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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영국의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고찰
* **

李 根 寬***

1)

Ⅰ. 서론

국에 대한 고정관념 중의 하나는 전통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특히 국의 법조분야와 관련하여 강

하게 표출되는데 판사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착용하는 가발이나 독특한 복장

이 국 법조의 전통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을 면 히 

고찰해 보면 전통성의 수면 또는 외피(外皮) 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

된다. 특히 1997년 블레어 정권의 집권 이래 국 사회 전반 특히, 헌법 분야에

서의 변화는 유례가 드문 것이다.

예를 들면,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98)은 국법 전

반에 대하여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동 협약 제6조 제1항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의회의 귀족

원(the House of Lords)에 속하고 있는 상임상소귀족(常任上訴貴族, Lord of 

Appeal in Ordinary, 보통 줄여서 “Law Lord”로 부름)의 경우 그 독립성에 관하

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1) “헌법상의 기형”(constitutional anomaly)으로 지칭되

는 “Lord Chancellor”2)에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직의 보유자는 내각

* 이 은 2004년 10월 30일 개최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 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이 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Dawn Oliver,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346-347.

2) “Lord Chancellor”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법 용어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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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일원인가 하면, 귀족원의 의장으로서 입법부에 속하기

도 하며 또한 그 자신이 판사이며 잉 랜드와 웨일스의 사법부의 수장(首長)이기

도 하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 의회에는 헌법개혁법안

(Constitutional Reform Bill)이 귀족원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Lord Chancellor”의 직을 폐지하고, 상임상소귀족을 귀족원에서 분리시켜 신설될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흡수하며, 판사임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4)

이와 같은 변화 및 개혁의 물결은 법조인 제도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

적인 예가 전통적으로 법정변호사에 대하여 인정되던 소송 수행상의 과실에 대

한 면제(immunity)가 2000년 귀족원 판결에 의하여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5)

국의 “사법시험”제도6)에 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에서는 먼저 

국법조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Ⅱ), 변호사양성제도를 개관한 다음(Ⅲ), 사무변

호사 양성과정(Ⅳ)과 법정변호사 양성과정(Ⅴ)에 대하여 언급한 후, 법학전문대학

원 도입 논의와 관련된 필자의 생각의 단편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

다(Ⅵ).

역할 때 국내에서도 널리 참조하는 田中 英夫(編), 英美法辭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에 따르면 “대법관”으로 역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 역어를 대

법원판사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호정 교수는 “사법경”(司法卿)
이라는 역어의 사용을 사적인 대화 중에 제안한 바 있다. 국과 한국 간의 맥락적 

차이를 고려한 역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Lord Chancellor”직의 (입법, 사법, 행
정의 3부를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

문에서는 일단 이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쓰기로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court of chancery”는 “chancery법원”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Oliver, 위의 (註 1), p.335.
4) 이 법안은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304/ldbills/030/2004030.htm>

에서 찾을 수 있다 (2004.11.30 방문).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능축소 후에도 

“Lord Chancellor”라는 명칭은 존속될 것이라 한다. Clare Dyer, “Role of Lord 
Chancellor Reprieved”, The Guardian (4 December 2004), p.5.

5) J S Hall & Co. (A Firm) v. Simons; Woolf Seddon (A Firm) v. Barrett; Roberts & 
Hill (A Firm) v. Harris (conjoined appeals). [2000] All England Reports 673. 이 사건

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S.H. Bailey, J.P.L. Ching, M.J. Gunn and D.C. 
Ormerod, Smith, Bailey & Gunn o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London: Sweet 
& Maxwell, 2002), pp.192-194.

6) 국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통일된 의미의 사법시험제도가 없다는 의미에서 

사법시험에 이중따옴표를 쓴 것이다.



2004. 12.] 국의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고찰 215

Ⅱ. 국법조의 역사에 대한 개관

1. 서론

국법이 장구한 세월에 걸친 다채로운 역사의 온축(蘊蓄)임은 주지의 사실이

다. 국법제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조의 역사를 짧은 지면 내에서 요약하기란 

그 자체로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필자의 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 국 변호사 제도의 특징이라 할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

(solicitor) 간의 구분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국법조사의 개관

국의 변호사 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도로 정착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다. 법정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조학원(Inns of 

Court)을 중심으로 이미 수세기에 걸쳐 안정된 제도로서 기능해 왔던 데 비하여, 

사무변호사의 체제(예를 들면, 부동산양도(conveyancing)의 독점,7) 사무변호사 자

격취득요건의 정비 등)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정비되기에 이른다.

국의 법원제도는 19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복잡다기하 다. 국의 변호

사 제도의 (19세기 후반까지의) 다기성(多岐性)은 바로 국법 및 법원제도의 복

잡성의 반 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628년 코크(Coke) 판사의 설명에 따

르면 당시 국 내에는 16개에 이르는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 는데 코먼 로는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 다. 이처럼 다양한 법들은 여러 개의 국왕법원(royal 

jurisdictions) 이외에도 많은 수의 법원, 즉 사계(四季)법원(quarter sessions), 주

(州)법원(county courts), 자치시법원(borough courts), 장원법원(manorial courts), 

7) 부동산양도에 대한 사무변호사의 독점권은 나폴레옹 전쟁 중이던 1804년에 인정된 

것이다. 당시 피트 정부는 전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먼 로 법원의 하위변호사

(attorney)와 형평법 분야의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개업증명서

(annual practicing certificate)에 대한 인지세 등을 대폭 인상하 다. attorney와 solicitor
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수용하는 대가로 

부동산양도에 대한 독점권의 부여를 요구하 다. 국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즉각 받

아들 지만, 법정변호사협회(Bar Council)는 190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동산양도

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 다. Richard L. Abel,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 (Oxford: Basil Blackwell, 1988),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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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錫鑛)지역법원(stannary courts), 토족(土足)법원(pye-powder), 교회법원 등으

로 이루어져 있었다.8) 이처럼 복잡다기한 법원 체제 내에서 판사 이외에도 다양

한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국의 법조인의 기원은 12세기에 코먼 로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 던 

“justiciarii”, 즉 국왕의 궁정(Curia Regis, “king's court”의 의미)의 구성원으로서 

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또는 런던의 웨스터민스터에서 재판을 행하 던 사람들

에게서 찾을 수 있다.9)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법률가보다 행정공무

원의 성격이 강하 지만 국왕재판권을 일관된 방식으로 행사함으로써 사법적인 

기능을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 확립시켰다. 13세기에 이르러서는 판사들과 일

반 소송인 사이에서 중개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들(“advocatus”와 

“attornatus”)이 등장하 는데, 이미 13세기말에 이르러 판사들은 이들 전문가들 

중에서만 선발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이처럼 국의 경우에는 아주 초기부터 

판사와 법정변호사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10)

오늘날의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간의 역할 분담에 해당하는 변론기능 및 소

송절차의 대행기능 간의 구분은 이미 국 법제사의 초기부터 등장하고 있다. 국

왕법원의 절차를 이해하고 또 국왕법원이 어느 곳에서 개정되든 이를 따라다니며 

사건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는가 하면, (“law French”라고 불렸던 

불어로 행해졌으며) 기술적으로 까다로웠던 구두변론절차를 담당할 변론전문가가 

필수적으로 되었다. 전자는 사건 의뢰인에 대한 대리 기능으로서 이의 담당자는 

8) C.W. Brooks, “The Common Lawyers in England, c. 1558-1642”, in Wilfrid 
Prest(ed.), Lawyers in Early Moder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s, 1981), p.2. 다양한 법원 명칭의 번역은 대체로 田中 英夫(編), 英美
法辭典을 참조하 다. 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석광지역법원은 중세 이래 콘월

(Cornwall)지역 (19세기에는 데븐셔(Devonshire) 지역도 포함)의 광산업자 및 노동자에 

대하여 (일부의 중요사건을 제외하고) 관습에 기초하여 재판권을 행사하 다. 이 법원

(1897년에 폐지)이 설립된 배경에는 데븐 및 콘월 지역의 주석의 채광권이 국왕의 대

권에 속한다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토족법원은 시장에 모인 행상인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pye-powder(piepoudre, pie powder, py-powder 등으로 표기

되기도 함)는 “먼지투성이의 발”(dusty feet)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설도 존재

하여 행상인을 뜻하는 “pedlar”가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9) “justiciarius”의 기원 및 역할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J.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3rd ed. (London: Butterworths, 1990), pp.17-19
를 참조하시오.

