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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

* **

1)

李 瑀 渶

***

Ⅰ. 序
2004 년 9 월 6 일 대법원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2004 년 10 월 4 일자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해 합
의된 결론을 이끌어냄에 따라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교육을 통한 법조
인 양성,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변화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었다. 위 개선안의 성공적 실현과 정착, 발
전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평가제도 역시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의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
으로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
1. 미국의 法曹 구성과 변호사자격시험
미국에서 법조인자격부여를 포함한 법조직업에 대한 규제는 미국연방을 구성하
는 각 주(州) 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州는 독자적인 변호사( 법조인)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관장․관리하고 있다. 약술하면 대부분의 州에서는 미
국변호사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승인한 법과대학원(ABA-accredited
law schools) 에서의 통상 3 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J.D.(Juris Doctor; Doctor of

* 이 글은 2004년 10월 30일 개최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 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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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한하여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연방법과 함께 각 州에 고유한 州法을 필기시
험으로 평가하며 이와 별도로 각 州의 최고법원 또는 州변호사협회 관련․산하기
구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자질(moral character
and fitness)을 평가한다. 한편 대부분의 州에서는 변호사자격의 취득 요건으로서

위의 필기시험과 윤리성 심사에 더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별도의 법조윤리 과목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legal ethics) 필기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격률 면에서는 미국 전체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 중 약 60-65% 정도가 최종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州의 변호사자격
시험 관장기구는 일반적으로 상설위원회나 독립된 법인 형태로 州최고법원 또는
州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州사법부(州최고법원) 에서 선서와 자격증발

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 합격자들은 대부분 개별 州의 변호
사협회( 예를 들어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또는 the State Bar of
California) 에 가입하며, 각 州의 변호사협회 및 州최고법원은 변호사자격취득 이후

의 변호사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법이론과 실무관련 교육
을 강제하고 있다(Mandatory Continuing Legal Education).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州에서만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미국 변호사자격시험의 일반적 구조와 관장 기구
(1) 변호사자격 취득요건과 변호사자격시험의 구성과 내용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법조인자격부여를 포함한 법조직업에 대한
규제는 각 주(州) 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州는 독자적인 변호사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州) 에서 법조인( 변호사) 의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州의 법조인자격․법조직업규제를 담당하는 기구( 대
체로 각 州의 변호사협회(예: California 주1)) 또는 州최고법원(예: New York 주))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필기시험과 윤리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California 주의 예를 들면, California 주 이외의 미연방소속 他州의 변호사자격을
1) California주의 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는 아래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
와 같이 통합된(integrated) 변호사협회이며, California주 사법부의 일부분으로서의 위
치를 가지고 있다.

250

李 瑀 渶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248∼277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
자는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 가) 18 세 이상일 것.
( 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be of good moral character).
( 다) (i) 법과대학원(law school)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ii) 4 년

제 학부에서의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반 이상을 2 년 이상의 기
간 동안 대학(college)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하였어야 하며, 또는
(iii)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것.
( 라) 법과대학생(law student)으로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후 90 일 이내에
California 주 변호사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구인 변호사자격시험관

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또
는 the examining committee, 이하 ‘ 시험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마) (i) 시험관리위원회 또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승인을 받은 3 년제 법과

대학원(law school) 을 수료하였거나(part-time 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법
과대학원인 경우 4 년제인 경우도 있음), (ii) 법학 학위를 수여하고 학점 취
득을 위해 학생이 1 년에 최소 270 시간 이상 수업에 실제 출석해야 하는
(classroom attendance) 대학에서 최소 4 년 이상 법을 공부하였거나( 학부에

서 법학을 공부하고 영미법계가 아닌 외국에서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그러한 법학교육과 관련경험 이외 제반 자격이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시
험에 응시하기에 충분함을 시험관리위원회에 증명하여야 한다), (iii)
California 주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

의 감독 하에 최소 5 년 이상 법조실무경험을 쌓으며 최소 4 년 이상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iv) California 주 법원에서 판사의 감독 하에 최소 4 년 이상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v) 법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California 주의 인
가를 받은 매년 864 시간 이상의 학업량을 요구하는 통신제 법학원
(correspondence law school)의 학업지도에 따라 4 년간 법학을 공부하였거

나, (vi) 위 (ii)-(v)의 방식 중 복수의 방식을 혼합하여 법학을 공부한 자.

2) 다음의 요건은 California주 Business & Professions Code 제6060조(Qualifications;
Examination and Fee)에 규정되어 있다(다만, 이하 본문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위 법조
문의 규정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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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험관리위원회 또는 미국변호사협회(ABA) 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법과

대학원(unaccredited law school) 에서 법을 수학하는 자는 재학기간 1 년이
지난 후 소정의 법학학력평가시험(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 에 응
시하여 3 회 이내에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1 년차 법학학력평가시험
은 1 년에 2 회(6 월과 10 월) 각 1 일간 행해진다.
( 사)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의 법조윤리(professional responsibility or
legal ethics) 과목 시험에서 요구되는 최소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것.
( 아)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주관․실시하는 필기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에

합격하였을 것.
위의 변호사자격취득요건 중 ‘ 시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A. 필기시험.3) 미국 내 모든 州에서 변호사자격취득의 주된 요건으로서 연방

및 해당 州의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시험하는 필기시험
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내 모든 州에서 매년 2 월과 7 월의 마지막 주에 각 州별
로 필기시험 형태로 연방법과 개별州法 시험을 시행하는데, 대체로 연방법(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은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에서 출제하

