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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 **

金 昌 祿***

1)

Ⅰ. 머리말

21세기 초두의 일본에서는 법률가양성제도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일본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

제도가 출범했으며, 그에 수반하여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수습(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그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가양

성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0

월 4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한국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그에 수반하는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의 개혁을 대

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과

제의 본격적인 수행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개혁의 와중에 있는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의 전모를 그려본다.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역사1)

1. 代言人試驗(1876-1892)

현재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代言人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관의 시험을 거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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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釜山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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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司法卿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했다(1876.2.22. ｢代言人規則｣ [司法省布達 甲

第1號]). 1880년부터 시험과목은 민사에 관한 법률, 형사에 관한 법률, 소송의 절

차, 재판에 관한 제규칙 등으로 되었고, 시험문제는 사법경으로부터 각 지방의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가 그 문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생, 법학박사는 무시험으로 代言人이 되었다(1880.3.15. ｢代言人規則

の一部改正｣ [司法省布達 甲第1號]).

2. 판사등용시험(1884-1887)

시험합격자는 始審裁判所의 御用掛로서 1년 이상 사무를 견습한 후 판사에 임

명되었다. 시험은 필기와 구술로 실시되었으며, 사법성에서 수시로 실시했다. 시

험과목은 형법, 治罪法, 英․佛의 재산법, 계약법, 증거법 등이었다. 法學士와 代

言人은 무시험으로 御用掛에 채용될 수 있었으며, 法學士이고 代言人인 경우 2년 

이상, 기타의 代言人인 경우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식경험이 탁월한 

자는, 곧바로 판사에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御用掛로 1년 이상 복무하면 검사

로 임명될 수 있었다(1884.12.26. ｢判事登用規則｣ [太政官達 第102號]).

3. 문관시험고등시험(1887-1890)

사법관(재판관 및 검찰관의 총칭)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문관시험고등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어, 시보로서 치안재판소 1년 반, 시심재판

소 1년 반의 사무를 연습해야 했다. 사무연습이 끝나면 주무장관이 시보연습의 

성적을 소속대신에게 보고했다. 시험과목은 민법, 소송법, 형법, 치죄법, 상법, 행

정 등 7개 과목 중 문관시험국 장관이 정하는 5개 과목이었다. 법학박사․문학박

사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과대학, 문과대학 및 舊토오쿄오(東京)대학 법학

부․문학부를 졸업한 자는 무시험으로 시보에 임명될 수 있었다(1887.7.23. ｢文官

試驗試補及見習規則｣ [勅令 第37號]; ｢文官試驗委員官制｣ [勅令 第38號]).

1) 法務大臣官房人事課編, ジュリスト增刊 司法試驗改革を考える─基本資料集─, 有斐閣, 
1987. 8. 5, 15-17면; “戰前日本の法曹養成”(http://kaze_osaka.sugoihp.com/nagi03.htm) 
참조. 이 은 일본의 현재와 미래의 사법시험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일
본의 법률가 자격부여제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하 본문에서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데 그친다. 일본 법률가제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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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사검사등용시험(1891-1922)

판사․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회시험에 합격하고, 시보로서 재판소․검사국

에서 3년간 實地修習을 받은 후, 제2회시험에 합격해야 했다(1890.11.1. ｢裁判所

構成法｣ [法律 第6號]).

제1회시험은, 수험자의 학식을 시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기시험(민법, 

상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과 구술시험(민법, 상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중 적

어도 3개 과목)으로 실시되었다. 제2회시험은, 수험자가 실무에 숙련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제2회시험의 필기시험에서는, 부여된 2건 이상

의 소송기록에 관해 사실 및 이유를 詳示한 판결안을 답안으로서 제출하게 하

다. 제2회시험의 구술시험은 민법, 상법, 형법, 민소법, 형소법 중 적어도 3개 과

목에 관해서 실시되었으며, 소송기록에 관해 문제를 내어 답하게 하 다. 3년 이

상 제국대학 법과교수 혹은 변호사 던 자는 무시험으로 판사․검사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제국대학 법률과 졸업생은 제1회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보로 임명될 

수 있었다(1891.5.1. ｢判事檢事登用試驗規則｣ [司法省令 第3號]).

1905년부터 수험자가 본시험을 수험하기에 상당한 보통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시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비시험이 도입되었다. 예비시험은 논문 및 외국

어( 어, 불어, 독어 중 1종)에 관해 실시되었다(1905.4.25. ｢判事檢事登用試驗規

則ノ改正｣ [司法省令 第13號]).

5. 변호사시험(1893-1922)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실지수습은 필요 없었다. 시험과목은 

판사검사등용시험과 동일했다. 판검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 법학박사, 제국대학 

법학과 졸업생, 舊토오쿄오대학 법학부 졸업생, 사법관시보 던 자는 무시험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1893.3.3. ｢辯護士法｣ [法律 第7號]; 1893.5.12. ｢辯護士試

驗規則｣ [司法省令 第9號]). 1905년부터 판사검사등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

이 도입되었다.

6. 고등시험사법과시험(1923-1948)

고등시험사법과시험은 법조가 되기 위해 합격해야 하는 통일시험이었다. 변호

사의 경우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사법관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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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사법관시보에 임명되어,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유급)을 

거친 후, 고시에 합격할 필요가 있었다.

시험에는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있었다. 예비시험은, 수험자가 본시험을 수험하

기에 상당한 학식을 가지는 자인지를 考試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문 및 외국어

( 어, 불어, 독어 중 1종)에 관해 실시되었다. 고등학교, 대학 예과 또는 문부대

신이 이들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생에게는 예비시험이 면제되었

다. 본시험은, 수험자가 學理上의 원칙 및 현행 법령에 통달하고, 또 이를 실무에 

응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考試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

되었다(1918.1.17. ｢高等試驗令｣ [勅令 第7號] - 1923.3.1.부터 시행).

