
응시원서접수처, 시험장소 및 응시횟수는 자격시험의 경우와 동일하다(시행령
제100 조 제3 항, 1991. 11. 27 자 시행령 제100 조의 시행규칙 제1 조 제1 항).84)

⑵ 評價試驗의 시험유형 및 시험과목
평가시험은 2 과목의 필기시험과 2 과목의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시행규칙
제4 조 제1 항).85) 응시자는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00 조 제2
항). 면제기관은 전국변호사회가 아니라 시험관위원회이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모두 20 점 만점이다(시행규칙 제4 조 제8 항).
㈎ 筆記試驗
필기시험은 두개의 과목에 대하여 실시되는데(시행규칙 제4 조 제2 항), 하나는
민법에 관 것이고(시행규칙 제4 조 제2 항 제2 호), 다른 하나는 행정법, 상법, 사회
법 및 형법 중 응시자가 선택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2 항 제2 호). 각 과목마다 출
제범위는 地方辯護士資格試驗(CAPA)의 경우보다 더 좁다. 필기시험은 의견서작
성(la rédation conclusion)으로 실행된다.
각 필기시험은 3 시간 동안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3 항). 필기시험문제는
시험관위원회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4 항).
㈏ 口述試驗
구술시험은 2 과목에 대하여 실시되고(시행규칙 제4 조 제7 항), 구술시험의 방식
도 다르다.

하나는 구술논술시험(l'exposé) 이고,

다른

하나는

질의응답시험

(l'entretien)이다.

구술논술시험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법원조직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추첨으로 시험문제를 정하고, 1 시간의 준비를 거쳐, 20 분 동안 실시된다
84) 이하 V.2.에서 시행규칙은 1991. 11. 27자 시행령 제100조의 1993. 1. 7자 시행규칙을
말한다.
85) 과목별 시험범위는 [부록 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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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4 조 제7 항 1 호). 이에 반하여 질의응답시험은 변호사의 직무규율과

직무에 관한 것으로 약 15 분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실시된다( 시행규칙 제4 조
제7 항 2 호).

⑶ 評價試驗의 시행
평가시험의 시행은 시행기관, 시행장소, 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資格試驗의 경
우와 동일하다( 시행규칙 제1 조 내지 제4 조).
평가시험의 합격처리도 자격시험과 동일하다( 시행규칙 제5 조 제1 항).

⑷ 地方辯護士名簿 登錄
자격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원하는 地方辯護士會에 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93 조).

Ⅴ. 結語: 프랑스 辯護士試驗制度의 시사점
프랑스의 辯護士試驗制度(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유형, 시험실시) 를 地方辯護
士硏修院의 入學試驗을 중심으로 그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辯護士資格
⑴ (i) 프랑스는 辯護士의 학력요건으로 원칙적으로 法學碩士( 장래에는 석사과
정 1 년차) 를 요구하면서도 법학전공자 이외의 자에게도 辯護士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는 辯護士의 직역이 갖는 폐쇄성을 완화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한다. 첫째, 地方辯護士硏修院에 입소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정규선
발의 경우에도 비법학전공자에게도 동등자격을 주고 있다. 둘째, 專門家에게 변
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비정규선발의 경우에도 제1 군의 專門家에게는 학위요건 자
체를 요구하지 않고, 제2 군의 專門家의 경우에도 동등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辯護士職의 개방은 외형과는 달리 실질적인 의미
는 크지 않다. 첫째, 정규선발의 경우 초기에는 法學碩士學位의 동등자격을 넓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변호사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辯護士의 직무능력의 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의하여 동등자격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둘째, 專門
家의 경우에도 제1 군의 專門家는 대부분이 司法官 출신이어서 학위요건을 면제

2004. 12.]

프랑스의 辯護士資格試驗에 관한 硏究

135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제2 군의 專門家의 경우에도
專門家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경우 法學碩士가 필요로 하므로, 사

실상 동등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제1 군의
專門家 중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법학을 강의하는 교수, 제2 군의 專門家

중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법학의 강의경력이 있는 專
任講師, 補助專任講師, 講師 등의 경우에만 학위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의

미가 있다.
(ii) 프랑스의 경우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비법학전공자에게는 정규선발의 경우
地方辯護士硏修院의 입학시험에서 법률지식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모두에서 평