는 200 문항의 객관식시험( 각 문제당 보기 4 개 중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MBE 는 매년 2 월과 7 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미국 전역에서 동시
에 시행되는데, 2004 년 현재 대다수인 48 개 州에서(Louisiana州4) 와 Washington州
( 그리고 Puerto Rico) 만 제외) MBE 를 채택․시행하여 연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개별 州法은 각 州에서 변호사/법조자격 관리담당기구(예: California 주는 州변
호사협회 내의 상설위원회인 시험관리위원회에서 州法을 출제하고 채점; New
York 주는 州최고법원 관련기구인 the State of New York Board of Law
3) 위 California주의 변호사자격취득요건 중 (아)에 해당함.
4) Louisiana주의 변호사자격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화, 수, 목) 시행되는 3
일간의 시험으로서 MBE는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9개 과목군에서 출제된다: (i)
Civil Code I, (ii) Civil Code II, (iii) Civil Code III, (iv) Louisiana Code of Civil
Procedure, (v) Torts (이상 Code Subjects), (vi) Business Entities & Negotiable
Instruments, (vii) Constitutional Law, (viii) Criminal Law, Procedure & Evidence, (ix)
Federal Jurisdiction and Procedure (이상 Non-Code Subjects). 합격점은 100점을 만점
으로 할 때 70점이며, 합격률은 약60%내외이다. 이외에 별도로 MPRE에서 75점 이상
을 받아야 한다.

252

李 瑀 渶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248∼277

Examiners 에서 州法을 출제하고 채점하여 결과를 州최고법원에 보고․전달) 가 다

양한 방식으로 이를 시험하며, 개별 州에 따라 1 일간(매년 2 월, 7 월의 마지막 화
요일( 예: New York) 또는 목요일(예: New Jersey)) 또는 2 일간(매년 2 월, 7 월의
마지막 화요일과 목요일( 예: California)) 개별 州法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각 州의 법은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s)과 객관식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
으로 또는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출제된다.5) 특정 州(예: New York 과 California) 에
서는 연방법․州法에 국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선판례와 법조문, 기타 법률문서를
가상의 사실관계 관련사항과 함께 소책자 형식으로 부여한 후 가상의 법률문제를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해결하되 결론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법률문서(예:
memorandum, jury instructions 또는 closing statement 등) 형태로 작성하게 하는

논술형 시험(Performance Test Questions 6)) 을 필기시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필기시험은 각 응시자별로 자신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州
내에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모든 州에서 동시에
매년 2 월과 7 월의 마지막 주에 시행되므로 1 회의 시험에서는 원칙상 하나의 州
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州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州法시험 일자를 조정하여 1 회 시험에서 최대 두 개의 州의 변호사자격시
험(필기시험) 에 응시하는 것(concurrent examination) 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New York 주의 필기시험은 매년 2 월, 7 월의 마지막 화요일과 수요일
에 행해지며 화요일에 New York州法, 수요일에 各州 공통인 연방법(MBE) 을 시험
하는데, New Jersey 주의 필기시험은 매년 2 월, 7 월의 마지막 수요일과 목요일에
행해지며 수요일에는 各州 공통인 연방법(MBE) 을, 목요일에는 New Jersey州法을
시험한다. 그리고 New York 주에서는 응시자가 연방법 시험(MBE)에 New York 주
내에서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미연방 내 他州에서 연방법 시험(MBE) 에 응시한 경
우 MBE 시험결과를 MBE 주관기구(th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를
통해 New York 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므로, 한 회의 시험에서 New York 주와

5) 예를 들어, New York주에서는 州法을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s)과 객관식 두
가지 방식으로 시험하고, California주에서는 州法을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s)
방식으로만 시험한다.
6) California주의 경우 州의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한 각 문항당 3시간이 부여되는
Performance Test Questions를 총 2문항 출제․시행하며, New York주의 경우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한 90분 배당 Multistate Performance
Test(MPT)를 총 1문항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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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주의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고자 희망하는 응시자는 New York 주에서

화요일에 New York州法시험에 응시한 후 수요일 이전에 New Jersey 주로 옮겨와
New Jersey 에서 수요일에 연방법 시험(MBE), 목요일에 New Jersey州法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7)
여기에서 New York 주와 California 주의 필기시험의 구성과 구체적 진행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New York 주 변호사자격시험 필기시험>
제1 일
제2 일
( 매년 2 월․7 월 마지막 화요일)
(매년 2 월․7 월 마지막 수요일)
- New York州法 서술형 주관식 - 연방법(MBE: Multistate Bar
오전
(Essay Questions) (3 문항)
Examination) ( 객관식, 100 문항,
(9:00-12:15)
- New York州法 객관식 (50 문항) 시험시간 9:00-12:00))
- New York州法 서술형 주관식
오후
- 연방법(MBE: Multistate Bar
(Essay Questions) (2 문항)
(1:30-4:30) - 논술형(Multistate Performance
Examination) ( 객관식, 100 문항)
Test) (90分, 1 문항)
* 배점은 MBE 가 40%, New York州法 객관식이 10%, New York州法 Essay
Questions( 서술형 주관식)가 40%, Multistate Performance Test(논술형) 가 10% 이다.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시험 필기시험>
제1 일(2 월․7 월
마지막 화요일)
C a lifo rn ia州法 서술형
오전
주관식(Essay Questions)
(9:00-12:00)
(3 문항)
오후
논술형(Performance Test
(1:30-4:30) Question) (1 문항)

제2 일(2 월․7 월
마지막 수요일)
연방법(MBE)
(객관식, 100 문항)
연방법(MBE)
(객관식, 100 문항)

제3 일(2 월․7 월
마지막 목요일)
C a lifo rn ia 州法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s)
(3 문항)
논술형(Performance Test
Question) (1 문항)

* 배점은 MBE 가 35%, Essay Questions 와 Performance Test Questions 를 합하여
65% 이다.

B. 윤리성(moral character and fitness) 심사.8) 위 필기시험과 별도로 각 주(州)
7) 州法시험을 목요일에 시행함으로써 New York주와의 동시시험(concurrent examination)
이 가능한 州에는 Connecticut, Maine, Maryland, Massachusetts와 New Jersey 등이 있
다. 한편, California주의 필기시험은 화, 수, 목요일의 3일간 시행되므로 California주
와 다른 州와의 동시시험은 불가능하다.