특례로서, 종래 변호사시험에 출원한 적이 있는 자는, 소위 52호시험에 합격하

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1941년 12월까지). 한편, 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생의 경우 무시험으로 시보에 임명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특전은 폐지

되었다(1923.4.28. ｢司法官試補及辯護士ノ資格ニ關スル法律｣ [法律 第52號]).

1933년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에 관해서도 변호사시보로서 변호사사무소

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무급)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되었다. 1939년 사법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사법관시보는 실무수습의 마지막 3

개월을 동 연구소에서 수습하게 되었다.

<표 1> 법조자격 부여제도의 연혁

裁判官 檢察官 辯護士

1876
代言人試驗

1884 判事登用試驗(御用掛制度)
1887 文官試驗高等試驗(司法官試補制度)

1891
判事檢事登用試驗(司法官試補․2回試驗制度)

1893 辯護士試驗

1923 高等試驗司法科試驗(司法官試補․考試制度)

(司法硏究所 設置)

(52號試驗)

(辯護士試補․考試制度)1933

1939

1949 司法試驗(司法硏修所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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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법시험

1. 패전 후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 ―법과대학원제도 도입 이전까지

패전 후 일본의 법률가양성제도는 1949년의 ｢사법시험법｣의 시행을 출발점으

로 새롭게 짜여졌다. 이후 법과대학원제도 도입 이전까지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司法試驗과 司法修習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재판관․검찰관․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습을 거친 후, 그 수료시험인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사법수습

기간은 처음에는 2년이었으나 1999년부터 1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으며, 전기

집합수습 3개월, 실무수습 12개월, 후기집합수습 3개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법수습생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국고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며, 겸업․겸직이 금지된다(1947.4.16. ｢裁判所法｣ [法律 第59號] 제4편 제3장).

패전 전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재판관․검찰관의 양성과 변호사의 양성

이, 사법시험과 사법수습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1920년대 초 고등시험사법관시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단

절되게 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자격부여 사이의 관계는 패전 후에도 

복구되지 못했다.

2. 사법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사법시험법｣(1949.5.31. 법률 제140호),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험과목의 범위

를 정하는 규칙｣(1961.1.10. 사법시험관리위원회규칙 제2호), ｢사법시험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에 관한 규칙｣

(1975.2.17. 사법시험관리위원회규칙 제1호)2) 등을 토대로, 사법시험제도의 구체

적인 내용(2004년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목적

사법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으로 한다.

2) 이하 이 에서 인용하는 일본의 법령은,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總務
省의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에서 검색한 결

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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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시험

제1차시험은, 제2차시험을 수험하기에 상당한 교양과 일반적 학력을 가지는지

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서 

정하는 대학졸업 정도의 일반교양과목에 관해 단답식(택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의 방법으로, 매년 1월 실시한다.

수험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학교교육법｣이 정하는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

하기에 필요한 일반교양과목의 학습을 마친 자,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 32단위 

이상의 교양학점을 취득한 자 등은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제1차시험은 

한번 합격하면 그 후 구히 면제된다.

시험과목은, 일반교육과목(단답식 및 논문식)의 경우 인문과학관계, 사회과학관

계, 자연과학관계 과목이며 배점은 각 100점이다. 외국어의 경우 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또는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본어를 외국어로 번역하고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배점은 각 100점이다.

합격률은 매우 낮아서, 2003년도의 경우 595명 출원에 30명 합격으로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5.0%에 머물 으며, 2004년도의 경우 605명 출원에 26명 합격으

로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4.3%에 불과했다.3)

3) 제2차시험

제2차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1회 이

상 단답식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 및 구술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통상 단답식

시험은 매년 5월, 논문식시험은 매년 7월, 구술시험은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해 

수험할 수 있다. 논문식시험은 단답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구술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실시한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다음 회 사법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은 단답식시험의 경우, 헌법․민법․형법(3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논

문식시험의 경우 헌법․민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6과목)에 대

해 실시하며, 구술시험의 경우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5과목)

3) 法務省大臣官房人事課, “平成１６年度司法試験第一次試験の結果”, 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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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실시한다.4)5) 단 법무대신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성령으로 시

험과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6) 사법시험의 합격자는 司法試驗考査委員의 합의

에 의한 판정에 기초하여 司法試驗委員會가 결정하며,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

말에 이루어진다.

제2차시험의 합격률은 매우 낮고,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높고, 평균수험기간은 

길다. 출원자 대비 합격률은 1970년대 이후 1%-3%대에 머물 으며, 2003년의 

경우 2.33% 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최근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의 경우 28.98세 고, 그 중 24세 이하가 17.8%, 25세 이상이 82.2% 다. 

그리고 평균수험기간은 2002년의 경우 5.49년이었으며, 5년 이내에 합격한 자의 

비율은 61.5%에 머물 다.7)

3.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일본 사법시험제도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합격자의 고령화

으며, 지금까지의 개선의 시도는 주로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8)

첫 번째 시도는 1954년부터 195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3년 이후 대학재학생 합격자의 비율이 격감한 것이었다. 재학생 합격자의 비

율은 사법시험이 처음 실시된 1949년의 51.3%에서 시작하여 40%-50%대를 유지

하다가, 1953년 이후 30%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법무대신의 자문을 요청받은 