10) 같은 ,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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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atus” 또는 “procurator”로 불 고, 후자는 “대술인(代述人)”(forespeaker, 

“advocatus” 또는 “prolocutor”)이라고 불 는데 그 주된 역할은 사건의뢰인의 옆

에 서서 그를 대신하여 변론을 행하는 것이었다.11)

이후 국법조제도는 복잡한 발전과정을 겪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

기 이전 100년 동안의 시기(1450-1550)의 법조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

법제사의 대표적 연구자인 베이커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의 법조인은 (ⅰ) 

“sergeant”와 판사, (ⅱ) 왕좌법원, 법원을 비롯한 중앙법원의 서기관 및 기타 관리, 

(ⅲ) “attorney”, (ⅳ) “apprentices-at-law”, (ⅴ) “utter-barrister” 및 (ⅵ) “solicitor”로 

이루어져 있다.12)

“sergeants” 또는 “sergeants-at-law”는 신민간소송법원(臣民間訴訟法院, Court of 

Common Pleas)에서 대술인의 역할을 수행하 는데 이미 1230년경에 전문적인 

집단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 14세기에 이들은 동업조합을 형성하여 신민간소

송법원에서의 변론권을 독점하 다(왕좌법원 및 기타 법원에서의 변론권은 

“apprentices-at-law”와 공유하 음). 이들 집단의 권위는 오로지 “sergeants” 중에

서 신민간소송법원과 왕좌법원의 판사를 임명하는 관행에 의하여 한층 강화되었

다.13)

다른 집단 중에서 별도의 설명을 요하는 것은 “apprentices-at-law”, “utter 

barrister”와 “solicitor”일 것이다. “apprentices-at-law”는 통상적인 의미의 “도제” 

또는 “수습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sergeants”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나 

“barrister”보다는 높은) 정식의 법정변호인을 지칭한다.14) 이들은 오늘날의 법정

변호사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다.15) “utter barrister”는 약 6년 정도를 견습변

호사(inner barrister)로 보낸 후 정식의 “barrister”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가

리킨다. 이들은 약 10년 정도의 경력을 더 쌓은 후 법조학원평의원(bencher)이 

되어야만 정식의 “apprentice-at-law”가 되어 법정에서 변론을 행할 수 있었다. 

11) 같은 , p.178.
12) J.H. Baker,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in Wilfrid Prest(ed.), Lawyers in Early 

Moder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s, 1981), 
pp.18-31.

13) “sergeants”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Baker, 위의 (註 8), pp.179-182; Baker, 위의 

(註 12), pp.18-21을 참조하시오.
14) Baker, 위의 (註 12), p.27.
15) Brooks, 위의 (註 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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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er barrister”로 있는 기간 중에는 지금의 “solicitor”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

나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1450-1550년의 시기만 하더라도 “solicitor”라는 명칭은 오늘날의 사무변호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solicitor”는 소송당사자 또는 

“attorney”를 위하여 장(writ)을 찾고 복사하는 등의 소송관련 잡무를 담당하는 

고용인 또는 서기(servants or clerks)를 의미하 다.16) 이 시기의 “solicitor”는 엄

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법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체제의 형성

이 시기(1450-1550)에만 해도 이처럼 복잡했던 법조인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판

사, 법정변호사 및 사무변호사의 제도로 정비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의 경과가 필

요하 다.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추적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 및 필자의 능력

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16세기 중반 이후의 국 법조제도의 변천을 개

관한 후, 현대 국 변호사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법조인 가운데서도 최상위 집단(the cream of the profession)이었던 

“sergeants-at-law”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16세기 이후 원래 “sergeants” 출신

이 아닌 자를 형식적으로 “sergeant”로 임명하여 판사로 기용하는 관행이 증가하

고, 17세기에 이르러 법조 내 서열마저 칙선변호사에게 린 것이 주요한 징표이

다.17) 1846년에 신민간소송법원에서의 변론권이 모든 법정변호사에게 개방되고, 

1875년에 고등재판소(High Court)의 판사임명에 “sergeant”일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장구한 역사를 가진 이 집단은 소멸하게 되었다.18)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Inns of Court”(통상 “법조학원”으로 번역됨)19)가 법조

인 양성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튜더 시대에는 “잉 랜드의 세 번째 대

학”(Third University of England)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법학교육에 있어 옥스

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 다.20) 이후 법조에 대한 규율

16) William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6 (London: Methuen & Co, 
Sweet and Maxwell, 1937), pp.450-452; Baker, 위의 (註 12), pp.30-31.

17) 왕의 법률자문관(law officers of the crown)의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Holdsworth, 위
의 (註 16), pp.457-481을 참조하시오.

18) Baker, 위의 (註 8), pp.181-182.
19) “Inns of Court”라는 명칭은 142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같은 , p.183.
20) 같은 ,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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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흔히 법조학원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통제의 형태를 취하 다. 국의 법조와 

관련하여 16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법조학원으로부터 

“attorney”들이 축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17세기 전반에도 마찬가지의 규칙이 제

정되었는데, 1653년에 링컨즈 인(Lincoln's Inn)은 “attorney”, 서기(clerks) 및 

“solicitor”들에게는 법정변호사로서의 자격부여(call to the bar)가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규정하 다.21) 1547년의 왕령을 통하여 변론권이 법조학원 구성원에 한

하여 인정된 사실, 1591년의 판결을 통하여 법조학원에서 “utter barrister”의 자격

을 취득한 자들에 한하여 변론권이 부여된 사실22) 역시 마찬가지의 변화를 반

한다.

한편 16세기를 통하여 오늘날의 사무변호사의 원형이 되는 법률가집단이 

“solicitor”라는 명칭을 가지고 등장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성실법원(星室法院, Star Chamber), Chancery 법원, 청원법원(Court of Requests)

과 같은 새로운 법원의 관할권 및 업무가 증대한 것이다. 코먼 로 법원의 경우 

“attorney”가 대부분의 소송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이들 법원에

서는 많은 업무에 있어 법원 서기의 관여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원에서

의 소송업무의 급신장과 더불어 제한된 수의 법원 서기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solicitor”이며 방금 언급한 연혁

적 이유로 이들은 주로 1875년의 법원통합 때까지 주로 Chancery 법원에서 활약

했던 것이다.23)

1605년의 한 제정법에 따르면 이 시기에 벌써 “solicitor”는 “attorney”와 대체

로 유사한 직업적 계층에 속하 고 유사한 규율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는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여전히 “attorney”가 “solicitor”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같은 제정법에 의하더라도 “attorney”의 자격은 왕의 법정에서 훈

련을 받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soliciting of causes”에 능숙하고” 또한 “그 동안

의 경력에 의하여 숙련되고 또한 정직한 인품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

하여 부여된 데 비하여, “solicitor”의 경우에는 단지 “원만하고 정직한 인품을 소

유한 자”일 것만이 요구되었다.24)

21) Holdsworth, 위의 (註 16), p.441.
22) Brooks, 위의 (註 8), p.45.
23) Holdsworth, 위의 (註 16), pp.453-456.
24) 같은 , p.456. “soliciting of causes”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래 각주 28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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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직역 간의 실질적 통합은 18세기에 이루어져서 1729년의 제정법에 의하여 

“attorney”가 “solicitor”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1750년의 법에 의하여 드디어 

“solicitor”가 “attorney”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25) 두 직역은 18세기 초반에 실

질적인 통합을 이루었지만 더 이상 법조학원(Inns of Court)이나 “Inns of 

Chancery”에 속하지 않았으며 자신들 특유의 협회 등의 직업단체를 보유하지 않

았다. (후에 “solicitor”로 통합된) 이 두 직역이 다른 법률가 집단에 비하여 의회

에 의한 입법적 통제를 많이 받게 된 데는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자리잡고 있었

다.26)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 집단은 1739년에 “the Society of 

Gentlemen Practisers in the Courts of Law and Equity”라는 명칭의 직업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 다. 이 단체의 회원수는 200명을 넘은 적이 없고 1820년대에 

이르러 대체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27) 1826년에 새로이 “Incorporated Law 

Society”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가 오늘날의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로 계

속되고 있다.