254

李 瑀 渶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4호 : 248∼277

의 법조인자격관리기구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성과 적합성(moral character and fitness) 에 대한 심사를 한다. 각 州에 따라 서류
만으로 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9) 이를 심사하며, 이러한 윤리성 심사 목적을
위하여 각 주(州) 마다 해당 州의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대체로 퇴직한 주(州) 법
원 판사로 구성된 윤리성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예: New York 주 최고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the Court's 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필기시험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윤리성
심사를 위해 해당 州의 법조인자격관리기구( 예: New York 주의 州최고법원,
California 주의 州변호사협회 내 시험관리위원회) 에서 요구하는 바의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의 윤리성에 대해 진술할 자의 명단을 또한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
대조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응시지원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시작되며, 일괄면접 과정이 있는 州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
접을 실시하고 일괄면접 과정이 없는 州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
별 면접을 실시한다.
C. 법조윤리 시험(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10) 미국 내

절대다수의 州에서(Maryland州, Washington州, Wisconsin州( 그리고 Puerto Rico)만
제외)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各 州별로 시행되는 A 항의 필기시험과 B
항의 윤리성 심사에 더하여 별도의 법조윤리 과목(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legal ethics) 필기시험(MPR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에

응시하여 각 州에서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各州 공통의 MPRE 는 50 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 시험시간 2 시간
5 분 배당) 으로서 매년 3 월, 8 월, 11 월에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의

8) 위 California주의 변호사자격취득요건 중 (나)에 해당함.
9) 예를 들면, New York주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가 준비하여 제출하는 윤리성 심사서
류(법조인으로서의 윤리성에 관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소정 자격 소지자 수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양식의 진술서에 답하여 윤리성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가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직접 응시자 개개인을 원칙적으로
모두 면접하여 심사한다. California주에서는 필기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자신의 법조인
으로서의 윤리성에 관해 진술할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의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윤리성 심사위원회가 그 중 1-2인 정도에게 진술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어 응시자에
관해 일종의 설문지에 답하도록 한 후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기타 서류 및 진술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개인별 면접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0) 위 California주의 변호사자격취득요건 중 (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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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으로 시행된다. 어느 특정 州의 변호사자격시험( 위 A 항의 필기시험과 B 항의
윤리성 심사)에 응시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MPRE 에 응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 법과대학원(law school) 을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 경우 졸업 전
( 예를 들어 3 학년 재학 중) 에 MPRE 를 본다. 위 시험의 결과는 2 년간 유효하므

로 MPRE 에 응시한 후 2 년의 기간 동안 A 항의 필기시험( 그리고 B 항의 윤리성
심사) 을 보는 특정 州의 변호사자격 관장기구에 MPRE 결과를 보내 줄 것을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에 요구할 수 있다. 2004 년 현재 New
York 주에서는 100 점 만점에서 85 점 이상을, California 주에서는 100 점 만점에서
79 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MPRE 는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에서 관장하는 바 법조윤리 분

야의 전문가 6 인으로 구성된 출제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출제하는데, 그
내용은

미국변호사협회(ABA) 의

법조윤리규정(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과 법관윤리규정(the 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이 주축이 되고, 필요한도 내에서 연방민사소송법․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과 연방증거법(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의 관련 내용이 포

함된다.11)

(2) 변호사자격 관장기구 및 자격시험 관련기관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Wisconsin州 Madison 에 위치한 th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는
1931 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 전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 부여기제

에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각 州의 변호사자격부여 담당
기구를 위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법적 지식과 소양을 공통
의 필기시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식과 문제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 48 개
州에서 연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채택․시행하고 있는 연방법 객관식 시험
11)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8-12%);
The Client-Lawyer Relationship (10-14%);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 Clients and
Former Clients (6-10%);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 Conflicts of Interest Client Consent (12-16%); Competence, Legal Malpractice, and Other Civil Liability
(8-12%); Litigation and Other Forms of Advocacy (12-16%); Different Roles of the
Lawyer (4-8%); Safekeeping Property and Funds of Clients and Others (4-8%);
Communication About Legal Services (6-10%); Lawyers and the Legal System (2-6%);
Judicial Ethics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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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E(Multistate Bar Examination)와 47 개 州에서 별도의 필기시험 형식으로 요구

하는 법조윤리 시험(MPR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을
출제․채점하며, 이외에도 각 州의 변호사자격시험 및 변호사자격취득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州변호사협회

각 주(州) 에는 州변호사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州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공
식적인 州변호사협회를 설립하고 州 내의 모든 변호사가 州변호사협회에 등록하
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 통합된(integrated)” 변
호사협회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州가 통합된 변호사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통
합된 변호사협회가 있는 경우 이러한 州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자격 취득 이후
의 자격유지 요건으로서의 법이론․실무 재교육․지속적 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대부분의 州변호사협회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
(ABA) 가 제시한 모델에 따른 법조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법

조인은 징계 대상이 된다. 통합된 변호사협회를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는 변호사
협회가 징계절차상의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다수는 판결권까지 보유하
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에는 변호사협회의 판결에 대한 再심사권(review) 만
이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27 년에 공법인으로 설립된 California州 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 는 대표적인 통합된(integrated) 변호사협회이며, California 주 대법원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의 한 기관으로서 州사법부의 일구성부분이다.
California 주의 경우,