가한다. 그 이유는 1 년 6 개월의 연수기간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기간
이 아니라, 辯護士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지식을 취득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법학전공자도 독자적으로 법학공부를 하여야만 입학시
험을 치룰 수가 있다. 반대로 법학전공자에 대하여는 입학시험의 2 차구술시험 중
가중치 1 인 小口述試驗에 대하여서는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제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⑵ (i) 우리의 경우 장차 로스쿨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를 어떠한 비율,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
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달리 로스쿨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교에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학문의 계속과
수월성을 위해서도 법과대학이나 법학과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교육을 로스쿨제
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우리의 경우, 비법학전공자에 대하여서도 프랑스처럼 최소한도의 법률기본

과목에 대한 지식 내지는 법적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전공자들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로스쿨진입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의 수월성의 제고와 辯護士의 경쟁
력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
로는 첫째, 전공에 관계없이 기본과목에 대한 법률지식 내지는 법적사고력을 측
정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비법학전공자에게 불리하다는 문
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비법학전공자들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법률과목 시
험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로스쿨의 입학생은 법률과목에 합격한 비법
학전공자와 법학전공자에서 선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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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方辯護士硏修院의 入學試驗
⑴ 시험의 유형 및 과목
㈎ 프랑스의 시험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학시험에
辯護士로서의 직무에 필요한 구술표현 및 구술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口述試
驗도 채택하고 있다. 이는 辯護士資格試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筆記試
驗은 객관식 시험은 없고, 주관식 시험으로 일관하고 있다. 綜合要約試驗은 전문

직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法的思考試驗은 법학논술시
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法律事例試驗은 법학사례시험이다. 셋째, 口述試
驗의 경우 辯護士의 직무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보아, 기본권의 보호를 口述試驗의 가장 중요한 시험(大口述試驗) 으로 하
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시험과목에 외국어회화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辯護
士資格試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의 법과대학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의 경우에도 로스쿨의 입학시험에서 첫째,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필요로
하는 표현력과 구술논증력을 평가하는 口述試驗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筆記試驗도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만으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거래의 국제화를 고려하여 외국어회화시험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에서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장래 법실무가
되든 법학자가 되든 외국법을 수용한 국가에서는 비교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⑵ 시험의 시행
㈎ 프랑스의 경우 입학시험은 항소원의 관할구역별로 자치적으로 시행되고, 입
학시험은 연수생을 교육하는 地方辯護士硏修院이 아닌 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이 있다.
㈏ 우리의 경우 로스쿨의 입학시험과 졸업시험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
할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별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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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빠리제2대학교 법학교육원이 실시한 地方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 1차 筆記試驗 綜合要約試驗問題
시험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86)

시험문제
성인장애자를 위한 프랑스에서의 운동
수혈, 에이즈와 손해배상
잔고 없는 수표발행에 대한 제재 입법의 발전
의료과오책임의 근거로서의 과실
1994. 6. 10 자 법률 제94-475 호와 기업의 갱생과 청산의 개혁
남용조항
약물복용금지를 위한 투쟁
무죄의 추정
Clonage
인터넷과 사생활의 보호
공개경매에서의 동산의 임의경매의 법률체계
A 가족법에서의 평등사상의 발전
석면

86) M. Harichaux et C. Watine-Douin, op. cit., pp.257-278.

제시
자료수
17
28
17
14

21
18
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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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地方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 1차 筆記試驗:
法的思考試驗 선택과목의 과목별 시험범위
[채권법]
Ⅰ. 채권의 발생원인(les sources des obligations): 계약총론(la théorie générale des
contrats);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la responsabilité civile
contractuelle et extracontracutelle);부당이득(les quasi-contrats)

Ⅱ. 채권관계(le régime des obligations): 채권의 효력(les effets des obligations);채
권의 이전(la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Ⅲ. 증거(les preuves)

[민사소송법]
Ⅰ. 소권(l'action en justice)
Ⅱ. 지방법원, 소법원 및 항소원에서의 민사소송절차(la procédure devant l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d'instance et devant la cour d'appel en
matière civile);민사소송의 기본원칙(les principes fondamentaux du procès
civil); 증거조사(les mesures d'instruction), 판결(le jugement);긴급심리 및 명령
(le référé et les ordonnances sur requête), 일반상소절차와 특별상소절차(les
voies de recours ordinaires et extraordinaires),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les principes directeurs de la procédure pénale): 증거론
(la théorie des preuves);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Ⅱ. 수사(les enquêtes)
Ⅲ. 공적소송, 그 대안과 민사소송(action publique, alternatives aux poursuites et
action civile)

Ⅳ. 예심절차(l'instruction préparatoire)
Ⅴ. 판결(le ju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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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Ⅰ. 행정소송(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신분 및 조직(statut et organisation)
Ⅱ. 행정쟁의 소송의 기본규정과 원칙(les règles et principes généraux de la
procédure adminstrative contentieuse)