오늘날의 “solicitor”라는 명칭28)은 1873년의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에 의하여 코먼 로 법원과 형평법 법원이 통합됨에 따라 코먼 로 

법원의 하위변호사 던 “attorney”가 형평법 법원의 사무변호사 던 “solicitor”라

는 명칭에 흡수통합된 것이다. 좀더 엄 하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solicitor”라는 

명칭은 교회법원(ecclesiastical court) 및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의 사무변호사

던 “proctor”(이들 법원의 변론 전문의 법정변호사는 “advocate”라고 불렸었다)까

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원은 각각 1857년과 1859년에 폐지되기에 이

르 다. “attorney”들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attorney”를 버리고 “solicitor”라는 

명칭을 채택하 는데 그 이유는 “solicitor”들의 사회적 지위가 자신들보다 높았기 

25) 같은 , p.457.
26) William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12 (London: Sweet and Maxwell, 

1938), p.52.
27) Abel, 위의 (註 7), p.242.
28) “solicitor”라는 명칭은 15세기에 등장하는데 원래 “soliciting causes”, 즉 “일반적인 상

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을 담당한 법정변호사에 대하여 설명을 행하여

(instruct) 의뢰인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본디 이 명칭은 직역보다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초기에는 

“attorney”나 “barrister”로부터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Baker, 위의 (註 9), 
p.186. “solicitor”라는 용어가 갖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의미에 대한 설명에 관하여는 

Holdsworth, 위의 (註 16), pp.448-449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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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9)

한편 법정변호사는 법조학원을 중심으로 연속성을 유지해 오면서 “sergeants”, 

“utter barrister”, “apprentice” 등을 오늘날의 “barrister”로 통합하여 자신들의 직

역을 구축하 다. 16세기 이래 “barrister”(당시에는 “counsellor-at-law”로 불리기

도 하 음)들은 “attorney”와 “solicitor”를 하급의 변호사집단(junior branch)으로 

간주하면서 상급 법원에서의 변론권과 판사임용권을 최근까지 독점해 왔다. 법정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상류계층출신의 예로운 자유직업(lineral profession)의 보

유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30) 저급하게 리를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로마공화국의 법률가(juris prudente 또는 juris consulti)와 유사하게 법

의 지배를 견지하고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는 공적의무의 수행자라고 하는 고전

적 이미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출된 것이다.31) 법정변호사가 제공한 역무

에 대한 수수료가 대가라기보다 사례금(honorarium)이며 따라서 이를 사무변호사

로부터 소구(訴求)할 수 없다는 원칙 역시 법정변호사직의 “도덕적․사회계층적 

우월성”의 한 결과이다.32)

4. 최근의 동향

국 법체계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간의 분리에 

대하여는 적잖은 비판이 진작부터 있었다. 근래에도 양 직역의 통합(fusion)을 위

29) Abel, 위의 (註 7), p.141. 국 변호사에 대한 치 한 사회학적 연구의 저자들에 

의하더라도 이미 18세기말부터 ”attorney“라는 명칭보다 “solicitor”라는 명칭이 더 매

력적(fashionable)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Brian Abel-Smith and Robert Stevens, Lawyers 
and the Cour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English Legal System 1750-1965 
(London: Heinemann, 1967), p.19.

30) Baker, 위의 (註 9), p.187.
31) Brooks, 위의 (註 8), p.54; Abel-Smith and Stevens, 위의 (註 29), p.242. 1614년

에 그레이즈 인(Gray's Inn)이 제정한 “attorney”와 “solicitor”의 축출에 관한 명령에는 

“there ought always to be observed a difference between a Counsellor at Law which 
is the principal person next to Sergeants and Judg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ttorneys and solicitors which are but ministerial persons and of an inferior 
nature.”라고 되어 있다. Brooks, 위의 (註 8), p.55; Holdsworth, 위의 (註 16), 
p.440.

32) Baker, 위의 (註 9), p.187; 최대권, 미법(개정증보판)(서울: 박 사, 1991), p.131. 
이러한 원칙으로 말미암아 법정변호사가 사무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정변호사 집단의 현실적인 해결책

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Abel, 위의 (註 7), pp.94-9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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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특히 1980년에 집권한 대처(Thatcher) 정부는 변호사업계

의 독점적 권한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많은 개혁적 조치를 입안하 다. 1990년에 

제정된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으며, 1999년의 사법서비스 접근에 관한 법(the Access to 

Justice Act) 역시 같은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을 통하여 사무변호사의 변

론기능이 강화되었고, 사무변호사도 고위판사직에 임용되기 시작했으며,33) 법정

변호사들이 사무변호사의 로펌이나 정부기관에 고용되었고, 법정변호사는 사무변

호사나 기타 전문적인 의뢰인과만 일할 수 있고 사건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하 다. 이런 방향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두 직역은 형식적으로

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34) 세계화 및 유럽통합의 가속화 등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 

변호사업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변호사양성제도 개관

국 변호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다양한 경로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경로는 물론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

고 난 후, 법률실무과정(Legal Practice Course, 이하 “LPC”),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과정을 거쳐 사무변호사가 되거나, 법과대학 졸업 후 법정변호사 실무과

정(Bar Vocational Course, 이하 “BVC”) 및 견습계약(pupillage) 과정을 통하여 

법정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을 거쳐 공통자격시험(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이하 “CPE”)에 합격한 다음, LPC와 수습계약직을 거쳐 

사무변호사, BVC와 견습계약과정을 거쳐 법정변호사가 될 수 있다.

사무변호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학위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35) 그리하여 학

33) 저명한 상사법 사무변호사인 로렌스 콜린스가 1999년에 고등재판소 판사로 임용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Martin Partingto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229 n. 15.

34) Bailey, Ching, Gunn and Ormerod, 위의 (註 5), pp.144-146.
35)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무변호사가 되는 데에 학사 학위가 필수적인 때는 없었고 지

금 현재도 법학사 학위는 필요하지 않다. 비록 통계자료가 불완전하지만, 19세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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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를 받지 않은 변호사사무실의 법률전무(專務)직원(legal executive)들은 법

률전무직원협회(Institute of Legal Executives, ILEX)가 시행하는 시험(Parts I and 

Ⅱ of the ILEX examinations)에 합격함으로써 평회원(member)이 된다. 평회원이 

25세 이상의 연령에 달하고 법률사무소 근무경력이 5년 이상(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연속된 2년간의 근무기간이 포함될 것)이 된 경우에는 상급회

원(fellow)이 된다. 법률전무직원협회의 회원이나 상급회원은 법학교육단계의 이

수를 위하여 공통자격시험위원회(CPE Board)에의 신청을 통하여 CPE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면제 받고 비면제 과목에 대한 CPE를 치르거나, 아니면 CPE

를 모두 치러야 한다. 다음 단계로서 사무변호사 지망생과 마찬가지로 LPC 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수습계약과정의 경우, 상급회원의 경우에는 면제

되지만 평회원의 경우에는 이수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판사서기(justices' clerk)

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무변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다.

사무변호사가 되는 경로를 2002-2003년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법과대학 출

신자가 3,596명(51.9%), 대학에서 법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고 CPE를 거쳐 사

무변호사가 된 사람이 1,253명(18.1%)으로서 다른 직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무

변호사가 된(direct entry) 사람의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 이외에 다른 직역으

로부터 전환(entry by transfer)을 통하여 사무변호사가 된 사람이 1,685명(24.3%)

에 달하는데, 이들 중 외국변호사가 1,250명(18.1%), 법정변호사가 235명(3.4%), 

법률전무직원협회의 상급회원이 155명(2.2%), 법관서기가 45명(0.6%)이고 나머지 

390명(5.6%)은 그 경로가 분명치 않은 경우이다 (별표 1 참조).

이하에서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나누어 그 양성과정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무변호사의 경우 그 양성 경로가 다양한데, 여러 

경로 중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direct entry에 국한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사무변호사 중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 다. 1870년대만 

하더라도 사무변호사 중 대학졸업자는 5%에 불과했고, 1900-1910년의 시기에도 

15-17%에 그쳤다.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1/3을 하회하 고, 1969년의 시

점에 이르러서도 학사 학위취득자는 반도 안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근본적 변화가 

온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 전반적인 대학진학율이 급증한 이후이다. 이제는 사무변

호사 중 대학졸업자가 90%를 초과하기에 이르 다. 전통적으로 법정변호사들은 모두 

대학졸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경향을 보

지만, 사무변호사는 그 반대로 대학미졸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

다는 점을 강조하 다. Abel, 위의 (註 7),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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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무변호사 자격취득 경로 (2002/03)

취득경로

남 성 여 성 합 계

No % No % No %
직접취득

법학전공자 1,405 47.0 2,191 55.7 3,596 51.9
비법학전공자 548 18.3 705 17.9 1,253 18.1
소계 1,953 65.3 2,896 73.6 4,849 70.0

외국변호사 667 22.3 583 14.8 1,250 18.1
법정변호사 131 4.4 104 2.6 235 3.4
FILEX 45 1.5 110 2.8 155 2.2
판사서기 14 0.5 31 0.8 45 0.6
소계 857 28.7 828 21.1 1,685 24.3
경로미상 181 6.1 209 5.3 390 5.6
합계 2,991 100.0 3,033 100.0 6,924 100.0
% 43.2 56.8 100.0

출처: Trends in the Solicitors' Professio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para. 5.2.