州변호사협회 산하의 상설위원회인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2)) 에서 California 주의
12) California주 변호사협회 산하 상설위원회인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는 California주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조인
10인(이 중 1인은 위원 임명시 변호사자격 취득 후 만3년이 경과하지 않은 “young
lawyer member”로 한다)과 California주를 포함하여 미국 내 어떤 주의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 9인, 합계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California주 자
격을 가진 법조인 위원은 Board of Governors에서 임명하며 일반인 위원은 Governor,
Senate Rules Committee와 Speaker of the Assembly가 임명한다. California주의 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자격 부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서는 州法시험문제를 출제․채
점하고 응시자의 윤리성(moral character) 심사를 담당하며, 필기시험과 윤리성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California 州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에 변호사자격부
여 여부를 권고한다. 간접적으로는 California주 내의 모든 법과대학원(law scho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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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격시험을 비롯하여 변호사자격취득과 관련된 제반 사무(응시원서 접수,
州法 필기시험문제 출제, 필기시험 운영․관리, 州法시험 채점, 필기시험 응시자의

윤리성 심사 등)를 담당하고 있다.
州대법원(州최고법원) 및 관련기구

개별 州의 변호사자격시험 행정사무 주관기구가 州변호사협회이든, 보다 직접
적으로 州최고법원 내에 존재하든 各州의 대법원( 최고법원) 은 당해 州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새로이 변호사자격을 갖추게 된 자들에게 연방과 州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조윤리를 준수한다는 선서를 거쳐 변호사자격증을 발부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州의 변호사자격시험을 비롯하여
변호사자격취득 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보다 직접적으로 州(최고)법원
내에 존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New York 주에서는 New York 주의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각 응시자는 주소지에 따라 1st, 2nd,
3rd(New York 주민 이외의 자를 담당), 4th Departments 중 하나에 배정된다) 에서
州法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을 제외한 응시원서 접수 및 변호사 선서(swearing-in
ceremony), 자격증 발부 등 New York 주의 변호사자격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역

시 법원 내에 설치된 the Court's 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에서 New
York 주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윤리성 심사를 담당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New York 주에서는 the Rules of the Court of Appeals 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the State of New York Board of Law Examiners 에서
New York 주 변호사자격 필기시험 중 New York州法부분 출제 및 채점을 담당

하고, 필기시험의 채점결과를 위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에 보고․전달한다.

3. 미국의 개별州 변호사자격시험의 구체적 例: California州의 변호사
자격시험
(1) California주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California 주의 변호사자격시험은 응시자격 면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설치․운영조건을 심사․감사하며 California주 변호사자격시험과 관련된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제 및 주요 사항을 항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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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보다 일반적인 경로로서 전형적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생이 J.D.학위과정의
이수 이후 응시하거나 외국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일반 변호
사자격시험(the General Bar Examination) 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내 他州의 변호
사자격을 가진 자 중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할 수 있는
타주 소정경력소지 변호사 대상 변호사자격시험(the Attorneys' Examination) 이다.
California 주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반 요건은 위 II.2.(1) 에

서 기술한 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lifornia 주의 변호사 자격을 규제하
는

California 주

변호사협회

산하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에 등록할 것. 법과대학원(law school) 의 J.D.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재학생일 당시에 등록을 하되, 다만 미국의 다른 州 및 외국의 변호사인 경우에
는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을 할 수 있다. 둘째, 소정의 필기시험, 즉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바 매년 2 회( 매년 2 월과 7 월) 실시되는 California 주 변호사
자격시험(위 문단에서 설명한 일반 변호사자격시험 또는 타주 소정경력소지 변호
사 대상 변호사자격시험) 에 합격할 것. 셋째, 시험관리위원회의 “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성(moral character)” 심사를 통과할 것. 넷째, 별도의 법조윤리시험(MPR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에서 79.00 점 이상의 점수
(scaled score)를 받을 것. 다섯째, California州法상 가족 또는 자녀 부양액 지급

의무(family support 또는 child support)를 부담하는 자는 이와 관련된 州법원의
명령을 위반함이 없어야 한다.

(2) 근거규정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포함하여 California 주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
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은 California 주의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6060 조, Rules Regulating Admissions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 제I조
- 제XX 조, Rules of Court 제957 조와 제983.2 조, Education Code 제94361 조, State
Bar Act 제6060 조와 제6061 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다.

(3) California주 변호사자격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사항
1) 필기시험

앞서 간략히 서술한 바 California 주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요건의 일부
로서 필기시험인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역시 앞서 약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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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는 일반 변호사자격시험(the General
Bar Examination)과 타주 소정경력소지 변호사 대상 변호사자격시험(the Attorneys'
Examination)이 있는데, 일반 변호사자격시험(the General Bar Examination) 은

연방법을 시험하는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
는 서술형 주관식 Essay Questions, 그리고

California州法을 시험하

긴 사례 해결식 논술 문제인

Performance Test Questions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내 他州( 또는
possession,

territory,

dependency) 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조경력이

California 변호사자격시험 시행 첫날까지 만 4 년이 되는 자는 他州 변호사 대상

변호사자격시험(the Attorneys'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일반
변호사자격시험(the General Bar Examination)의 세 구성요소(MBE, California
Essay Questions, Performance Test Questions) 중 연방법 부분인 MBE 가 면제된다.