Ⅲ. 행정재판제도와 사법재판제도의 권한 분배(le partage des compétences entre
les juridictions adminstratives et judiciaires)

Ⅳ. 배분기준과 권한쟁의재판소( 조직, 권한; 소제기, 권한쟁의판결)(les critères de
la

répartition, le

tribunal des conflits(organisation,

compétence; saisine,

jugement des conflits)

Ⅴ. 행정분쟁에 관한 사법재판권(la compétence judiciaire en matière admin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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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地方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 1차 筆記試驗:
法律事例試驗 및 2차 筆記試驗 小口述試驗(가중치 2) 선택과목의
과목별 시험범위
[인법 및 가족법]
Ⅰ. 자연인(Les personnes physiques): 성과 이름(nom et prénom); 법인(la personnalité
juridique); 주소(le domicile).

Ⅱ. 가족(La famille): 혼인(성립, 증거, 효력, 배우자의 지위, 부부재산제){le mariage
(formation,

preuve,

effets,

situation

respective

des

épouxles

régimes

matrimoniaux)}; 내연관계(le concubinage); 동거계약(le PACS); 이혼(le divorce);

별거(la séparation de corps); 친자관계( 적자, 서자, 양자){(la filiation(légitime,
naturelle, adoptive)}; 부양의무(l'obligation alimentaire).

Ⅲ. 무능력자(미성년자와 성년자){Les incapacités(mineurs et majeurs)}

[재산법]
Ⅰ. 점유(La possession).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le droit de propriété et ses démembrements): 취득
(acquisition); 증거(preuve); 보존( 구제방법)(protection)

Ⅲ. 공동소유(La copropriété)

[형법총론 및 각론]
Ⅰ. 형법총론(Droit pénal général): 형법의 법원(les sources du droit pénal); 범죄
(l'infraction); 형사책임(la responsabilité pénale); 형벌과 형무소제도(les peines
et leur régime)

Ⅱ. 형법각론(Droit pénal spécial):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atteintes volontaires
et in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physique); 성범죄(les infractions
sexuelles); 타인침해죄(le risque causé à autrui); 도주죄(le délit de fuite); 절도

죄, 사기죄, 배임죄와 은닉죄(le vol, l'escroquerie, l'abus de confiance et le
recel); 회사재산횡령죄와 부패죄(l'abus de biens sociaux et les infractions de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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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상거래법]
민사회사와 상사회사(Les sociétés civiles et commerciales)
상업 및 회사등기부(Le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상행위(Les actes de commerce)
상인(Les commerçants)
경제이익단체 및 유럽경제이익단체(Les GIE et GEIE)
지급수단과 신용수단(Instruments de paiement et de crédit)
영업재산과 그 계약(Le fonds de commerce et les contrats dont it peut faire
l'objet).

[도산절차 및 담보법]
기업곤란예방(Prévention des difficultés des entreprises).
기업회생과 청산(Redressement et liquidation judiciaires).
물적담보와 인적담보(Sûretés réelles et personnelles).

[행정법]
Ⅰ. 법치국가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e l'Êtat de droit):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les bases constitutionnelles du droit administratif); 규범의 상하위단계(la
hiérarchie des normes); 법치행정(la soumission de l'administration au droit);

행정의 적법성 및 행정행위의 법적통제(le principe de légalité,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ction administrative)

Ⅱ. 행정행위와 행정기능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 de l'acte administratif et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법과 규칙의 경계(la délimitation des domaines de
loi et du règlement);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권한(le pouvoir réglementaire de
autorités); 회람(les circulaires); 내부기준과 수단(les directives et les mesures
d'ordre intérieur); 일방적 행정행위, 규제행정행위, 개인에 의한 행정행위의 법

률관계(le régime juridique d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réglementaires
et individuels): 성립(절차, 효력){élaboration(procédures, effets), 효력발생(집행

력){entrée en vigueur(caractère exécutoire)}, 소멸( 폐지, 취소, 실효){disparition
(abrogation, retrait, caduc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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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책임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공권
력의 과실책임,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rblique pour faute),
무과실 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 공무원 및 공적 수임인의 개인책임
(responsabilité personnelle des fonctionnaires et autres agents publics), 사법재

판에 관한 특별입법(régimes législatifs particuliers relevant de la compétence
judiciaire).

Ⅳ. 행정조직(L'organisation administrativ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반개념){État et
collectivités territoriales(notions générales)}

Ⅴ. 행정계약(Les

contrats

administratifs):

일반론과

사법계약과의

구별기준

(généralités et critères de distinction avec les contrats de droit privé).