Ⅳ. 사무변호사 양성과정

사무변호사 양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1. 법학교육과정(academic stage)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한 1차적인 과정은 대학에서의 법학학사학

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1년간의 전공전환과정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과정 단계이다.

(1) 법학사학위과정

법학사 학위 과정은 미국과는 달리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

년 과정이다. 1990년에 제정된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에 의하면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 지망자에 관한 

자격요건은 사무변호사협회(Law Society)와 법정변호사협회(General Council of 

the Bar, 약칭하여 “Bar Council”)의 두 직업단체(professional body)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협력하여 법학사 학위 취득 또는 인가된 CPE에의 합격

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과정 단계에 대한 규제적․감독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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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에 채택되어 2001년 9월부터 발효한 “학부학위 취득을 

통한 변호사양성의 최초단계 또는 법학교육 단계의 이수에 관한 사무변호사협회 

및 법정변호사협회의 공동고시”(A Joint Statement Issued by the Law Society 

and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on the Completion of the Initial or 

Academic Stage of Training by Obtaining an Undergraduate Degree)에 포함되어 

있다.36)

이 고시는,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법학사 학위가 변호사 양성의 다음 

단계(직업교육단계, vocational stage)로 나아가는 데 충분한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고시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무변호사협회와 

법정변호사협회가 합동으로 승인한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 

양성의 제1단계인 법학교육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승인을 부여

함에 있어서는 법학교수협회(Association of Law Teachers), 법과대학학장협의회

(Committee of Heads of University Law Schools), 공공법학교수협회(Society of 

Public Teachers of Law) 등의 교수 단체와 협의(consulta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동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기준은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

원(adequate learning resources)”의 확보 여부,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법학사 기준 

지침(QAA Benchmark Standards for Law Degrees in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에 규정된 최저성취도(3등급(third class)) 이상일 것, 3년 또는 4

년의 학부과정 중 법학과목의 이수가 2년 이상일 것 (즉, 3년 과정의 경우 취득

학점의 2/3 이상, 4년 과정의 경우 취득학점의 1/2 이상이 법학과목일 것), 법학

과목 이수에 사용된 2년 기간 중 최소한 1년 반은 기초법률과목(Foundations of 

Legal Knowledge)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기초법률과목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헌법, 행정법 및 인권법을 포함하는 공법

(ⅱ) 유럽연합법

(ⅲ) 형법

36) 이 고시의 전문은 http://www.legaleducation.org.uk/downloads/ja.pdf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고시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김기창, “ 국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

관”,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경쟁력 ―도전과 대응(2004년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집), pp.104-10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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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약법,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법을 포함하는 채권법

(ⅴ) 물권법

(ⅵ) 형평법 및 신탁법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법률문헌조사 훈련(training in legal research)을 받을 것

이 기초법률과목 이수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변호사협회와 법정변호사협회는 정기적으로 각 법과대학에 외부심사인

(external examiner)을 파견하여 대학들이 공동고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의 결과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법학사 학위가 변호사 양성의 다음 

단계(즉, 실무훈련단계)로 나아가는 데 적합하다는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그 동안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반교

육증명서(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고급수준(Advanced Level, 일반적으로 

“A Level”) 시험 성적, 일반중등교육증명서(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 성적, 출신학교 추천서, 면접 등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 다. 

그러나 금년 11월부터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비롯한 8개 대학에서 전국법과대학

입학시험(National Admission Test for Law)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법과대학 입학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것은 일종의 법학적성(aptitude)시험인데, 법과

대학지원자의 독해, 논리적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24개의 선다형문제(80분)와 논

술 문제(40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37) 금년부터 이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 캠

브리지 대학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 시험성적이 단지 기존의 입학심사

요소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사용될 뿐이며 면접시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의 실시는 그 동안 “A Level” 시험에서의 고득점자

가 너무 많아 (응시생의 20%) 이 시험의 변별력이 저하된 데 따른 선도적인 법

과대학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이 시험이 과외수업 비용을 지

불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학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38)

37) Warwick Mansell, “Pay to Pass the Elite University Challenge”,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30 July 2004), p.2.

38) Polly Curtis and Rebecca Smithers, “Universities Plan Entrance Tests: Fears of 
Two-Tier System Grow as Elite Colleges Seek to Agree on Initial Exams”, The 
Guardian (15 November 200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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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은 인기 있는 학과의 하나로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입학이 어려

운 편인 반면, 법과대학 졸업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쉬운 편으로 입학생의 약 

90%가 졸업하고 있다. 입학의 난이도는 물론 관련 대학의 명성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서 전통적 명문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그 

다음 계층을 형성한다 할 이른바 “red-brick” 대학, 원래는 “polytechnic”으로 불

리다가 1992년 이후부터 “university”의 명칭을 획득한 대학으로 내려갈수록 경쟁

은 약해진다.

2002년의 경우 국 전국에서 18,600명의 학생이 법과대학을 지망하여 이 중 

11,848명이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acceptance)를 획득하 다 (별표 2 참조).

(별표 2) 잉 랜드 및 웨일즈 법과대학 지원 및 합격 현황 (2001&2002)

 국 외 국 합 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대  학

지원자

2001 6,312 10,973 17,285 1,206 1,603 2,809 7,518 12,576 20,094
2002 5,936 9,701 15,637 1,311 1,652 2,963 7,247 11,353 18,600
%변화 -6.0 -11.6 -9.5 8.7 3.1 5.5 -3.6 -9.7 -7.4

대  학

합격자

2001 3,979 7,096 11,075 634 897 1,531 4,613 7,993 12,606
2002 3,818 6,454 10,272 684 892 1,576 4,502 7,346 11,848
%변화 -4.0 -9.0 -7.3 7.9 -0.6 2.9 -2.4 -8.1 -6.0

출처: Trends in the Solicitors' Professio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para. 6.2.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수자는 같은 해에 9,204명에 달하 다 (별표 3 

참조). 다만, 이 수자는 법학을 단독전공으로 택하여 법학사를 취득한 학생만을 

포함하며, 모듈방식 또는 복수전공을 택하여 법학을 공부한 학생의 수는 포함하

지 않고 있다. 후자의 학생 중에도 위에서 언급한 공동고시 상의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경우 CPE를 볼 필요 없이 바로 LPC나 BVC의 실무교육단계로 나갈 수 있

다. 사무변호사협회에서는 후자의 학생 중 약 3,500-4,000명이 CPE 면제자격을 

충족시키는 법학사 학위(qualifying law degree)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

게 본다면 2002년의 경우 약 12,700 -13,200명의 학생이 실무교육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고 대학을 졸업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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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잉 랜드 및 웨일즈 법대졸업생 현황 (1997, 2001&2002)

졸업연도 남 성     여 성     합 계

1997 4,016 4,876 8,892
2001 3,512 5,736 9,248
2002 3,487 5,717 9,204
%변화 2001/2002 -0.7 -0.3 -0.5
%변화 2002/1997 -13.2 17.2 3.5

출처: Trends in the Solicitors' Professio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para. 6.5.

주의할 점은 이들 학생들 모두가 실무교육단계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변호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출신학교의 명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적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국 대학에서는 성적을 4단계(1등급, 2등급(상), 2등급(하), 3등

급)로 나누는데, 법정변호사협회의 경우 대학에서 최소한 2등급(하)의 성적을 획

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9) 따라서 법과대학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의 BVC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2등급

(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변호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사무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0) 결국 법과

대학의 졸업성적이 변호사시장에의 잠재적 진출자 중 상당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별표 4 참조).

(별표 4) 잉 랜드 및 웨일즈 법학사 졸업성적 (2002년 여름 학위수여)
남 성 여 성 합  계

성 적 No % No % No %
1등급 165 4.7 215 3.8 380 4.1
2.1등급 1,658 47.5 3,008 52.6 4,666 50.7
2.2등급 1,353 38.8 2,150 37.6 3,503 38.1
3등급/합격 280 8.0 305 5.3 585 6.4
미분류 31 0.98 39 0.7 70 0.8
합계 3,487 100.0 5,717 100.0 9,204 100.0
1등급 및 2.1등급 합계 1,823 3,223 5,046
1등급 및 2.1등급 비율 52.3 56.4 54.8

출처: Trends in the Solicitors' Professio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para. 6.7.

39) General Council of the Bar, The Academic Stage of Training for the Bar 2004-2005, 
p.2.