필기시험은 매년 2 월과 7 월의 마지막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실시되며( 화,
수, 목 각일 오전 3 시간, 오후 3 시간씩) 응시자들은 California 내의 수 개의 시험
장소 중 응시원서 제출시 미리 신청하여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시험에 응하는데,
연방법 시험인 MBE 는 수요일 오전, 오후 각 3 시간씩 6 시간 동안 시행되고,
California州法을 시험하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인 Essay Questions 는 화요일 오전

에 3 문항, 목요일 오전에 3 문항씩 시행된다. 사례 해결식 논술 시험인 Performance
Test Questions 는 화요일 오후에 1 문항, 목요일 오후에 1 문항( 각 문항당 3 시간 배

당) 시행된다. 일반 변호사자격시험(the General Bar Examination) 에 응하는 자는
화, 수, 목 3 일간 오전, 오후의 시험에 모두 응해야 하며, 他州 소정경력소지 변호
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자격시험(the Attorneys' Examination) 에 응하는 자는 수
요일의 MBE 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화요일과 목요일의 Essay

Questions 와

Performance Test Questions 에만 응하면 된다.
Multistate Bar Examination(MBE)

연방법을 시험하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MBE)” 은 개별 州의 주관기구가
아닌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NCBE) 가 출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느 州의 변호사자격시험을 보든 미국 전역(Louisiana 주와 Washington 주를 제외
한 48 개주) 의 응시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에 응하게 된다. MBE 는 수요
일 오전, 오후에 각 100 문항씩 합계 200 문항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시간( 오전 3 시간, 오후 3 시간) 내에 각 문제에 주어진 네 개의 보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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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개의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포함되는 과목은 연방법 중 헌법(Constitutional
Law), 계약법(Contracts), 형법․형사소송법(Criminal Law and Procedure), 증거법
(Evidence), 부동산법(Real Property), 불법행위법(Torts)의 여섯 과목이며 오전, 오

후 각 100 문항 속에 각 과목이 대체로 고른 비율로 ( 즉, 각 과목당 200 문항 중 대
략 6 분의 1 씩) 출제된다.13) 각 문제가 어느 법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인지는 문제
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의 묶음으로 출제되
는 것이 아니라 여섯 과목 중에서 출제된 개별 문제들이 규칙이나 순서 없이 뒤
섞여 있다.
채점에 있어서 틀린 답을 선택한 데 대한 감점은 없으며, 한편 둘 이상의 답
을 표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올바른 하나의 답을 선
택한 문항 수만을 더하여 절대평가한 점수(raw scores)를 부여하되 이전 회에 시
행된 MBE 와의 상관관계하에서 난이도에 따라 조정한 점수(scaled scores through
a statistical process called equating) 가 반영된다.
Essay Questions
Essay Questions 는 California州法을 시험하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서 화, 수,

목요일 사흘의 시험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각 3 시간씩 행해진다.
California州 변호사협회 내의 상설위원회인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of the State Bar of California) 에서 출제하며, 화요일 오전에 3 문항, 목

요일 오전에 3 문항의 합계 6 개 문항이 실시되는데, 이러한 서술형 주관식 문제는
다음의 州法 과목群 중에서 출제된다: Civil Procedure, Community Property,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orporation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Remedies, Torts, Trusts, Wills
and Succession.14)15)
13) 보다 구체적으로, Contracts와 Torts에서 34문항씩,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와 Real Property에서 33문항씩 출제된다.
14) New York주의 州法시험(New York Portion) 문제는 다음의 과목群에서 출제된다:
MBE과목인 여섯 과목(Contract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Evidence, Real
Property, Torts)에 더하여 Business Relationships, Conflict of Laws, New York
Constitutional Law, Criminal Procedure, Family Law, Remedies, New York and
Federal Civil Jurisdiction and Procedur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rusts, Wills and
Estates including Estate Taxation, UCC 제2, 3, 9조. 州法시험에서는 둘 이상의 과목
이 하나의 문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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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Questions 는 간략한 사례해결식 서술형 주관식으로서 사실이해․파악에

기초하여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
라서 답안에서 응시자는 주어진 사실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주어진 문제의 법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구별한 후, 적용될 법원칙을
기술하고 이러한 법원칙을 앞서 분석한 바의 사실에 적용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
출하여야 한다. 각 문제 자체의 길이는 A4 용지 1 면을 넘지 않는 정도이다.
서술형 주관식 문제(Essay Questions) 는 현직 California州 변호사 중에서
California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자로서 자원

하여 채점자가 된 자가 유상으로 채점한다. 여러 조로 나누어 數人이 검토 후 합
산․평균한 점수를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채점에서 점수를 좌우하는 요소는 주요
사실(facts)을 분석하고 사실적․법적 쟁점(issues)을 찾아낸 후 적용될 법원칙
(law) 을 적시하고 이를 주어진 사실관계와 쟁점에 적용(application) 하여 결론
(conclusion)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분석력과 논리력이다. 따라서 결론

자체의 실정법상의 옳고 그름이 점수를 좌우하지는 않으며, 법(law) 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응시자가 만들
어내어도 무방하다. 채점시 각 문제당 부분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공통의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주어진 점수를 합산하되, 원칙적
으로 논리의 전개를 저해하지 않는 한 문법적 오류 및 잘못된 철자 등에 대한
감점은 없다.
Performance Test Questions
California 주에서는 1983 년 이래 사례해결식 논술형 주관식인 Performance Test

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해결식 논술형 시험문제에는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가 출제하고 현재 Illinois, New York, New Jersey, Ohio, Pennsylvania,
Texas 주 등 22 개주에서 채택․실시하는 문항당 90 분의 Multistate Performance
Test 도 존재하지만, California 주의 Performance Test Questions 는 이와는 달리
California 주 변호사협회 내의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가

15) 2007년 7월 시험에서부터는 현재의 “Corporations”과목이 “Business Associations”로
확대되며, “Civil Procedure”과목에 연방민사소송법․규칙 뿐 아니라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가 포함되고, “Evidence”과목에도 연방증거법 뿐 아니라 California
Code of Evidence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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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출제하며 화요일 오후에 한 문항, 목요일 오후에 한 문항이 실시되고
각 문항당 3 시간이 부여된다. Performance Test Questions 는 가상의 사실관계 및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문서 등(‘file’) 과 적용될 법에 관련된 가상의 또는
실제의 판례와 성문법 등(‘library’) 을 숙독한 후 주어진 사안을 주어진 자료를 적
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형식의 시험인데, 각 문제가 “file
and library” 라는 이름의 소책자로 주어진다.16)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답안 형식이 다른데 대체로 법률가 상호간의 memorandum
(intra-office memorandum 을 포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등), 배심재판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모두변