法制審議會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때까지 시험과목에 들어 있지 않았던 일

반교양과목을 필기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1957년에 答申했으며, 

4) 패전전의 시험과목을 포함한 시험과목의 변천에 관해서는 아래 본문의 <표 2> 참조.
5) 1996년 이후의 사법시험 제2차시험 단답식시험문제는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 

go.jp/―資格試験․採用試験―第二次試験短答式試験問題) 참조. 1956년 이후의 사법시

험 제2차시험 논문식시험문제는 http://www.kenslabo.com/law/?mode=thesis에서 검색 

가능. 또한 시험문제의 사례로서 2004년 제2차시험 단답식시험문제(헌법 발췌) 및 논

문식시험문제의 번역문은 별첨 <자료 1> 및 <자료 2> 참조.
6) ｢司法試験第二次試験の試験科目の範囲を定める規則｣(1961.1.10. 司法試験管理委員会規

則 第2号)에 의해, 1997년 이후에는 상법 중 보험 및 해상에 관한 부분과 민사소송법 

중 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7)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원자수․합격자수 등의 추이, 합격자의 연령구성 및 수험기간

은 아래 본문의 <표 3>, <표 4>, <표 5> 참조.
8) 이하 본문의 설명에 관해서는, 法務大臣官房人事課編, (註 1), 9-11면, 18-22면; 法務大

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編, ジュリスト增刊 法曹養成制度改革 ―基本資料集―, 有斐閣, 
1991. 9. 20, 197-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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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은 그것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립대학 관계자들

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1958년에 들어와, 법무성은 

위의 답신을 토대로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성립시켰다. 이 법률은 

196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그것에 의해 논문식시험 중에 교양선택으로 정치학․

경제원론․재정학․회계학․심리학․경제정책․사회정책으로부터 1과목을 선택하

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는 재학생 합격자의 증가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두 번째 시도는 1962년 臨時司法制度調査會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법무성은 조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단답식시험에 일반교양과목을 추가한다. 그리

고 논문식시험은 5과목, 교양선택과목은 폐지, 구술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사립대학연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법무성이 국회 제출을 단념하기에 이르 다.

이후 법무성은 법개정이 아니라 운용상의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우

선 1972년에는 단답식시험 문제수를 60문제에서 90문제로 늘 다. “문제를 늘이

는 대신에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머리가 유연한 사람에게 유리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1년간은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그 후 곧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1982년에는 문제수를 90문제에서 75

문제로 줄 다. 그래서 2년간 평균연령을 끌어내렸으나, 그 후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1986년에는 다시 문제수를 60문제로 줄 다. 그리고 단답식, 논문식 모

두 필요로 하는 지식은 기초적인 것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경향도 바꾸었

다. 그 결과, 평균연령을 다시 끌어내렸으나 그 또한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세 번째 시도는 1987년의 法曹基本問題懇談會의 설치를 시작으로 4년간의 기

간을 거쳐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1991년 4월 17일 ｢사법시험법의 일부를 개정

하는 법률｣이 성립되고, 1992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것이 그것이었다. 이 법개정

에 의해 이루어진 개선은, 논문식시험 합격자의 결정방법으로서 소위 ‘합격틀제

도’를 도입한 것과 시험과목 중 비법률선택과목을 폐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선

의 목적은, 사법시험 합격까지 너무나도 장기간의 수험공부가 필요하고, 그것이 

법조후계자의 적정한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단기간의 수험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

로써, 사법시험에 기대되는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도입된 합격틀제도는,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를 제2차시험 단답식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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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험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3년 이내)에 논문식시험을 수험한 자 중에

서 선발하는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실시되어,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7분의 2

(합격자 700-800여 명 중 230명 전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9분의 2(합격자 

1,000여 명 중 230명 전후),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11분의 2(합격자 1,200여 

명 중 230명 전후)를 이 제도에 의해 선발했다.

합격틀제도의 도입에 의해, 1995년에 27.74세 던 합격자 평균연령이 1996년에

는 26.35세로 떨어졌으며, 1997년에는 26.26세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 후 합격

자 평균연령은 다시 상승하여 2001년에는 27세대로, 2003년에는 28세대로 올라갔

다. 결국 합격틀제도의 효과도 2년간 지속되는 데 그친 것이다. 이것은 애당초 이 

때의 개선 또한 이전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제도 도입의 실무를 담당했던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長도 고백하듯

이, 합격틀제도가 “사법시험의 실정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긴급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에 입각하면서도, 법조계 등 관계방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념 속에서, 말하자면 타협의 결과로서 실현된 당면긴급의 대응책이며, 제도의 

理想像을 실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법조 내부자에 의해 실현

된 기술적인 것이며,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알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9)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낮추기 위해 시험과목과 

시험문제수의 개선, 합격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을 시도했다. 그리고 합

격자수의 증원도 시도했다. 1990년까지 500명 전후에 머물러 있던 합격자수는, 

法曹3者(最高裁判所, 法務省, 日本辯護士連合會)의 합의에 따라 1991년에 600명대

로, 1993년에는 700명대로 늘어났다. 1997년에는 법조3자협의회가 합격자수의 증

원, 사법수습기간의 단축(1년 6개월) 등에 합의했고, 1998년 4월 이 합의에 따라 

｢사법시험법｣과 ｢재판소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합격자수가 1998년에는 800

명대로 1999년에는 1,000명대로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법조3자가 주도한 다른 

제도 개선책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자수의 증원도 ‘합격자 연령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1999년의 시점에, 일본의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백약이 무

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곧 사법시험제도를 포함하는 법률가양성제도

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의 확인에 다름아니었다.