Ⅵ. 행정경찰(La police administrative): 일반개념(notions générales), 권한기관
(autorités compétentes), 경찰력의 한계(limites du pouvoir de police), 경찰제

도의 예외적 강화(aggravations exceptionnelles des régimes de police), 공공질
서 및 공적 자유(ordre public et libertés publiques)).
Ⅶ. 공역무(Les services publics): 개념(notions de service public), 행정공역무와
상공업공역무의 구별(distinction des services publics administratifs et des
service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 공역무의 관리형태(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상공업공역무의

법률관계와 쟁소(régime

juridique et contentieux des service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

[경제행위공법]
Ⅰ. 경제행위공법의 국내, 유럽공동체 및 국제법적 법원(Les sources intern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u droit public des activités économiques).

Ⅱ. 경제행위공법의

원칙(Les

principes

du

droit

public

des

activités

économiques): 소유권(droit de propriété), 상공업의 자유(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평등(égalité), 법적 안정성(sécuité juridique).

Ⅲ. 경제행정의 구조(Les structures de l'administration économique): 중앙행정, 지
방행정, 사적 행정(administration centrale, locale et personnalisée).
Ⅳ. 공경제소송의 사법절차(Les

procédés

juridiques

de

l'action

économique

publique): 일방행정행위와 행정계약(해당국 및 유럽공동체의 법률관계){actes
unilatéraux

et

contrats

publics(régimes

juridiques

d'origine

nationa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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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utaire)}

Ⅴ. 공적 시장에 관한 법(Le droit des marchés publics).
Ⅵ. 국가 및 지방의 혼합경제(L'économie mixte nationale et locale): 공적 및 사
적 부문의 협력형태(Les différentes formes du partenariat public-privé).
Ⅶ. 경쟁과 시장규제에 관한 공법(Le droit public de la concurrence et de la
régulation des marchés - 재정 및 경제분야에서의 독립행정권한, 경제행위에

관한

법과

규제의

원칙( 절차법과

실체법){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dans le sectuer économique et financier, les principes du droit
et de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économiques(règles de procédure et fègles de
fond)}

Ⅷ. 공적영역(Le domaine public).

[노동법]
유럽공동체 노동법과 국제 노동법(Le droit communautaire et international du
travail);

행정기구(Les

organismes

administratifs);

전문직조합(Les

syndicats

professionnels); 동맹(Coalitions), 파업(gréves), 직장폐쇄(lock-out); 근로자대표소송
(Les instances représentatives du personnel);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집단협약(La
convention collective et accords collectifs du personnel); 근로계약(Les contrats de
travail); 임금(La rémunération); 근로계약의 해소(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국제사법]
Ⅰ. 법저촉에 관한 규정(Règles de conflits de lois): 저촉규정의 생성(élaboration
de la règle de conflit); 저촉규정의 적용(mise en oeuvre de la règle de
conflit); 법적 성격결정의 저촉(conflit de qualifications); 반정(renvoi); 외국법

의 적용과 배제(application et éviction de la loi étrangère);
Ⅱ. 법저촉의 해결(Règlement des conflits de lois): 인적 지위( 개인의 지위와 능
력){statut personnel(état et capacité des personnes)}, 혼인(mariage), 친자
(filiation);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obligations contractuelles et délictuelles);

재산법(재산, 부부재산제도, 상속{(droit patrimonial(biens, régimes matrimoniaux,
successions)}

Ⅲ. 재판권의 충돌과 판결의 효력(Conflits de juridictions et effets des ju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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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공동체법]
Ⅰ. 제도법(Droit

institutionnel):

유럽엽합

및

유럽경제공동체의

기구들(les

institutions de l'Union et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s);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공동체기구의 법률행위들(les actes de l'Union et de la Communaté
européennes)

Ⅱ. 실체법(Droit matérial): 거래법(상품의 자유이동, 사람의 자유이동, 정착과 노무
제공의 자유{(droit des affaires, libre circulation des marchandises,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liberté d'établissement et de prestation de services)};

경쟁법( 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와 면제절차){droit de la concurrence,
entente, abus de position dominante, procédures d'infraction et d'exemption)}

[재정법]
소득세( 일반원칙, 임금, 토지소득, 동산소득, 개인의 잉여가치{Impôts sur le
revenu (principes généraux, traitements et salaires, revenus fonciers, revenus
mobiliers, plus-values des particuliers)}.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기업과 회사에 대한 혜택(Imposition des
bénéfices de l'entreprise individuelle et des sociétés non soumises à l'impôt sur
les sociétés)

법인세의 과세 대상인 법인에 대한 혜택(Imposition des bénéfices des sociétés
soumises á l'impôt sur les sociétés).