론서(opening statement) 또는 종결변론서(closing argument) 등을 작성할 것이 요구
된다. 응시자는 주어진 자료(‘file and library’) 를 숙독하여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
한 후 적용될 법,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시 불리한 법 등을 분류해내는 과정에서 자
신의 법논리를 구성하여 이를 자신이 파악한 바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
출하되, 그 결론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형식의 법률문서로, 또한 요구된 법
률문서에 적합한 논조로 작성하여야 한다. 채점에 있어서는 문제의 구체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시에 따랐는지의 정도(responsiveness), 답안의 형식으로서 요
구된 법률문서의 형태상의 완결성, 답안의 논리적 구성과 설득력을 포함한 실체적
완결성이 핵심이 된다.
필기시험의 채점과 당락결정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기시험 중 Essay Questions 와
Performance Test Questions 는 매년 2 월, 7 월의 각 시험마다 새로이 California 주

변호사 중에서 채점위원(“Exam Grader”)을 모집하여 이들이 채점을 한다. 2 월 시
험을 위해서는 1 월에, 7 월 시험을 위해서는 6 월에 채점위원단을 자원 형식으로
구성하는데, 채점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 소지자이며 실제
법조실무를 하는 자로서 자신이 채점을 하려는 시험 직전의 시험보다 한 회 이
상 이전에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어야 하고, 첫 번째 시도 또는 두
번째 시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야 한다. 또한 법과대학원(law school) 중 통

16) 2004년 7월의 필기시험에서의 Performance Test Questions의 예를 들면, 이 중 화요일
오후 문제의 ‘file’은 12면으로서 여섯 종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library’는 16
면으로서 네 종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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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을 통한 수학이 아니라 실제로 출석하여 강의를 들을 것(classroom
attendance) 이 요구되는 법과대학원에서 J.D.과정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처음으로 채점위원이 되는 변호사는 견습 채점위원(apprentice grader) 으로서 비
상사태 등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실제로 총점에 합산이 되는 점수를 부여
하는 채점을 하지 않으나,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채점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최종 점수조정 및 점수확정 관련회의(calibration meetings) 에 참석하여야 한다. 견
습 과정을 지내고 나면 다음 회의 필기시험부터는 실제로 점수를 부여하는 채점
위원이 될 수 있다.17)
최종적으로는 MBE 점수를 35%, 그리고 Essay Questions 와 Performance Test
Questions 점수를 합산하여 65% 반영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근래 대략의 합격선

은 1000 점 만점에 총점 660-675 점 정도이며, 2003 년 7 월의 California 주 변호사자
격시험에서의 합격률은 49.2%(General Bar Examination 의 경우 49.4%, Attorneys'
Examination 의 경우 45.5%; 이 중 ABA 승인 law school 졸업자의 합격률은 60%

정도), 2004 년 2 월 시험의 경우 합격률은 36.7%(General Bar Examination 의 경우
35.3%, Attorneys' Examination 의 경우 54.1%; ABA 승인 law school 졸업자의 합

격률은 40% 정도)였다.
2)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성(moral character) 심사
California 주

변호사협회

내에

설치된

상설위원회인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산하 윤리성 심사 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Moral Character) 에서 변호사자격필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윤

리성(moral character) 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州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 에 보고하면 州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윤리성 심사 결과를 하나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반영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각 응시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윤리성 심사를 위한 각종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자 자신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최소기준의 윤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일
책임을 부담한다. 윤리성 심사는 각 응시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4-6
개월이 소요되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격판정을 받는 경우 서류심사로써 심

17) 견습위원은 오리엔테이션과 점수 조정․확정회의의 참여비로 $525의 보수를 받으며,
본 채점위원은 위 $525의 보수에 더하여 매 Essay Question당 $2.75, 매 Performance
Test Question당 $3.25의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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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이 종결된다.
윤리성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서는 정직성, 법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
중, 재정과 가족부양 면에서의 책임감, 직업윤리 등이 있다. 또한 소정 양식에 따
라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바, 현재 또는 과거의 모든 법 관련 고용인으로부터
의 진술서를 고려하고, 이외에도 응시자로 하여금 추천인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이 중 1-2 인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응답을 또한 고려한다.
California 주 법무부와 FBI 의 기록을 바탕으로 응시자의 지문대조도 이루어지며,
California 주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의 기록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윤리성 심사 소위원회(Subcommittee) 에서 확정적으
로 적격판정(certification for admission to practice law) 을 내리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18) 시험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에 보고하는데, 이
경우 응시자 개인과 면접(informal conference) 을 행하되 응시자는 면접을 포기할
수 있다. 시험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판정(denial of certification) 을 내리는 경우에
는 그 결과와 근거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은 응시자
는 이에 불복하고 州변호사협회의 심사기구(the State Bar Court)에 심리절차
(hearing) 를 청구할 수 있다. State Bar Court의 결정은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속한

다(단, 시험관리위원회에게 불복절차가 주어져있다).
3) 별도의 법조윤리 과목 필기시험(MPR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위 Ⅱ.2.(1) 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California 주에서도 다른 46 개주와 마찬가지
로 법조윤리 과목을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에서 주관하는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의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한다. California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 요건 중
하나로서 MPRE 에서 100 점 만점에서 79 점(scaled score)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18) 폭력을 수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해하는 내용과 성격이 포함된 중죄(felony)를 범한 경
우, 윤리성 결격이 추정되나 이 경우 최종적인 적격․부적격판정은 시험관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주류․약물 및 마약의 남용과 중독 역시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데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관리위원회는 응시자로 하여금 전문가
의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중독 자체만을 근거로 하여 윤리성 심사에서 부
적격판정을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채무관계 및 연방법상 파산여부 역시 그 자
체만으로는 윤리성 심사에서 부적격판정 사유가 되지 못하나, 기타의 다른 요소와 결
합하여 책임감 또는 정직성의 관점에서 심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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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기타 관련사항
(1) 원서제출기간과 필기시험 결과발표
2 월의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그전 해 10 월 1 일-11 월 1 일의 기간 중에 원서를