40) Nicola Laver, Blackstone's Guide to Becoming a Lawy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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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전환과정(Conversion Course)

국에서는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학부에서 법학 이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1년

간(full-time의 경우)의 전공전환과정을 거쳐 CPE에 합격하면 법학사 학위 취득자

와 마찬가지로 실무훈련단계에 진입할 자격을 획득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보

통 법학사 자격증(Graduate Diploma in Law 또는 Postgraduate Diploma in Law)

이 수여된다. 현재 33개의 법과대학 및 법학교육기관이 전공전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41)

CPE과정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런던, 길포드, 체스터, 요

크, 버밍햄 등 5곳에 분교를 두고 있는 College of Law의 교육 내용 및 평가방

법을 간략히 살펴보자.42) 이 학교에서의 CPE과정은 법학방법론(Legal Method)과 

7개의 핵심과목(Core Subjects)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방법론이란 과목에서는 

법의 개념, 국법제사, 판례 및 제정법의 비판적 독해방법, 제정법해석의 기술, 

판사들에게 선례를 따르거나 구분하도록 설득하는 기술, 법학도서관 및 컴퓨터화

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판례 및 법령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습득한다. 

7개의 핵심과목은 계약법, 형법, 형평법 및 신탁법, 유럽연합법, 부동산법, 공법 

및 불법행위법으로서 정규 법과대학 3년과정을 통하여 이수해야만 하는 기초법

률과목의 전부를 포함한다. 이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은 논문(essay)작성 및 시험

(examin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2003학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3,374명이 CPE과정 입학정원(full-time)이

었는데, 5,312명이 지원하여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3,184명이었다.43) part-time 정

원까지 합치면 전체 정원은 약 4,000명에 달한다. CPE과정에서는 정규 법과대학 

3년 과정을 1년에 압축하여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강의가 집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탈락율도 꽤 높은 편이다. 매년 2,500명 정도의 학생

41) 이들 기관의 목록은 http://www.lawsociety.org.uk//documents/downloads/becomingcpegdlv1.pdf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의 대부분은 법과대학이다(유명대학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College of Law라는 법학교육기관은 CPE, LPC 교육의 최대공급기관 중의 하나인

데, 대학에 속하지 않는다.
42) 관련 정보는 http://www.college-of-law.co.uk/20613.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조금 더 상

세한 정보는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Prospectus 2005라는 안내책자의 pp.10-13을 참조

하시오.
43) http://ukcareers.hobsons.com/careers_content.jsp?id=LAW_ADVICE_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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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이수하고 법학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4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교육 또는 이론학습단계는 주로 법학사 학위 

취득이라는 경로와 법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공전

환과정을 거치는 경로의 두 가지가 있다. 2002-2003년에 다른 직종으로부터 전환

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entry by transfer), 신규로 변호사로 등록한 4,849명 중 

3,596명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데 비하여 법학 이외 분야 전공자는 1,253명

이었다. 이처럼 CPE/GDL경로를 이용하여 사무변호사가 되는 사람의 비율이 학

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집단의 35% 내외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신규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고용인 또

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두 그룹 중 어느 집단을 선호

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에 비추어 본다면 학부과정

에서 3년 간의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법학사 학위취득자(law graduate)들이 선호

되리라고 보는 것이 직관에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실제에 있어서는 

법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 즉 CPE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

이 선호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사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주로 법 이외의 자

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을 받고, 사무변호사의 경우 법학을 전공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러한 점이 두 직역 간의 큰 대비점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45) 그러나 

최근 들어 CPE 이수생을 선호하는 현상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양 직역에 

걸쳐 공히 발견되고 있다.46) 좀 낡은 통계이긴 하지만 1993년의 한 조사에 의하

면 100대 법무법인의 수습계약직(training places)47) 중 30% 이상이 CPE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돌아갔고, 100대 법인 중 30개의 법인에서는 그 비율이 50%를 

상회하 다.48) 사정은 법정변호사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같은 해 비법학전공자가 

44) http://doctorjob.com/essential_advice/index.asp?Page=3&hid=11&fid+76&action=view
45) Abel, 위의  (註 7), p.144.
46) Vera Bermingham and John Hodgson, “Desiderata: What Lawyers Want from Their 

Recruits”, 35 The Law Teacher (2001), p.1.
47) 수습계약직의 획득은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 단계의 법학 교육 및 훈련에 있어 가

장 중요한 단계(the most crucial stage of pre-qualification legal education and 
training)”로 간주되고 있다. Sumitra Vignaendra, Social Class and Entry into the 
Solicitors' Profession (The Law Society Research Study 41, 2001), p.7.

48) The Lawyer, 11 May 1993, pp.15-17. Bermingham and Hodgson, 위의 (註 46), p.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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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계약직(pupillage)의 30% 이상을 차지하 다.49)

학부과정 동안 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공부한 다음, CPE과정에 들어가 

불과 1년 동안에 법학개론 및 방법론, 7개의 기초법률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

는 데 대하여 그 교육의 질 및 성취도와 관련하여 회의론이 없지 않다.50) 코먼 

로 체계에서는 판례를 비롯한 1차 자료(primary materials)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필수적인데 1년간의 CPE과정을 통해서는 결국 1권의 교과서에 치중한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51) 이러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들이 

CPE 이수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법학전공자들이 변호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지

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부가가치(something extra)를 향유한다는 것이다.52)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법학자인 벅스 교수는 이러한 통념을 예리하게 비판

하고 있다. 그는 CPE 이수자를 선호하는 현상을 사회계층이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수민족출신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가정

의 자제는 바로 법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공전환과정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국의 경우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대학생 출신지의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실상 무상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에 반하여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경우, 입학 경쟁이 심한 법과대학으로 

바로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학 졸업 후 전공전환과정을 통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벅스 교수는 CPE과정을 “변호사 자

격을 취득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CPE과정을 이수한 학

생들이 법학전공학생들에 비하여 법학지식의 측면에서 우월한(better) 것이 아니

라, 재정적 지위, 연줄 및 기존 변호사 문화에의 동화능력의 측면에서 우월할

(better-off, better-connected, more attractive to the culture of established 

practitioners) 뿐이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CPE과정 이수자들이 자신들의 

49) Bermingham and Hodgson, 위의 (註 46), p.2.
50) Peter Birks, “The Rise and Rise of the Non-Law Graduates”, SPTL Reporter No. 7 

(Winter 1993), p.3.
51) Peter Birks, “Editor's Preface”, in Peter Briks (ed.), What Are Law Schools For?: 

Pressing Problems in the Law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xiii.
52) Bermingham and Hodgson, 위의  (註 46), p.1. CPE 이수자들의 장점과 관련하여 

그들이 법학전공자들보다 틀에 박히지 않고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사고를 한다(“to 
think out of the box” or to think laterally)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는 널

리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gnaendra, 위의 (註 4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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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가 되는 데 있어 

최종 관문인) 수습계약이나 견습계약을 (법학사 학위취득자에 비하여) 손쉽게 획

득하고 이를 통하여 법학전공자들의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어렵게 할지

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벅스 교수는 CPE과정 이수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한 실증적 조사를 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53)

벅스 교수의 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무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한 실증적 조사에서 그의 지적이 대체로 옳았음이 입증되

었다. 사무변호사협회에서는 법학전공자 및 CPE 과정 이수자 4,000여 명으로 구

성된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1995년에 발간된 제3차 보고

서에 수습계약직의 배당과 관련하여 “CPE 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눈에 띄는 특

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CPE 과정이수자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중산층의 백인이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CPE과정이수자들이 

법학전공자들에 비하여 우월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백인의 비율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PE 출신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무변호사 전체의 사회경제

적 및 인종적 구성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54)

뒤에서 좀더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국의 경우 CPE나 LPC, BVC 등의 과정

에의 진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정, 즉 학비 및 생활비의 

조달 가능 여부이다. 벅스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CPE 1년 동안의 재정적 지출

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법조계로의 진출을 통제하는 필터로 기능하는 

것은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55)

2. 법률실무과정

인증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법학

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무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사무변

호사협회에 학생회원(student member)으로 등록한 다음 1년간 법률실무과정을 이

수하여야 한다. 현재 31개의 법과대학 및 법학교육기관에서 LPC 교육을 실시하

53) Birks, 위의 (註 50), p.3.
54) M. Shiner and T. Newburn, Entry into the Legal Professions (The Law Society 

Research Study 39, The Law Student Cohort Study, Year 6, 1995). Bermingham and 
Hodgson, 위의 (註 46), p.19에서 재인용.