부가가치세(적용영역, 계산, 지급, 중고품, 국제적 교환){Taxe sur la valeur
ajoutée(champ

d'application,

calcul,

paiement,

livraisons

à

soi-même,

bien

d'occasion, échanges internationaux)}

기업재산과 회사채의 등록세(Droits d'enregistrement relatifs aux biens de
l'entreprise et aux titres sociaux).

재화에 대한 연대 과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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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地方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 2차 口述試驗:
大口述試驗의 시험범위
Ⅰ.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의 역사와 연원(Origines et sources d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자유의 역사(histoire des libertés): 프랑스 및 세계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발전: 인권의 발생(évolution générale depuis l'Antiquité jusqu'à la
période contemporaine en France et dans les monde); 인권의 발생(les
générations de droits de l'homme)

국내, 유럽 및 국제적 법원(sources juridiques, intern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공적 자유, 인권과 기본적 자유(libertés publiques, droits de l'homme et
libertés fondamentales)

Ⅱ.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의 법률관계(Régime juridique d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자유에 관한 규정과 규범의 서열을 정의하는 권한기관(l'autorité compétente
pour définir les règles en matière de libertés et la hiérarchie des normes); 기

본적 자유의 지위의 조정(L'aménagement du statu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규제체계(régime répressif)
예방체계(régime préventif)
사전고지체계(régime de la déclaration préalable)
원상회복체계 및 손해배상청구권(régime restitutif et droit à réparation)
기본적 자유의 보호(la protection des libertés fondamantales); 재판상의 보호
(국내, 유럽 및 국제){les protections juridictionnelles(internes4 européenes et
internationales)}; 재판상 이외의 보호( 독립된 행정권에 의한 보호, 헌법상, 정

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의 효력에 의한 보호){les protections non
juriditionnelles(pa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par l'effet du
système constituionnel, politique, économique et social)}

민주주의 사회 및 기타 정치체계에 있어서 기본적 자유 보호의 한계(les
limites

de

la

protection

des

libertés

fondamentales

dans

les

socié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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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mocratiques et dans les différents systèmes politiques)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의 보호의 예외적 제한(les

régimes

exceptionnels

d'atténuation de la protection d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Ⅲ. 중요한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les princal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les)
창설원칙과 그 구성요소(les principes fondateurs et leurs composantes)
인간의 존엄(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생명윤리){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droit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physique de la personne,
bioéthique)}

자유( 왕래의 자유, 신체안전에 대한 권리){liberté(liberté d'aller et venir, droit
à la sûreté personnelle)}

평등( 재판, 공무, 공적 부담, 남녀사이, 프랑스인과 외국인 사이){égalité(devant
la justice, en matière de fonction publiqu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tre les hommes et femmes, entre Français et étranges)}

박애(fraternité)
인격과 정신에 관한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육의 자유, 통
신의 자유){les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de l'esprit(liberté d'opinion,
liberté de croyance, liberté d'enseignement, liberté de communication)}

단체의 권리와 자유(조직, 결사, 집회, 조합의 자유, 파업권){les droits et
libertés collectifs(association, réunion, liberté syndicale, droit de grève)}

경제 및 사회적 권리(소유권, 거래 및 산업의 자유, 건강보호권, 사회적 급부
에 대한 권리, 근로의 권리){les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droit de
propriété, 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droit à la protection de la
santé, droit aux prestation sociales, droit à l'emploi)}

시민의 권리(선거권, 정당의 자유, 행정과의 관계에서의 권리){les droits du
citoyen(droit de vote, liberté des partis politiques, droit dans les relations avec
l'administration)}

정교분리(la laïc 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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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地方辯護士硏修院 入學試驗 2차 口述試驗:
小口述試驗(가중치 1) 선택과목의 과목별 시험범위
[강제집행]
Ⅰ. 개요(Généralités): 집행권원(le titre exécutoire); 집행방법의 선택(le choix de
la mesure d'exécution); 집행기관(les organes de l'exécution)

Ⅱ. 집행방법(Les mesures)
벌금강제(les astreintes)
보전조치(les mesures conservatoires)
강제퇴거조치(l'expulsion)
동산집행(les mesures d'exécuion mobilières): 귀속압류(saisie attribution), 제3
소지자에 대한 공고(avis à tiers détenteurs), 임금압류(saisie des rémunérations),
매각압류(saisie vente);
부동산 압류(la saisie immobilière).
Ⅲ. 금전의 배당절차(Procédures de distribution des deniers).