제출하되 벌금을 부담하면 1 월 중순까지는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월 시험에
대한 최종 당락의 결과는 5 월경에 발표된다. 7 월의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같은 해
3 월 1 일-4 월 1 일의 기간 중에 원서를 제출하되 벌금을 부담하면 6 월 중순까지는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월 시험에 대한 최종 당락의 결과는 가장 늦은 州(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New York 주와 California 주) 에서도 11 월 중순( 추수감사절 이
전)까지는 발표된다. 당락 결과는 우편으로도 각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
지만 발표일 이후에는 우편을 통한 통지 이전에도 수험번호를 입력함으로써
on-line 으로 당락 확인이 가능하다.

(2) Washington, D.C.의 변호사자격 취득에 관한 특칙
Washington, D.C.에서도 독자적인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19) 개별
州에서와는 달리 다음의 특칙이 적용된다. 첫째, 미국연방을 구성하는 50 개 州 및

이외 미국령(territory) 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응시 시점까지 최소 5 년간 변호
사자격을 유지(in good standing)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청에 의
해 Washington, D.C.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미국변호사협회(ABA)
가 승인한 법과대학원(law school)에서 J.D. 또는 LL.B.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연
방의 구성원인 50 개 州 또는 이외의 미국령(territory) 의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연방
법 MBE 시험에서 133 점(scaled score) 이상, 법조윤리 MPRE 시험에서 75 점(scaled
score)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청에 의해 Washington, D.C.의 변

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9) Washington, D.C.의 변호사자격시험은 the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내
의 the Committee on Admissions의 주관으로 매년 2월, 7월의 마지막 주에 2일간 실
시되며, 제1일에는 Multistate Performance Tests 2문항(배점 25%)과 Multistate Essay
Examinations 6문항(배점 25%), 제2일에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MBE)(배점
50%)이 시행된다. 이외에 MPRE에서 7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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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他州(Out-Of-State) 법원에서의 변호 등
원칙적으로, 특정 州의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그 州에 한하여 법조실무를
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각 州의 규정에 따라 他州에서도 필요에 따라 제
한된 범위 내에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counsel pro hac vice” 라고 한다. 예를 들면, California
주에서는 California Rules of Court 제983 조의 규정에 따라 他州 변호사자격 소
지자로서 California州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 관련 수임 변호사는 당해 법원의 재
량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러한 특정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California州의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California 주에서
는 “ 복수관할 변호업무제도(Multijurisdictional Practice(MJP) Program)” 를 수립하
여 기업의 법무담당 변호사 등 특정의 경우에 他州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에서 California州에서 변호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마
련하고 있다(California Rules of Court 제964 조-제967 조 참조).
한편 동일 州 내의 항소법원에서의 변호, 연방법원에서의 변호 등에 관한 자격
요건은 관련 州와 연방법원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면, California 주에서는
Rules Governing the State Bar of California Program for Certifying Legal
Specialists 와 Standards for 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 in Appellate Law 등을

통해 항소심 및 연방법원에서의 변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Ⅲ. 분석과 평가: 미국 법조의 구성과 법학교육
내용․방법론과의 관련성 하에서 본 변호사자격시험의 지향점과
이에 따른 특징, 한국에의 시사점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과정의 정상화와 개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質 향상이
라는 기치 하에 많은 현안에 직면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상 살펴본 바의 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을 재고하면 특히 다음의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법조일원화가 실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법조인으로
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소정의 일반 고등교육과 법학
교육 과정을 마친 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식, 자질과 소양을 시험하는
관문으로서의 ‘ 자격시험’ 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각 州가 주관하는 바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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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은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경력을 시작하려는 자가 기초적인 법과 법제도
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를 법적으로 이해․분석하고 논리적
으로 해결할 기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기본 입장과 목표를 변호사자격시험의 질
문내용과 채점기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s)이나 사례해결식 논술문제(Performance
Test Questions) 에서는 응시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

고 이에 대한 답을 하였는지, 주어진 사실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주요사실을 찾아
내고 이로부터 사실적․법적 쟁점을 발견해 내는 능력이 있는지,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쟁점에 적용될 법원칙을 생각해 내고 이를 주어진 사안에서
의 쟁점에 적용하여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 낼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
므로, 법원칙을 생각해 냄에 있어서는 물론 응시자가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실정법 원칙을 시험 당시에 알지 못하
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한도 내에서 가상의 법원
칙을 만들어내어도 무방하다(즉, 이를 이유로 감점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
로 문법상 또는 철자상의 오류 및 오자는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
지 않는 한 감점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법과대학원(law school)에서의
법학교육의 과정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력․논리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여건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객관식 연방법 시험(MBE) 에서도 개별법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구조를 이
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실정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문제의 내용에 반영되어 그 출제범위가 명확히 사전에 공개되며 핵
심적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법과대학원(law school)
학생으로서는 물론 재학 중 기본적인 법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체
로 이러한 과목들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하여 학교수업 이외에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재학 중 수업과 병행하여 하
여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법과대학원 재학 중 학교수업의 내실화, 수
강과목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다.
둘째, 윤리성을 상대적으로 매우 철저히 검토하여 변호사자격 부여를 위한 필
수 요건으로서의 윤리성 심사에 있어 응시자 본인의 진술서 이외에도 교육기관
및 관련 직업경험을 통해 응시자를 접하고 알게 된 위치에 있는 數人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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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타 법과 타인의 권리 존중과 책임감이라는 여러 측면에
서 응시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적격성과 윤리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자격 취득 이후에도 변호사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법조윤리를
포함한 일정 시간의 법이론과 법조실무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의 Mandatory Continuing Legal Education 요건( 대체로 매3 년마다 20