55) Birks, 위의 (註 5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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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56) LPC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무변호사협회 내의 법률실무교육위

원회(Legal Practice Course Board)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LPC 실

시기관들이 인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정기적인 현장조사

를 통하여 이들 기관에 등급을 부여한다.57) 현재 등급은 뛰어남(excellent), 매우 

양호(very good), 양호(good), 만족할 만함(satisfactory), 미흡함(unsatisfactory)의 

다섯으로 구분되어 있다. 31개의 LPC 실시 기관 중 6개 기관(BPP Law School, 

Cardiff Law School, Inns of Court School of Law, Nottingham Law School, 

Staffordshire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이 뛰어남의 등급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름 있는 LPC 실시기관인 College of Law는 매우 양호

의 등급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법률실무과정을 이수하거나 수습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먼저 사무변호사협

회에 학생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회원 등록수자가 대체로 법률

실무과정 지원자의 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58)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9,195명이 학생회원으로 등록하 다. 매년 16,000명 정

도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제1단계인 법학교육과정(academic stage)을 이수하고 이 

중에서 약 2,500명 내외(2000/2001년에는 2,252명)이 BVC에 지원하므로 이론적

으로는 13,000명 내외가 법률실무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59) 그러나 위에서도 지

적한 바와 같이 졸업성적의 불량, LPC과정 학자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지

원자는 이 수자를 하회하고 있다. 2002/2003년의 경우 LPC과정에 등록한 학생수

는 7,377명이었다. 그 해에 인가된 LPC 입학정원이 총 9,181명(full-time이 7,659, 

part-time이 1,486명)인 점에 비추어볼 때 LPC과정으로 진학하는 데 있어 사실상 

경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LPC과정 지원자는 LPC 통합입학처(LPC 

Central Applications Board)를 통하여 3개의 LPC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College of Law, BPP Law School, Nottingham Law School 등과 같이 명문 LPC 

실시기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한다.

LPC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은 개별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LPC 교육기관 중의 하나인 College of Law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로 

56) 이들 학교 및 기관의 목록 및 상세한 내용은 http://www.lawsociety.org.uk/documents/ 
downloads/becominglpcproviderinformationv1.pdf 에서 찾을 수 있다.

57) Laver, 위의 (註 40), p.55.
58) 김기창, 위의 (註 36), p.14.
59) 같은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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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ⅰ) 필수과목(compulsory subjects)

(ⅱ) 실무기술(skills)

(ⅲ) 핵심과목(core subjects)

(ⅳ) 선택과목(electives)

필수과목은 다시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거래의 법과 실무(business law and practice)

․소송과 변론(litigation and advocacy)

․부동산 거래의 법과 실무(property law and practice)

실무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론(advocacy)

․면접 및 상담(interviewing and advising)

․법률문헌검색(practical legal research)

․문제해결과 정보기술(problem solving and IT)

․작문 및 문서작성(writing and drafting)

핵심과목은 다른 말로 “pervasive subjects”라고도 부르는데 법률실무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는 과목을 지칭한다.60) 핵심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및 변호사회계(business and solicitors' accounts)

․유럽연합법(European Union Law)

․인권법(Human Rights)

․유언장 검인 및 상속재산의 관리(probate and administration of estates)

․변호사 직업윤리 및 의뢰인 배려(professional conduct and client care)

․소득세법(revenue law)

60) Laver, 위의 (註 4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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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선택과목이 제공되고 있는데 학생

들은 이들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61)

․기업인수(acquisitions)

․고급 부동산거래의 법과 실무(advanced property law and practice)

․고급 형사실무(advanced criminal practice)

․은행거래 및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banking and debt finance)

․상사분쟁해결(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상사법(commercial law)

․고용 관련 법과 실무(employment law and practice)

․가족관계의 법과 실무(family law and practice)

․주택관련법(housing law)

․개인상해 및 의료과실소송(personal injury and clinical negligence litigation)

․개인고객상담: 유언장, 신탁 및 상속관련 대비(private clients: wills, trusts 

and estate planning)

․회사법 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public companies and equity finance)

․사회보장법 및 이민법(welfare benefits and immigration law)

College of Law의 경우,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의 평가는 시험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62) 실무기술 중 구두로 행하는 것은 학생의 실기를 비디오로 촬 하여 평

가하고 나머지는 실제 작성한 문서 등을 평가한다. LPC 과정의 강의는 실무변호

사 출신들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비록 학자양성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담당 분

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다.63)

2002/2003년의 경우 LPC에 등록한 7,377명 중 7,201명(97.6%)이 2003년 7월

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5,721명(77.6%)이 합격하 다 (별표 5 참조).

LPC과정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런던 시티에 있는 

대형 로펌 8개64)가 연합하여 이른바 “시티 LPC”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킨 것이

61) 이들 과목 중 고급 형사실무와 주택관련법은 현재 사무변호사협회의 인증을 신청 중

이다. Prospectus 2005, p.16.
62) LPC 과정에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일반적으로 “open-book”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Laver, 위의 (註 40), p.57.
63) 같은 , p.55.
64) 이들 로펌은 Allen & Overy, Clifford Chance, Freshfields, Herbert Smith, Linklaters, 

Lovells, Norton Rose, Slaughter and May이다.



李 根 寬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213∼247236

다. 이들은 기존의 LPC과정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변호사를 양성해 내지 못한다

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 로펌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LPC의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기존 LPC는 실용적이고 실무상의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을 행하

고 있는데 로펌들의 입장에서 볼 때 LPC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법학지식

(black-letter law)의 습득이 더욱 중요하다.65) 둘째, 기존 LPC의 내용에 좀더 상

사법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66)

(별표 5) LPC과정 성적 (2003년 7월)

결 과  학생수

  응시생

  대비비율

전체학생

대비비율

우등 1,657 23.0 22.5
준우등 2,662 37.0 36.1
합격 1,402 19.5 19.0
합격생 총계 5,721 79.4 77.6
낙제 1,117 15.5 15.1
재시험 363 5.0 4.9
불합격 0 0.0 0.0
불합격 총계 1,480 20.6 20.1
응시생 총수 7,201 100.0 97.6
연기 176 2.4
결석 0 0.0
불응시생 총수 176 2.4
LP C  등록생 총수 7,377 100.0

  

출처: Trends in the Solicitors' Profession: Annual Statistical Report 2003, para. 8.2.

이와 같이 대형 시티 로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입맛에 맞는 LPC의 재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데에는 이들이 LPC과정의 중요한 수요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법과대학 졸업생이나 CPE과정 이수자 중 상당수는 이미 대학 재학 

시나 CPE 과정 이수 중 로펌들과 수습계약을 체결하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

하거나 CPE과정을 이수하고 LPC에 진학할 경우 이들 로펌이 학비를 지원하는 

65) Sara Zaki, “A Revolution on the Horizon”, Legal Week (25 November 1999-1 
December 1999).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 대학에서의 3년 동안의 법학교육

이 날로 증대하는 법관련 지식을 제대로 전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Birks, 위의 (註 51), pp.xii-xiii.
66) Zaki, 위의 (註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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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례이다.

이른바 “시티 LPC”는 2001/2002학년도에 3개 교육기관(Oxford Institute of 

Legal Practice, Nottingham Law School, BPP Law School)을 LPC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출범하 다. 지금 현재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어서 “시티 LPC”

의 창립 멤버 던 8개의 로펌 중 5개(Slaughter and May, Freshfields, Herbert 

Smith, Lovells, Norton Rose)는 2006년 9월부터 BPP Law School을 자신들의 유

일한 LPC 교육기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 다.67)

시티 LPC의 출범 및 운용과 관련하여, 엘리트 로펌들에 의한 독자적인 LPC의 

운용이 LPC 체계 및 더 나아가 사무변호사 양성체계를 이원화하고, 엘리트 내의 

엘리트 그룹을 창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변호

사협회의 경우 사무변호사집단의 통일성을 강조해 왔는데 시티 로펌들의 이같은 

시도가 협회의 정책적 기조에 상당히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68)

3. 수습계약(training contract)

사무변호사 양성의 최종단계로서 2년간의 수습계약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과거

에는 “articles”라고 불렸지만, 1993년에 “사무변호사최종시험(Law Society Finals)”

을 LPC로 바꾸면서 “articles”도 “training contract”로 개칭하 다.69) 사실상 이 단

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실무수습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70) 수습계약직의 

획득은 “자격을 부여 받기 이전 단계의 법학 교육 및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계”로 간주되고 있다.71)

사무변호사 지망자는 사무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수습실시기관(training 

establishment)과 수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제의 수습계약은 사무변호사협회

가 작성한 표준 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로펌을 비롯한 수습실

시기관은 표준 계약 내용 중 어느 것도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72) 수습책

임자(training principal)와 수습변호사는 수습이 시작된 지 3개월 이내에 수습계약

67) Paul Hodkinson, “BPP Wins Key Prize as City LPC Grouping Splits in Two”, Legal 
Week (18 March 2004-25 March 2004).