9)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編, 위의 책, i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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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과대학원제도 도입 이전의 법률가양성제도10)

사법시험

제1차 시험

- 교양시험의 성격

- 대학에서 32학점 이상 교양학점 취득하면

  제1차시험 면제

↓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단답식시험

↓

논문식시험 - 단답식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구술시험 - 논문식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사법연수소

(1년 6개월)

- 전기집합수습 3개월

- 실무수습 12개월

- 후기집합수습 3개월

고시시험

(2회 시험)
- 사법연수소 수료시험

↙ ↓ ↘
재
판
관
선
발

검
찰
관
선
발

변
호
사
개
업

직역별 계속교육

10)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2003. 7. 25) 결과보고서―, 
2003,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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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법시험과목의 변천11)

종별 법령 기간

필기시험 구술시험

단답식

과목

논문식 과목

수
과목  

과목

수필수과목 필수선택과목 선택과목

판사

검사

등용

시험

明24
省3

1891
-1896
(6년)

民․商․刑․

民訴․刑訴
5

民․商․刑․民

訴․刑訴 중

3과목 이상

3 
이상

明29
省52

1897
-1922
(26년)

憲․民․商․

刑․民訴․刑

訴․行政法․

國公․國私

9 上同
3 

이상

고등

시험

사법

과

시험

大7
勅7

1923
-1928
(6년)

憲․民․商․

刑․民訴․刑

訴․國私

行政法․國公․經濟學 중 

1과목
8 필기시험 과목 8

昭4
勅15

1929
-1941
(13년)

憲․民․

商․刑

民訴․刑訴 

중 1과목

哲學槪論․倫理學․論理學

․心理學․社會學․國史․

國漢․行政法․破産法․國

公․民訴․刑訴․國私․經

濟學․社政․刑政 중 

2과목

7

民․刑 중 1 및 

필기시험과목 

중

2과목

3

昭16
勅1

1942
-1945
(3년)

憲․民․刑․

國史

商․民訴․

刑訴 중

2과목

哲學․商․民訴․刑訴․破

産法․行政法․國私․刑政

․經濟學 중 1과목

7 國史․民․刑 3

昭21 
勅225

1946 
-1948
(3년)

憲․民․刑

商․民訴․

刑訴 중 

2과목

商․民訴․刑訴․破産法․

行政法․國公․國私․經濟

學․政治學․財政學․社會

學․經政․社政․刑政․哲

學․倫理學․心理學․宗敎

․國漢․敎育學 중 2과목

7
民․刑 및 

商․民訴․刑訴 

중 1과목

3

사법

시험

昭24 
法140

1949 
-1953
(5년)

憲․民․刑․

民訴․刑訴

商․行政法 

중 1과목

商․行政法․破産法․勞動

法․國私․刑政 중 1과목
7

憲․民․刑․民

訴․刑訴
5

昭28 
法85

1954 
-1960
(7년)

1956년부터 

단답병용.
논문식과

목과 같음

憲․民․商

․刑․民訴․

刑訴

行政法․破産法․勞動法․

國私․刑政 중 1과목
7

憲․民․刑․民

訴․刑訴․商
6

11) 法務大臣官房人事課編, (註 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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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33 
法180 1961- 憲․民․

刑
憲․民․商

․刑
民訴․刑訴 
중 1과목

民訴․刑訴․行政法․破産
法․勞動法․國公․國私․

刑政 중 1과목 및 

政治學․經濟原論․財政學
․會計學․心理學․經政․

社政 중 1과목

7 논문식시험 

수험과목
7

1992- 憲․民․

刑

憲․民․商․

刑․民訴․

刑訴
6 논문식시험 

수험과목
6

* 비고 1) 과목명약칭 - 憲 : 헌법 / 民 : 민법 / 刑 : 형법 / 商 : 상법 / 民訴 : 민사
소송법 / 刑訴 : 형사소송법 / 國公 : 국제공법 / 國私 : 국제사법 / 國漢 : 
국문 및 한문 / 刑政 : 형사정책 / 經政 : 경제정책 / 社政 : 사회정책 / 宗
敎 : 공교학 및 종교사

2) 1961년부터 시험과목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단답식문제수

1936-1960 각 과목 10문 계 70문
1961-1965 각 과목 25문 계 75문
1966-1971 각 과목 20문 계 60문
1972-1981 각 과목 30문 계 90문
1972-1985 각 과목 25문 계 75문
1986- 각 과목 20문 계 60문

4) 1956년 이후의 필기시험 과목수는 논문식시험의 과목수를 가리킨다.

<표 3>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원자수․합격자수 등의 추이12)

연  도 출원자수
단답식

합격자수

논문식

합격자수

최종 

합격자수

출원자 대비

합격률(%)
1949 2,570 301  265(3) 10.31
1950 2,806 260  269(3) 9.59
1951 3,668 274  272(2) 7.42
1952 4,761 249  253(7) 5.31
1953 5,138 293  224(3) 4.36
1954 5,250 243   250(10) 4.76
1955 6,347 250   264(10) 4.16
1956 6,737 1,458 301   297(14) 4.41
1957 6,920 1,429 308  286(6) 4.13
1958 7,109 1,677 362   346(11) 4.87
1959 7,858 1,766 360  319(8) 4.06
1960 8,363 1,744 366   345(15) 4.13
1961 10,909 2,092 497   380(17) 3.48 
1962 10,762 1,931 495   459(26) 4.27 