여 시간씩의 교육 이수 요구), New York 주의 Continuing Legal Education 요건
등), 그리고 각 州의 변호사협회에서 법조인의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엄격히 징계( 자격 정지(suspension), 제명(disbarment) 등)하는 전통과 함께
다수의 법조인이 시장원리 하에 경쟁하게 되는 자격시험 체계에 최소한의 지속
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자
격요건의 내용과 성격, 평가 방식 및 기준이 법조인 ‘ 양성’ 을 위한 교육기관인
법과대학원(law school) 에서의 교육에 다양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는 순기능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실정법
지식의 면에서는 응시자가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이해만 갖추고 있으면 이외에
는 법학교육기간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배양된 분석력과 논리력을 평가받는
것이므로 법과대학원(law school) 에서의 교육기간 중에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
기 위해 학교수업과 별도로 실정법 내용 암기식의 시험 준비를 할 필요성이 거
의 없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원(law school)에서 기본적인 법 과목을 수강한 이후
에는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상당한 정도로 전문적
인 학문연구를 할 수도 있고 법과대학원(law school) 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실
무실습과목(clinical programs)을 통하여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관련 내용을 이
론적으로 연구하고 실무적 경험을 쌓을 여건 또한 마련되어 있다.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과정의 정상화와 개선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제가 바로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전환
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자격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질문
방식, 채점 기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조의 구성과 사법제도 전
반, 법학교육기관에서의 법학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의 모든 면에 유기적으로 밀
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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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참조 URLs
- Th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http://www.ncbex.org
- The State Bar of California
http://www.calbar.ca.gov
- The State of New York Board of Law Examiners
http://www.nybarexam.org
- The Court's 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New York州)
http://courts.state.ny.us/ad3/admissions
- 대표적 사설 시험준비기관인 BAR/BRI의 URL
http://www.barb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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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 2003년 12월 현재 미국의 변호사 수:
California 136,571 (resident and active attorneys) (주민 수 약 36,500,000)
New York 140,479 (resident and active attorneys) (주민 수 약 19,190,000)
미국 전체 1,084,504 (미국 전체 인구 약 290,810,000)
- 매해(2월, 7월의 변호사자격시험 합산) 새롭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 수:
California 약 5800명, New York 약 8000명, 미국 전체 약 50,000명
- 미국 各州別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 등 기타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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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3> 미국 변호사자격시험 기출문제
연방법(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Directions: Each of the questions or incomplete statements below is followed by
four suggested answers or completions. You are to choose the best of the stated
alternatives. Answer all ques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view,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
In a civil action for personal injury, Paul alleges that he was beaten up by Donald
during an altercation in a crowded bar. Donald's defense is that he was not the
person who hit Paul. To corroborate his testimony about the case of his injuries, Paul
seeks to introduce, through the hospital records custodian, a notation in a regular
medical record made by an emergency room doctor at the hospital where Paul was
treated for his injuries. The notation is: “Patient says he was attacked by Donald.”
The notation is
(A) inadmissible, unless the doctor who made the record is present at trial and
available for cross-examination.
(B) inadmissible as hearsay not within any exception.
(C) admissible as hearsay within the exception for records of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D) admissible as a statement made for the purpose of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California州 서술형 주관식(Essay Question)
Directions: Your answer should demonstrate your ability to analyze the facts in
question,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and immaterial facts, and to discern
the points of law and fact upon which the case turns. Your answer should show that
you know and understand the pertinent principles and theories of law, their
qualifications and limi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Your answer should
evidence your ability to apply law to the given facts and to reason in a logical,
lawyer-like manner from the premises you adopt to a sound conclusion. Do not
merely show that you remember legal principles. Instead, try to demonstrate your
proficiency in using and applying them. If your answer contains only a statement of
your conclusions, you will receive little credit. State fully the reasons that support
your conclusions, and discuss all points thoroughly. Your answer should be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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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you should not volunteer information or discuss legal doctrines which are not
pertinent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
On August 1, 2002, Dan, Art, and Bert entered Vince's Convenience Store. Dan
and Art pointed guns at Vince as Bert removed $750 from the cash register. As
Dan, Art, and Bert were running toward Bert's car, Vince came out of the store with
a gun, called to them to stop, and when they did not do so, fired one shot at them.
The shot hit and killed Art. Dan and Bert got into Bert's car and fled.
Dan and Bert drove to Chuck's house where they decided to divide the $750.
When Chuck said he would tell the police about the robbery if they did not give
him part of the money, Bert gave him $150. Dan asked Bert for $300 of the
remaining $600, but Bert claimed he, Bert, should get $500 because his car had been
used in the robbery. Dan became enraged and shot and killed Bert. He then decided
to take all of the remaining $600 for himself and removed the money from Bert's
pocket.
On August 2, 2002, Dan was arrested, formally charged with murder and robbery,
arraigned, and denied bail. Subsequently, the court denied Dan's request that trial be
set for October 15, 2002, and scheduled the trial to begin on January 5, 2003. On
January 3, 2003, the court granted, over Dan's objection, the prosecutor's request to
continue the trial to September 1, 2003, because the prosecutor had scheduled a
vacation cruise, a statewide meeting of prosecuting attorneys, and several legal
education courses. On September 2, 2003, Dan moved to dismiss the charges for
violation of his right to a speedy trial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1. May Dan properly be convicted of either first degree or second degree murder,
and, if so, on what theory or theories, for:
a. The death of Art? Discuss.
b. The death of Bert? Discuss.
2. May Chuck properly be convicted of any crimes, and, if so, of what crime or
crimes? Discuss.
3. How should the court rule on Dan's motion to dismiss? Discu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