68) Zaki, 위의 (註 65).
69) Laver, 위의 (註 40), p.66.
70) 김기창, 위의 (註 36), p.17.
71) Vignaendra, 위의 (註 47), p.7.
72) Laver, 위의 (註 40),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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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수습계약을 체결한 지 28일 이내에 이를 사무

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73) 수습계약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최

악의 경우 2년 동안의 수습훈련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

수습 기간 중 최소한 3개의 개별 법 역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것이 협회에 의

하여 요구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로펌의 경우 6개월씩 다른 부서(이를 가리켜 

“seats”라고 한다)에서 수습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습기간 중 수습변호사는 사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최소한 5년이 경과한 선배변호사로부터 감독 및 훈련

을 받게 된다.74) 또한 사무변호사협회의 수습관련 규정에 의하면 런던 중심부에

서 근무하는 수습변호사에게는 15,900파운드, 그 이외 지역에서는 14,200파운드

의 최저 연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75) 수습계약기간 중 또한 전문기술훈련과

정(Professional Skills Course)도 이수해야 한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서는 자체적

으로 이 과정을 운 하기도 한다.76)

수습기관 중 수습기관 내부적으로 2년 동안 최소한 3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수습기관이 수습변호사를 훈련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무변호사협회의 

현장 조사(spot checks)도 행해진다. 후자의 기능은 사무변호사협회 내에 설치된 

수습감독패널(Training Panel of the Law Society)이 행한다. 또한 법학교수, 사무

변호사협회 이사, 수습변호사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수습계약심사그룹(Training 

Contract Review Group)에서는 수습계약제도의 현상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을 위

한 권고를 행한다.77)

2년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수습계약이 종료되기 몇 주 전에 사무변호사협회

에서 개업증명서(practicing certificate) 신청서 및 사무변호사명부(Roll of the 

Solicitors)등재 신청서를 보내온다. 수습변호사와 수습책임자는 수습훈련 및 전문

기술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협회

73) 수습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변호사협회가 작성한 Training 
Trainee Soclicitors: The Law Society Requirements(Education and Training Unit, Version 
2, August 2004)를 참조하시오. http://www.lawsociety.org.uk//documents/downloads/ 
becomingtrainingrequirementsv12004.pdf

74) Laver, 위의 (註 40), p.66.
75) Training Trainee Solicitors (註 73), p.8. 이 최저연봉은 2004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

다. 이 규정에는 또한 권장 연봉액도 기재되어 있는데, 런던 중심부에서는 16,680 파
운드, 기타 지역에서는 14,870파운드로 되어 있다.

76) 같은 , p.72.
77) 같은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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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원자의 이름이 사무변호사명부에 

기재되는 순간부터 당해 지원자는 사무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78)

Ⅴ. 법정변호사양성제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 거나 또는 법학 이외의 분

야를 전공하 지만 전공전환과정을 거쳐 CPE에 합격한 사람은 먼저 런던에 있

는 4개의 법조학원(Inns of Court) 중 하나에 등록을 하고 법정변호사 실무교육

(Bar Vocational Course) 및 견습계약(pupillage)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법정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1. 법정변호사 실무교육 (Bar Vocational Course, “BVC”)

종래 BVC는 법조학원 부속 법률학교(Inns of Court School of Law)에만 개설

되어 있었으나 1997년부터는 이 교육기관(인가정원: 575명(full-time), 75명

(part-time)) 이외에도 BBP Law School(216명(full-time), 48명(part-time)), College 

of Law 런던분교(180명), Cardiff Law School(60명), Nottingham Law School(120

명), University of Northumbria(100명), University of the West England(120명),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100명)를 포함하여 총 8개 교육기관이 BVC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04/2005학년도의 총입학정원은 1,594명에 달한다.79) 매

년 2,000명 내지 2,500명의 지원자가 BVC과정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합격률은 

약 60-70%이다 (별표 6 참조).

(별표 6)

연도 99/00 00/01 01/02 02/03 03/04
지원생 2370 2252 2119 2067 2570
등록생 1487 1403 1379 1332 NA
합격 1206 1082 1188 1121 NA

출처: htp://www.legaleducation.org.uk/Careers/statistics.php

78) 같은 , p.73.
79) BVC과정 개설 교육기관 및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오. http://www.legaleducation.org.uk/BVC/thebvc.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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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변호사의 경우와 달리 법정변호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대학졸업성적이 

2등급(하)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등급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정변호사협회의 특별허가(special discretion)를 받아 법정변호사 실무교

육단계에 진학할 수 있지만 이러한 허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되고 있

다.80) 2등급(하)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BVC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유명대

학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합격하기 어렵다 (별표 7 참조).

(별표 7)
1st 2(i) 2(ii) 기타

2000/01 16.2% 61.7% 20.1%  2%
2001/02 16.9% 63.7% 18.7% 0.7%
2002/03 18.7% 60.7% 17.9% 2.8%

출처: htp://www.legaleducation.org.uk/Careers/statistics.php

교육내용은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8개 BVC교육기관에 따

라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College of Law 런던 분교의 교육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곳에서는 교육내용을 지식분야(knowledge areas), 핵심기술(core 

skills) 및 선택과목(options)으로 3분하고 있다. 지식분야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사소송(civil litigation)

․형사소송 및 양형(criminal litigation and sentencing)

․증거법(evidence)

핵심기술은 다음을 포함한다.

․변론(advocacy)

․상담기법(conference skills)

․법률문서작성(drafting)

․사실관계의 관리(fact management)

․법률문헌조사기법(legal research skills)

80)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The Academic Stage of Training for the Bar 
2004-200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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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negotiation)

․의견서 작성(opinion writing)

선택과목은 고급민사소송, 고급형사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및 조정(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and mediation), 상사 실무(commercial practice), 가족법 실무

(family practice), 이민(immigration), 사법심사 실무(judicial review practice), 행정

심판소 실무(tribunal practice) 등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역시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데 선다형 필기시험, 실제로 작

성한 문서에 대한 평가, 변론이나 협상의 실연과정을 비디오로 촬 하여 평가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BVC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

은 탁월함(outstanding), 매우 유능함(very compentent), 유능함(competent)으로 구

분된다.

BVC과정에 진학한 사람 중 매년 80-90%가 수료하고 있다. BVC과정을 성공

적으로 수료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법조학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는데 이를 “Call to the Bar”라고 부른다. BVC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법정변호

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법정변호사양성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자격의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견습계약(pupillage)을 확보하는 일이다. 변호사 

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자신을 “barrister”라고 부를 수 있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정변호사(“pupil master”) 밑에서 12개월 동안의 견습기간을 거치

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81)

2. 견습계약(pupillage)

견습계약은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처음 6개월(the first six pupillage) 동안은 자기의 명의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단지 소송서류의 작성이나 변론준비를 돕는 일을 하며, 후반 6개월(the 

second six pupillage) 동안에는 견습지도변호사의 허락을 얻어 간단한 사건을 수

임하여 자기의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VC를 수료했다 

할지라도 12개월 간의 견습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따

라서 견습계약직의 수자가 법정변호사의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82)

81) The Consolidated Regulations of the Honourable Societies of Lincoln'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 and Gray's Inn, Par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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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견습계약직의 수자가 현저히 감소하 고 이에 따라 BVC수료자들 

사이에 견습계약의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2000/2001년까

지만 하더라도 853개에 달하던 견습계약직이 2003/2004년에는 600개로 약 3분의 

1이나 감소하 다. 2003년 1월부터 견습법정변호사에게 연간 최소한 10,000파운

드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의 도입이 이러한 급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3) 새로운 규칙의 도입과 더불어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6개월 

견습계약 대신에 12개월 계약의 등장이다. 이제 법정변호사사무실은 견습변호사 

1인당 1년에 최소한 10,000파운드를 투자하는 이상, 견습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습변호사를 엄선하여 아예 12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최근 BVC 정원은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어 앞으로도 견습계약직 확보를 위한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84)

국사회에서 법정변호사집단은 사무변호사들에 비하여 사회적 엘리트의 이미

지를 더욱 강하게 띠고 있다. 법정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상류계층적 성격(upper 

class character)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특히 법정변호사 

충원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국의 변호사집단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행한 

학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과정에서 “가족의 재산 및 연줄 그리고 엘리트 교육

(family wealth and connections and elite education)”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법정변호사 집단 내에 강한 계층적 편향성을 창출해 내고 있다.85) 

근래 들어 여성 및 소수민족출신자의 법정변호사직에의 진출증가로 법정변호사 집

단의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 지만, 견습계약직의 

급속한 감소가 여성 및 소수민족출신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

Ⅵ. 결론에 대신하여

국의 “사법시험” 또는 법조인양성제도를 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의 제

도가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시사점 또는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기 

82) Abel, 위의 (註 7), p.90 (“the profession's control over the production of producers 
by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pupillages and tenancies”).