12) 法務省大臣官房人事課, “司法試験第二次試験出願者数․合格者数等の推移”, 法務省 홈
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平成１６年度司法試験第二次試験論
文式試験の結果); 同課, “平成１６年度司法試験第二次試験の結果について”, 法務省 홈
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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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1,686 2,030  529   496(28) 4.24 
1964 12,698 2,017  579   508(25) 4.00 
1965 13,644 2,258  563   526(25) 3.86 
1966 14,867 2,225  583   554(18) 3.73 
1967 16,460 2,244  551   537(24) 3.26 
1968 17,727 2,322 618   525(35) 2.96 
1969 18,453 2,326 495   501(37) 2.72 
1970 20,160 2,157 519   507(34) 2.51 
1971 22,336 2,821 623   533(28) 2.39 
1972 23,425 2,407 523   537(26) 2.29 
1973 25,339 2,484 566   537(24) 2.12 
1974 26,708 2,419 494   491(23) 1.84 
1975 27,791 2,343 482   472(36) 1.70 
1976 29,088 3,152 497   465(39) 1.60 
1977 29,214 3,229 501   465(33) 1.59 
1978 29,390 3,618 515   485(32) 1.65 
1979 28,622 4,167 534   503(40) 1.76
1980 28,656 4,404 545   486(49) 1.70 
1981 27,816 4,181 486   446(33) 1.60 
1982 26,317 3,809 461   457(48) 1.74 
1983 25,138 4,008 459   448(44) 1.78 
1984 23,956 4,174 459  453(52) 1.89 
1985 23,855 3,811 482  486(45) 2.04
1986 23,904 4,352 538  486(59) 2.03
1987 24,690 4,641 526  489(60) 1.98
1988 23,352 4,296 535  512(61) 2.19
1989 23,202 4,020 523  506(71) 2.18
1990 22,900 3,814 506  499(74) 2.18
1991 22,596 4,576 616  605(83) 2.68
1992 23,435 4,603 634   630(125) 2.69
1993 20,848 4,557 759   712(144) 3.42
1994 22,554 4,941 759   740(157) 3.28
1995 24,488 4,854 753   738(146) 3.01
1996 25,454 5,239 768   734(172) 2.88
1997 27,112 5,681 763   746(207) 2.75
1998 30,568 6,140 854   812(203) 2.66
1999 33,983 5,717 1,038 1,000(287) 2.94
2000 36,203 6,125 1,026   994(270) 2.75
2001 38,930 6,764 1,024   990(223) 2.54
2002 45,622 6,457 1,244 1,183(277) 2.59
2003 50,166 6,986 1,201 1,170(275) 2.33
2004 49,991 7,438 1,536 1,483(364) 2.97

* 출원자수는 필기시험 면제자수 및 행정과 합격자수를 포함한다.
** (  )안의 숫자는 최종 합격자 중 여성합격자의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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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구성13)

연도 평균연령 합격자 24세 이하 25세 이상 대학생 합격자수

1949 25.78 265 116(43.8%) 149(56.2%) 136(51.3%)
1950 26.51 269 102(37.9%) 167(62.1%) 117(43.5%)
1951 26.70 272 102(37.5%) 170(62.5%) 130(47.8%)
1952 25.68 253 131(51.8%) 122(48.2%) 136(53.8%)
1953 26.04 224 103(46.0%) 121(54.0%) 71(31.7%)
1954 25.93 250 126(50.4%) 124(49.6%) 82(32.8%)
1955 26.02 264 122(46.2%) 142(53.8%) 93(35.2%)
1956 25.96 297 123(41.4%) 174(58.6%) 91(30.6%)
1957 26.63 286 95(33.2%) 191(66.8%) 89(31.1%)
1958 27.14 346 115(33.2%) 231(66.8%) 101(29.2%)
1959 27.03 319 97(30.4%) 222(69.6%) 90(28.2%)
1960 26.99 345 96(27.8%) 249(72.2%) 93(27.0%)
1961 27.80 380 93(24.5%) 287(75.5%) 82(21.6%)
1962 28.06 459 99(21.6%) 360(78.4%) 92(20.0%)
1963 28.39 496 129(26.0%) 367(74.0%) 92(18.5%)
1964 28.24 508 150(29.5%) 358(70.5%) 113(22.2%)
1965 27.69 526 200(38.0%) 326(62.0%) 161(30.6%)
1966 27.25 554 227(41.0%) 327(59.0%) 173(31.2%)
1967 26.92 537 215(40.0%) 322(60.0%) 166(30.9%)
1968 26.91 525 201(38.3%) 324(61.7%) 186(35.4%)
1969 27.15 501 194(38.7%) 307(61.3%) 150(29.9%)
1970 26.60 507 207(40.8%) 300(59.2%) 105(20.7%)
1971 26.35 533 246(46.2%) 287(53.8%) 155(29.1%)
1972 26.76 537 185(34.5%) 352(65.5%) 135(25.1%)
1973 26.11 537 209(38.9%) 328(61.1%) 107(19.9%)
1974 26.71 491 143(29.1%) 348(70.9%) 103(21.0%)
1975 26.75 472 150(31.8%) 322(68.2%) 110(23.3%)
1976 26.81 465 142(30.5%) 323(69.5%) 91(19.6%)
1977 27.74 465 106(22.8%) 359(77.2%) 77(16.6%)
1978 27.76 485 114(23.5%) 371(76.5%) 81(16.7%)
1979 27.98 503 110(21.9%) 393(78.1%) 97(19.3%)
1980 28.07 486 113(23.3%) 373(76.7%) 78(16.0%)
1981 27.94 446 93(20.9%) 353(79.1%) 88(19.7%)
1982 28.05 457 92(20.1%) 365(79.9%) 71(15.5%)