[유럽경제공동체절차와 유럽공동체절차]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공동체의 재판권(Les juridictions communautaires et
européennes): 기구(organisation), 관할(compétence), 절차(procédure)

유럽경제공동체 소송(Les recours communautaires): 국가배상소송(recours en
manquement d'État); 취소소송(recours en annulation); 위법성의 항변(exception
d'illégalité); 채무불이행소송(recours en carence); 선결문제(question préjudicielle)

상소(Les recours devant la CEDH)

[사적회계]
발생원인(Les sources)
회계원리(Les principes comptables)
채권과 채무(créances et dettes)
재고(Stock et en cours)
부동산화(Immobil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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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작용(Opérations financières): 장부기재의 일반적 개요(schémas usuels de
comptabilisation).

특별작용(Opérations exceptionnelles).
정비작용 및 재산목록작성작용(Opérations de régularisation et d'inventaire).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장부기재(Comptabilisation de la TVA, de l'impôt sur le
revenu).

준비금(Provisions)
결과(Résultats).
자기자금(Fonds propres)

[공재정]
공재정의 기술(Science et techniques des finances publiques).
공재정법의 국내, 유럽공동체, 국제법적 법원(Les sources intern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u droit des finances publiques).

국가예산과 재정법(준비, 집행 관리){Le budget de l'État et des lois de
finances(préparation, exécution, contrôle)}

공재정기구(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publiques).
재정재판권과 재정쟁송(Les juridictions financières et le contentieux financier).
지방재정(Les finances locales)
사회재정(Les finances sociales)
조세의 일반이론과 프랑스 재정체계(Théorie générale de i'impôt et cadre du
système fiscal français).

2004. 12.]

149

프랑스의 辯護士資格試驗에 관한 硏究

[부록 Ⅵ] 地方辯護士硏修院 辯護士資格試驗 口述試驗:
法律科目試驗의 선택과목 및 職務ㆍ規律試驗의 시험범위
[민법]
[인법 및 가족법]
Ⅰ. 자연인(Les

personnes

physiques):

성과 이름(nom

et

prénom);

법인(la

personnalité juridique); 주소(le domicile).

Ⅱ. 가족(La famille): 혼인( 성립, 증거, 효력, 배우자의 지위, 부부재산제){le
mariage(formation, preuve, effets, situation respective des épouxles régimes
matrimoniaux)}; 내연관계(le concubinage); 동거계약(le PACS); 이혼(le divorce);

별거(la séparation de corps); 친자관계(적자, 서자, 양자){(la filiation(légitime,
naturelle, adoptive)}; 부양의무(l'obligation alimentaire).

Ⅲ. 무능력자(미성년자와 성년자){Les incapacités(mineurs et majeurs)}

[재산법]
Ⅰ. 점유(La possession).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le droit de propriété et ses démembrements): 취득
(acquisition); 증거(preuve); 보존(구제방법)(protection)

Ⅲ. 공동소유(La copropriété)
[채권법]
Ⅰ. 채권의 발생(Les sources des obligations): 계약(일반이론){Le contrat(théorie
générale)};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상책임(La responsabilité
civile contractuelle et extracontractuelle); 부당이득(Les quasi-contrats)

Ⅱ. 채권관계(효과, 이전, 채무의 소멸){Le régime des obligations, effets, transmission,
extinction des obligations)}: 증거(Les preuves); 시효(Les prescriptions); 물적담

보와 인적담보(Les sûretés réelles et personnelles).

[형법총론 및 각론]
Ⅰ. 형법총론(Droit pénal général): 형법의 법원(les sources du droit pénal);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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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fraction); 형사책임(la responsabilité pénale); 형벌과 형무소제도(les peines
et leur régime)

Ⅱ. 형법각론(Droit

pénal

spécial):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atteintes

volontaires et in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physique); 성범죄(les
infractions sexuelles); 타인침해죄(le risque causé à autrui); 도주죄(le délit de
fuite); 절도죄, 사기죄, 배임죄와 은닉죄(le vol, l'escroquerie, l'abus de
confiance et le recel); 회사재산횡령죄와 부패죄(l'abus de biens sociaux et
les infractions de corruption)

[행정법]
Ⅰ. 법치국가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e l'Êtat de droit):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les bases constitutionnelles du droit administratif); 규범의 상하위단계(la
hiérarchie des normes); 법치행정(la soumission de l'administration au droit);