83) Financial Times (Special Report, 18 October 2004), p.11.
84) Caroline Grimshaw, “Number of Pupillages Hits an All Time Low”, Legal Week (7 

October-14 October 2004).
85) Abel, 위의 (註 7),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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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미국식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활발히 논

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실천적 또는 도구적 관심이 더욱 강할 

것이다. 다만 사법제도 또는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을 행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자명한 지적이지만) 각국의 제도는 당해 국가의 유구한 전통과 그 국가에 

특유한 사정의 매트릭스를 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해 국가의 법문화적 기층

(基層)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통주저음(通奏低音, continuo basso)에 대한 세

심한 고찰 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적․기술적인 측면에만 착목하여 관련 제도

의 장단점이나 우리 사회로의 도입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국의 법조인양성제도를 면 히 분석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획득하는 작업

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 제도의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

행 제도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면 한 파악, 국 사회 내에서 이들 제도가 실제

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한국 법조 및 법학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하여도 정 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두 사회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과 한국이라는 차별성이 강한 두 사회적 맥락 간에 유의미한 상호접점

(interface)을 확보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자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

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 에서는 단지 국 “사법시험”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먼저 국 “사법시험” 또는 법조인양성 제도의 특징을 지적해 보자. 첫째로 지

적할 수 있는 특징은 법조인양성과정이 다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교

육 및 평가기능이 다양한 주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기실 국에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사법시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가 유

일한 평가주체로 등장하여 실시하는 단일한 시험(사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에 

학력이라든지 기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

이라 할 것이다.

둘째, 법조인양성과정이 다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제도 내에 다수의 진입 및 퇴거 지점(multiple entry and exit 

points)이 존재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CPE과정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단계별로 다수의 퇴거지점이 마련되어 있

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한편으로 법조(legal profession)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후 단지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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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득이라고 하는 협애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6)

셋째, “사법시험” 또는 법조인양성제도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단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규

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무변호사협회의 경우에 두드러진다.87) 그럼

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제정된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등에 의하여 변호사양성과정에 관하여 두 단체는 광범

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 점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양성과 관련하여 변호사 

단체가 별다른 공식적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다

만 국의 경우 근래 들어 국가 자신이 (법률구조(legal aid) 등을 통하여) 법률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로 등장함에 따라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 강

화되고 있다.88) 이러한 변화가 법조인양성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 지

켜볼 일이다.

넷째, 법학이 아직까지 “자유교양과목(liberal discipline)”으로서의 성격을 유지

하고 있는 점이다. 법학교육의 1차적 목표 및 성격과 관련하여 자유교양교육과 

직업적 훈련 사이의 딜레마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89) 국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법의 전문적 기능(craft)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국법의 체계적 교

육이 해롭지는 않더라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 다.90) 국 대학에서는 

로마법과 교회법만을 강의하 을 뿐, 국법을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어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부터 다는 사실이 국사회 전반의 법에 대한 인식을 잘 

반 하고 있다.91) 현재 국 법과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하만이 사무변호사 또는 

86)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First 
Report on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April 1996), p.22.

87) 법정변호사집단은 정부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고 법조학원(Inns of Court)체제를 통하

여 자율규제를 실시하 다. 이에 반하여 사무변호사집단은 이미 1605년부터 제정법에 

의한 정부규제를 받아 왔다. Bailey, Ching, Gunn and Ormerod, 위의 (註 5), p.142.
88) Mary Sneviratne, The Legal Profession: Regulation and the Consumer (London: Sweet 

and Maxwell, 1999), pp.16-17.
89)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국의 법학교육자들은 이러한 딜레마(“the dilemma of 

whether they were primarily providing a liberal education or a professional training”)
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Abel-Smith and Stevens, 위의 (註 29), p.368.

90) Holdsworth, 위의 (註 26), p.89.
91) 국 대학에서의 본격적인 국법 교육은 1871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the Honours 

School of Jurisprudence”가 독립된 학부로 설치되고, 187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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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호사가 되고 있으며, 법대졸업생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학을 전공하는 것은 변호사 이외의 다양한 

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92) 이러한 관점에

서 법과대학 교육 내용상 자유교양과목적 성격의 강화가 요구되기도 한다.93)

지금까지 국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갖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 제

도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를 통하여 배출된 변호사 및 법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출신변호사들이 국제상사중재나 국제사법재판

소를 비롯한 국제공법관련사건들에서 보여주는 활약상은 그 단적인 예이다. 국

변호사들의 성공과 관련하여 런던이 갖는 세계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이점, 

연방이라고 하는 광대한 국법 시장의 존재, 세계법률시장에서 어라는 언어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원인으로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의 

제도를 통하여 양성된 변호사 집단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 국민의 상당수는 변호사 집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에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무변호사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2000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이 사용했던 로펌에 대하여 매

우 좋은(very good)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4분의 3 이상이 좋거나 매우 좋았다고 

대답하 다.94) 사무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미지(public image) 역시 대단

“the Law Tripos”가 독립된 과정으로 개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Abel-Smith and 
Stevens, 위의 (註 29), p.165. 18세기 국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쇠락과 이의 극복

을 위한 블랙스톤의 노력에 관하여는 Holdsworth, 위의 (註 26), pp.77-101을 참조

하시오.
92) Laver, 위의 (註 40), p.65.
93)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First 

Report on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April 1996), p.22. 자유교양과목으로서의 법

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 고민에 관하여는 Dawn Oliver, 
“Teaching and Learning Law: Pressures on the Liberal Law Degree”, in Peter Birks 
(ed.), Reviewing Legal Edu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77-86을 

참조하시오.
94) R. Craig, M. Rigg, R. Briscoe and P. Smith, Client's Experiences of Using a Solicitor 

for Personal Matters (The Law Society Research Study No. 40, 2001), paras. 1.4 an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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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좋다고는 하기 어려워도 대체로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5)

이처럼 국 제도가 나름대로의 장점과 성과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인 비판

으로서 법학교육 또는 법조인양성과정상의 학습내용과 실무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 간의 괴리 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런던 시티

의 대형 로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상응하는 LPC과정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

는 것은 이러한 괴리 또는 간극을 법학교육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직접 메우

려는 시도로 보인다.

둘째, 변호사업은 하나의 전문 직종(profession)으로서 그 종사자인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그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국의 경우에도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의 생산자의 배출 자체를 통제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공급의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96) 이러한 경향은 법정변호사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국 정부 부처 중에서도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이 개입하여 법률서비스의 공급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97)

셋째, 변호사 직종으로 진출에 있어 아직까지 사회계층(social class)이라고 하

는 요인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실증조사에서

도 드러나듯이 변호사 업계의 좋은 자리는 주로 옥스브리지를 비롯한 명문대학

을 졸업한 중산층 이상 계층의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졸업 이

후에 진학하는 각종 과정(CPE, LPC, BVC 등)의 이수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은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법

정변호사집단의 경우에 좀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이나 변호사집단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

지고 있다.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95) J. Jenkins and V. Lewis, Client Perceptions-Existing and Potential Cli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Using a Solicitor for Personal Matters (The Law Society Research 
Study No. 17, 1995), p.12.

96) Abel, 위의 (註 7), pp.8-11.
97) Bailey, Ching, Gunn and Ormerod, 위의 (註 5),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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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의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논의되면서 그 도구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법조계 내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사법개혁

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의 목표가 단지 법조인양성에만 있지 않은 이상 좀더 다양한 관련사항

을 폭넓게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법학교육의 자유교양과목으로서의 성격이고, 또 

하나는 법과대학의 학문연구자 내지는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이다. 법학교육의 

효용이 단지 법조인양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학적 사고와 교양을 갖춘 인재

를 양성하여 여러 방면에 공급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98) 또한 지금까지는 선도적

인 법과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여러 대학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기능은 누가 어떠한 방

식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 기존의 일반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이 계속 유지됨으

로써 이원적인 구조가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

되어 일원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학이 미 등의 이른바 법률선진국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 및 법학의 근대화는 서양제도의 도

입을 통하여 짧은 시기 동안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양제도로 이루어

진 상부구조와 우리 사회 내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법문화 또는 법의식

이라는 토대 간에 적잖은 괴리와 저촉이 발생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이중의 과제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실증법제도의 정합성 및 체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본연의 과제 이외에도 유럽

에 기원을 두고 있는 법제도와 우리 법문화적 기층 사이의 소통성 및 조화성을 

확보․제고해야 할 임무도 안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도 우수한 학문연구자 내지는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은 한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교육자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사명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고민

을 포함하여 좀더 폭넓은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8)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과대학의 본연의 기능 내지는 이념에 관계되는 것인데 국에

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Birks (ed.), 위의 (註 51); 
William Twining, Blackstone's Tower: The English Law School (London: Sweet & 
Maxwell, 1994)를 참조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