13) 法務大臣官房人事課編, (註 1), 41-42, 45-46면; 대법원, (註 10), 245면; 사법연수원, 
韓國法曹論, 2003, 204면; 2003년 및 2004년은 法務省大臣官房人事課, “平成１６年度
司法試験第二次試験の結果について”,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 
․採用試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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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27.89 448 90(20.1%) 358(79.9%) 84(18.8%)
1984 27.72 453 113(24.9%) 340(75.1%) 79(17.4%)
1985 28.39 486 97(20.0%) 389(80.0%) 60(12.3%)
1986 27.79 486 114(23.5%) 372(76.5%) 91(18.7%)
1987 28.30 489 94(19.2%) 395(80.8%) 81(16.6%)
1988 28.44 512 106(20.7%) 406(79.3%)
1989 28.91 506 83(16.4%) 423(83.6%) 95(18.8%)
1990 28.65 499 107(21.4%) 392(78.6%) 111(22.2%)
1991 28.63 605 136(22.5%) 469(77.5%)
1992 28.22 630 150(23.8%) 480(76.2%)
1993 28.29 712 177(24.9%) 535(75.1%)
1994 27.95 740 229(30.9%) 511(69.1%)
1995 27.74 738 208(28.6%)
1996 26.35 734 322(43.9%) 412(56.1%) 318(44.3%)
1997 26.26 746 308(41.3%) 438(58.7%) 289(38.7%)
1998 26.90 812 290(35.7%) 522(64.3%) 258(31.8%)
1999 26.82 1,000 328(32.8%) 672(67.2%) 291(29.1%)
2000 26.55 994 361(36.3%) 633(63.7%) 311(31.3%)
2001 27.42 990 304(30.7%) 686(69.3%) 265(26.8%)
2002 27.57 1,183 332(28.1%) 851(71.9%) 284(24.0%)
2003 28.15 1,170 299(25.6%) 871(74.4%) 274(23.4%)
2004 28.95 1,483 271(18.3%) 1,212(81.7%) 241(16.3%)

<표 5>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험기간14)

연  도
평균

수험기간

수험시작

5년내

수험시작

3년내
첫수험 ２년째 ３년째

1989 6.66年 201(39.7%) 76(15.0%) 4(0.8%) 23(4.5%) 49(9.7%)
1995 387(52.4%) 176(23.8%) 30(4.1%) 87(11.9%) 59(8.0%)
1996 4.52年 524(71.4%) 397(54.1%) 47(6.4%) 176(24.0%) 174(23.7%)
1997 4.42年 530(71.0%) 410(55.0%) 59(7.9%) 142(19.0%) 209(28.0%)
1998 4.93年 556(68.5%) 391(48.2%) 67(8.3%) 155(19.1%) 169(20.8%)
1999 4.90年 689(68.9%) 471(47.1%) 73(7.3%) 176(17.6%) 222(22.2%)
2000 4.59年 688(69.2%) 503(50.6%) 68(6.8%) 204(20.5%) 231(23.2%)
2001 5.20年 661(66.8%) 422(42.6%) 53(5.4%) 158(16.0%) 211(21.3%)
2002 5.49年 727(61.5%) 454(38.4%) 57(4.8%) 171(14.5%) 226(19.1%)

14) 대법원, (註 10),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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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사법시험

1.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15)

일본에서는 1999년 7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여 새로운 법률가양성

제도를 구성해냈다.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경부터 일본의 경제계와 정계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면서 다. 21세기의 일본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양

과 질 양면에서 수준 높은 법률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가양

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 요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

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회는 2년간의 활동을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에서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그에 상응하는 신사법시험제도 및 새

로운 사법수습제도의 도입을 기본방침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후 제도의 도입은 

범정부적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법조양성검토회’와 문부과학성의 ‘중

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된 법과대학원의 인가신청 첫 해

인 2003년에는 72개의 법과대학원이 설치인가를 신청했으며, 그 중 4개가 불인

가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1차 인가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청

을 통해 인가를 받게 된 2개를 포함하여 총 68개의 법과대학원이 인가를 받았으

며, 그 총 입학정원은 5,590명이었다. ‘일본식 로스쿨’제도인 법과대학원제도는 

이들 68개교가 2004년 4월 1일 출범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16) 그리고 한

편에서는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상응하는 신사법시험제도와 새로운 사법수습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도입되고 구체화된 일본의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을, ｢사

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2001.6.12.),17) ｢전문직대학원 설치기준｣(2003년 문부과

학성령 제16호)18)과 ｢전문직대학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건｣(2003

15) 일본의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도입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세

편의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법과 사회 18, 2000. 7;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

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법과 사회 24, 2003. 6; “일본 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法學硏究(釜山大) 44-1, 2003. 12) 참조.
16) 2004년에도 6개의 법과대학원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됨으로써 법과대학원의 숫자는 

총 7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17) http://www.kantei.go.jp/jp/sihouseido/report/ikensyo/index.html
18)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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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문부과학성고시 제53호),19) ｢법과대학원에의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40호),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 

법조양성검토회의 ｢제3자평가(적격인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의견의 정리)

(안)｣20)과 ｢제3자평가(적격인정) 기준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의견의 정리)(안)｣

(2002.3.28.),21) 최고재판소의 ｢새로운 사법수습의 내용 등에 관해｣(2002.9.18.)22)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법과대학원은 21세기의 일본 사법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춘 법

조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사법시험이라는 ‘점(點)’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사법시험․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프로세스’

로서의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이다.

○ 법과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

수업연한은 3년이며, 수료요건은 3년 이상의 재학과 93단위 이상의 수득이

며, 법학기수자(法學旣修者: 법과대학원에서 필요한 법학의 기초적인 학식

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재학기간을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

축시킬 수 있다.