행정의 적법성 및 행정행위의 법적통제(le principe de légalité,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ction administrative)

Ⅱ. 행정행위와 행정기능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 de l'acte administratif et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법과 규칙의 경계(la délimitation des domaines de
loi et du règlement);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권한(le pouvoir réglementaire de
autorités); 회람(les circulaires); 내부기준과 수단(les directives et les mesures
d'ordre intérieur); 일방적 행정행위, 규제행정행위, 개인에 의한 행정행위의

법률관계(le régime juridique d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réglementaires
et individuels): 성립(절차, 효력){élaboration(procédures, effets), 효력발생(집행

력){entrée en vigueur(caractère exécutoire)}, 소멸(폐지, 취소, 실효){disparition
(abrogation, retrait, caducité)}

Ⅲ. 행정책임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공
권력의 과실책임,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rblique pour
faute), 무과실 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 공무원 및 공적 수임인의 개인

책임(responsabilité personnelle des fonctionnaires et autres agents publics), 사
법재판에 관한 특별입법(régimes

législatifs

particuliers

relevant

de

la

compétence judiciaire).

Ⅳ. 행정조직(L'organisation administrativ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개념){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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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collectivités territoriales(notions générales)}

Ⅴ. 행정계약(Les

contrats

administratifs):

일반론과

사법계약과의

구별기준

(généralités et critères de distinction avec les contrats de droit privé).

Ⅵ. 행정경찰(La police administrative): 일반개념(notions générales), 권한기관
(autorités compétentes), 경찰력의 한계(limites du pouvoir de police), 경찰제

도의 예외적 강화(aggravations exceptionnelles des régimes de police), 공공질
서 및 공적 자유(ordre public et libertés publiques)).
Ⅶ. 공역무(Les services publics): 개념(notions de service public), 행정공역무와
상공업공역무의 구별(distinction des services publics administratifs et des
service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 공역무의 관리형태(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상공업공역무의 법률관계와 쟁소(régime juridique
et contentieux des services publics industriels et commerciaux).

[형법총론 및 각론]
Ⅰ. 형법총론(Droit pénal général): 형법의 법원(les sources du droit pénal); 범죄
(l'infraction); 형사책임(la responsabilité pénale); 형벌과 형무소제도(les peines
et leur régime)

Ⅱ. 형법각론(Droit pénal spécial):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atteintes volontaires
et in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physique); 성범죄(les infractions
sexuelles); 타인침해죄(le risque causé à autrui); 도주죄(le délit de fuite); 절도

죄, 사기죄, 배임죄와 은닉죄(le vol, l'escroquerie, l'abus de confiance et le
recel); 회사재산횡령죄와 부패죄(l'abus de biens sociaux et les infractions de
corruption)

[상법 및 상거래법]
민사회사와 상사회사(Les sociétés civiles et commerciales).
상업 및 회사등기부(Le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상행위(Les actes de commerce).
상인(Les commerçants).
경제이익단체 및 유럽경제이익단체(Les GIE et GEIE)
지급수단과 신용수단(Instruments de paiement et de cr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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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산과 그 계약(Le fonds de commerce et les contrats dont it peut faire
l'objet)

기업갱생과 청산(Redressement et liquidation judiciaires)
물적담보와 인적담보(Sûretés réelles et personnelles), 상사우선특권(Privilèges
commerciaux).

유럽공동체 노동법과 국제 노동법(Le droit communautaire et international du
travail); 행정기구(Les organismes administratifs); 전문직조합(Les syndicats
professionnels); 동맹(Coalitions), 파업(gréves), 직장폐쇄(lock-out); 근로자대표소

송(Les instances représentatives du personnel); 근로자의 단체협약과 집단협약
(La convention collective et accords collectifs du personnel); 근로계약(Les
contrats de travail); 임금(La rémunération); 근로계약의 해소(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공동체법]
Ⅰ. 제도법(Droit institutionnel): 유럽엽합 및 유럽경제공동체의 기구들(les institutions
de l'Union et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s);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공동체기

구의 법률행위들(les actes de l'Union et de la Communaté européennes)
Ⅱ. 실체법(Droit matérial): 거래법(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의 자유이동, 정착과 노
무제공의 자유{(droit des affaires, libre circulation des marchandises,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liberté d'établissement et de prestation de services)};

경쟁법(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와 면제절차){droit de la concurrence,
entente, abus de position dominante, procédures d'infraction et d'exemption)}