○ 입학자 중 법학 이외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실무 등의 경험을 가지는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발에 있어서

는 모든 출원자에 대해 적성시험을 실시하고, 법학기수자로서 출원하는 자

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률과목시험을 실시하며, 법학미수자의 선발에 있어서

는 법률과목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 전임교원의 수는 최저 12명으로 하고,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용정원을 15

명 이하로 한다. 전임교원의 대략 20% 이상은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

고 고도의 실무능력이 있는 실무가교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법과대학원 

설치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파견

하여 법과대학원에서 교수, 조교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9)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index.htm
20)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6/6siryou2-1.pdf
21)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6/6siryou3-1.pdf
22)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2/12siryou_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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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목으로서,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展

開․先端과목을 개설하며, 학생의 수업과목 이수가 이들 중 어느 한 과목

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법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무교육의 

도입부분도 함께 교육한다. 소수인원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법률기본과목의 

수업은 50명을 표준으로 한다. 쌍방향적․다방향적이고 도가 높은 교육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당 정도(예를 들면 70-80%)

가 신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하며, 엄격한 성적

평가 및 수료인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법과대학원은 교육활동 등의 상황에 관해 자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그 결과에 관해서, 당해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대

학의 직원 이외의 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과대학원은,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인증평가기관으로부터 입학자 

선발, 수료요건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제3자 평가기

관으로부터 적격인정을 받지 못하여 설치기준에 저촉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법과대학원의 실태에 관해, 

법령위반 상태에 빠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 법령위반 상태

가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권고․변경명령․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

한다.

○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상응하도록 사법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신사

법시험의 수험자격은, 법과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사법시험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인정되며, ‘5년간 3회’의 수험회수 제한이 적용된다.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을 수험하고자 하는 자가 법과대학원 과정 수료자와 

동등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으로 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구 사법

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상응하도록 새로운 사법수습제도를 도입한다. 사

법수습의 기간은 현행 1년 반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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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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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법시험제도의 기본내용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2001.6.12.), ｢사법시험법 및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2년 법률 제138호),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의 연

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39호), ｢사법시험위원회령｣(2003년 政令 제

513호) 등에서 확인되는 신사법시험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체적인 구도

현행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에 입각한 신사법시험으로 대체하며, 

적격인정을 받은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에게 신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이 인정되도록 

하되, 수험회수는 제한한다.

신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할 수 있도록 운 하며, 그 

합격자수는 2010년경까지 연간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신사법시험은 2006년부터 실시하며, 그 실시 후에도 5년간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 의

해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에게도, 법조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방도를 

확보한다.

2) 사법시험위원회

2004년 1월 1일부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조하여 법무성에 사법시험위원회

를 설치한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사 각 1인씩 3인으로

만 구성되어 있었던 데 대해, 사법시험위원회는 2년 임기의 7인의 위원으로 조직

하며, 위원은 재판관․검찰관․변호사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사법시험 및 예비시험을 실시하는 일,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사

법시험 및 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조사․심의하는 일, 사법시

험 및 예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법무대신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 기타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관장한다.

3) 시험의 목적

신사법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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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으

로 하며,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

래 실시한다.

4) 시험방법

신사법시험은, 단답식(택일식을 포함한다.)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합격자의 판정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얻

은 자에 대해,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성적을 종

합하여 행한다.

단답식시험․논문식시험․구술시험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는 현행 사

법시험과 비교할 때, 신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자 전원이 단답식시험 및 논문식시

험을 수험할 수 있게 하고, 구술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점에 차이가 있다.

5) 시험과목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적인 추론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법계과목(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계과

목(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및 형사계과목(형법 및 형사소

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에 관해 실시한다.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학식 및 법적인 분석, 구성 및 논술의 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

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법계과목, 민사계과목, 형사계과목 및 전문적

인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과목 중 수험자가 미리 선

택하는 1개 과목에 관해 실시한다.

시험과목에 관해서는 법무성령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6) 수험자격 및 수험회수 제한

신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은, 법과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사법시험 예

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들 양자에 대해 ‘5년간 3회’의 수험

회수 제한이 적용된다. 즉 전자의 경우 그 수료일 이후의 최초의 4월 1일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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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후자의 경우 그 합격발표일 이후의 최초의 4월 1일

부터 5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에 각각 3회의 범위 내에서 신사법시험을 수험

할 수 있다.

또한 신사법시험을 수험한 자는, 그 수험에 관한 수험자격에 대응하는 수험기

간(5년간)에는, 다른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신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다. 다만,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수험한 날 이후의 최초의 4월 1일부터 2년을 경과하고, 

또 그 수험에 관한 수험자격에 대응하는 수험기간(5년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신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23)

7) 선발인원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2010년경에 연간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

고 2018년경까지는 실제로 활동하는 법조인구가 5만 명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단 

위의 3,000명이라는 수는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법률가의 수는 사회의 요청에 기초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며,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

지나 ‘계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8) 예비시험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을 수험하고자 하는 자가 법과대학원 과정 수료자와 동등

의 학식과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

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단답식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

사소송법․일반교양과목에 관해 실시한다.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은,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단답식시험의 시험과목과 법률실무기초과목

에 관해 실시한다. 구술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법적인 추론, 분석 

및 구성에 기초하여 변론을 하는 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의 판정에 유의하여, 법

률실무기초과목에 관해 실시한다.

예비시험은 2011년부터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법무

23)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본문의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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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에 의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9) 합격자의 결정 등

합격자는 사법시험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사법시험의 합격틀제도는, 현행 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에 달하는 2004

년도부터 폐지한다.

10) 신사법시험과 현행 사법시험의 병행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사법시험 이외에 현행 사법시험도 실시한다. 단, 

2011년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현행 사법시험의 논문식시험에 합격하고 구술시

험에 불합격된 자에 대한 구술시험만 실시한다.

수험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연도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선택하여 출원한 데 따라, 신사법시험 또는 현행 사법시험 중 어느 

한쪽만을 수험할 수 있다.