[전문직 규율]
변호사의 신분과 직무규칙(Statut et règles prefessionnelles de l'avocat)
직업윤리( 국내법,

유럽공동체법,

비교법){Déontologie(droit

communautaire, droit comparé)}

직무규율과 책임(Discipline et responsabilité).
직업조직(Organisation professionnelle).

intern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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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 非유럽聯合會員國, 非유럽經濟共同體會員國의
국적을 가진 辯護士를 위한 評價試驗
[필기시험]
[민법]
Ⅰ. 소유권, 공동소유 및 점유(le droit de propriété, la copropriété, la possession):
취득방법(modes d'acquisition); 증거(preuve); 보호(protection)
Ⅱ. 채권(les obligations): 계약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u contrat); 손해배상
책임( 계약불이행
extracontractuelle)};

및

불법행위){la
채권의

효과,

responsabilité

소멸

및

civile(contractuelle

이전(effets,

extinction

et
et

transmission des obligations)}

[노동법]
국제노동법(le droit international du travail)
행정조직(les organismes administratifs)
파업, 직장폐쇄(grève, lock-out)
조정, 중재(conciliation, médiation, arbitrage)
기업의 사회적 기구(organisation sociale de l'entreprise)
기업위원회, 경영자대표, 조합대표(comité d'entreprise, délégués du personnel,
délégués syndicaux)

단체협약(la convention collective)
근로계약과 도제계약(le contrat de travail et d'apprentissage)
임금, 그 결정과 법적 보호(le saliaire, sa détermination et sa protection légale)
근로의 법적 규율(Réglementation légale du travail)
해고(le licenciement)

[형법]
Ⅰ. 죄형법정주의원칙(principe de la légalité des infractions et des peines)
형사책임과 귀책요건(responsabilité pénale et imputabi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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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법의 시간적 및 장소적 효력(appllication de la loi pénale dans le temps et
dans l'espace)

범죄와 그 싱립요건(l'infraction et ses divers éléments)
중죄, 경죄, 위경죄(crime, délit contravention)
범죄의 경합(le concous 'infractions)
미수, 공모(la tentative, la complicité, la coaction)
형벌의 경합금지(le non-cumul des peines)
형벌의 경감, 가중 및 소멸(causes d'atténuation, d'aggravation et d'extinction
des sanctions pénales): 누범, 시효, 유예, 사면( 일반개념)(récidive, prescription,
grâce, amnistie(notions générales)}

[행정법]
Ⅰ. 행정행위와 행정기능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e l'acte administratif et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중앙행정권력의 규제권한(le pouvoir réglementaire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centrales); 일방적 규제행정행위와 개별적 행정행

위의 법적 체계(le régime juridique d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uax
réglementaires et individuels); 자유재량권과 관련 권한(pouvoir diccrétionnaire
et compétence liée)

Ⅱ. 행정책임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e la responsabilité adminstrative)
Ⅲ. 행정조직(l'organisation adminsatrative): 중앙행정(administration centrale); 지방
행정( 지역, 도, 시){(administration locale(région, département, commune)}
Ⅳ. 행정계약과 사인계약의 구별기준(les critères de la distinction des contrats
adminstratifs et des contrats de droit privé)

Ⅴ. 공역무(les services publics)

[상법]
상행위(les actes de commerce).
상인과 상사회사(Les commerçants et les sociétés commerciales)
영업재산과 그 계약(le fonds de commerce et les contrats dont il peut faire
l'objet)

기업갱생과 청산(Redressement et liquidation judiciaires)

2004. 12.]

155

프랑스의 辯護士資格試驗에 관한 硏究

[구술시험]
Ⅰ. 법원조직(organisation judicaire)
사법조직과 권한(l'organisation judiciaire et la compétence)
Ⅱ. 민사소송(procédure civile)
민사에 관한 1 심재판절차와 항소재판 절차(la procédure devant les juridictions
de première instance et d'appel en amtière civile)

긴급심리 및 명령(le référé et les ordonnances sur requête)
일반

상소절차와

비상

상소절차(les

voies

de

recours

ordinaires

et

extraordinaires)

판결의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Ⅲ. 형사소송(procédure pénale)
공적 소송과 사적 소송(l'action publique et l'action civile)
예심절차(l'instruction préparatoire)
증거(les preuves)
판결과 일반상소절차 및 비상상소절차(le jugements et les voies de recours
ordinaires et extraordinaires)

Ⅳ. 행정재판과 행정절차(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procédure administrative)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권한의 분배(le partage des compétences entre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t judiciaires; 분배의 기준(les critères de la
répartition)

권한쟁송법원(le tribunal des confl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