신사법시험을 수험한 자가, 그 후 현행 사법시험을 수험한 경우에는, 당해 현

행 사법시험의 수험도 3회의 수험회수 제한의 회수에 산입된다. 또, 법과대학원

과정의 수료자가 현행 사법시험을 수험하고, 그 후 신사법시험을 수험한 경우에

도, 당해 현행 사법시험의 수험은 3회의 수험회수 제한의 회수에 산입된다. 단, 

법과대학원과정 수료 이전의 현행 사법시험의 수험에 관해서는, 당해 수료 이전 

2년간의 것에 한해 3회의 수험회수 제한의 회수에 산입된다.

법과대학원과정을 수료한 자는, ‘5년간 3회’의 범위 이내이면, 신사법시험 및 

현행 사법시험 중 어느 것이라도 수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사법시험만을 수

험하는 경우에는 수험회수 제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사법시험만이라면 

4회 이상 수험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원과정 수료 이후에 현행 사법시험을 3

회 이상 수험한 경우에는, 당해 수료의 수험자격으로 신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

게 된다. 또 법과대학원과정 수료 이전 2년간에 걸쳐 현행 사법시험을 수험한 자

는, 법과대학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수료 이후 5년간에 1회 밖에 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현행 사법시험만이라면 2회 이상 수험할 수 있지

만, 법과대학원과정 수료 이후에 1회라도 현행 사법시험을 수험하면 당해 수료의 

수험자격으로 신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게 된다.24)

2010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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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자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사법수습생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재

판소가 정하는 데 따라,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로서의 실무에 필요한 능력

을 충분히 수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습기간(1년)의 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25)

<표 6> 법과대학원제도와 신사법시험의 도입 일정26)

연도 사법시험 합격자수 법과대학원 新사법시험 현행 사법시험 예비시험

2002 1,183명

현행

사법시험

2003
2004 1,536명 개 교

2005

↓

2006 첫 실시
5년간 

신사법시험과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실시

2007

↓

2008
2009

2010
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함

2011 * 첫 실시

2012
↓

2013

*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 2011년에는 2010년의 제2차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구술시험에 한해 실시된다.

24)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본문의 <그림 4> 참조.
25) 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수습기간을 1년 4개월 정도로 하는 것 등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6) 대법원, (註 10), 125면의 자료를 필자가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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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사법시험의 수험회수 제한27)

(1) 

수료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 ○ ○ × ×
○ – ○ ○ ×
– – ○ ○ ○

* 법과대학원 수료후 5년간 3회까지 수험할 수 있다. 예비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수료
○ ○ ○ × ×

예비 × ○ ○ ○ ×

* 5년째는 예비시험 합격의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수험할 수 없다.

(3)

수료
○ ○ – ○ ×

예비 × ○ ○ ○ ×

수료
○ ○ – ○ ×

예비 × × × ○ ○

* 법과대학원 수료의 수험자격에 기초하는 최후의 사법시험 수험으로부터 2년 이상 경

과하고, 또 그 수험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비시험 합격의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수험할 수 있다.

수료 = 법과대학원 수료 예비 = 예비시험 합격

 ○ = 수험 가능     – =  수험하지 않음  × = 수험 불가능

27) “[座談會②]新しい司法試驗․司法修習”, ジュリスト 1239, 2003. 2. 1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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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험회수제한에 있어서의 현행 사법시험의 취급28)

(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과대학원

       △ ○ ○ × × ×

* 법과대학원 수료전 2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1회 수험한 경우에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에 신사법시험을 2회 수험할 수 있다.

(2)

법과대학원

△ △ ○ × ×

* 법과대학원 수료 후에 현행 사법시험을 2회 수험한 경우에는, 신사법시험은 1회에 한

해 수험할 수 있다.

(3)

법과대학원

△ ○ ○ × ×

* 법과대학원 수료 후에 현행 사법시험을 1회, 신사법시험을 2회 수험한 경우에는, 다
시 현행 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다. (신사법시험도 수험할 수 없다.)

(4)

법과대학원

○ ○ – – △

예비 × ○ ○ ○ ×
* 법과대학원 수료 후 5년째의 현행 사법시험 수험이 최후의 수험이 되어, 그 후의 2년
간은 다른 수험자격에 기초하여 신사법시험을 수험할 수 없다.

** 법과대학원 수료 후 5년째의 현행 사법시험 수험은, 그 후의 다른 수험자격에 기초하

는 신사법시험의 수험과의 관계에서는, 수험회수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예비 = 예비시험 합격      ○ = 신사법시험    △ = 현행 사법시험

  –  = 수험하지 않음       × = 수험 불가능

28)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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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사법시험제도의 구체화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신사법시험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의 법조양성검토회,29)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신사법시험 실시에 관한 연구조사

회, 사법시험위원회의 신사법시험문제검토회를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 신사법시험 실시에 관한 연구조사회30)

신사법시험 실시에 관한 연구조사회는, 2003년 2월 4일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12월 11일 연구조사의 성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연구조사회는,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 그룹과 과목별 워킹그룹으로 구성되

었다. 2003년 10월 7일 현재의 명부에 따르면,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 그룹

은 4인 : 1인 : 1인 : 1인(대학교수 : 재판관 : 검찰관 : 변호사)으로, 과목별 워

킹그룹은 공법계의 헌법 워킹그룹이 3인 : 1인 : 1인 : 1인, 행정법 워킹그룹이 3

인 : 1인 : 1인 : 2인, 민사계의 민법 워킹그룹과 민사소송법 워킹그룹이 각각 3

인 : 1인 : 1인 : 2인, 상법 워킹그룹이 3인 : 1인 : 1인 : 1인, 형사계의 형법 워

킹그룹과 형사소송법 워킹그룹이 각각 3인 : 1인 : 1인 :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워킹 그룹의 좌장(타카하시 히로시 [髙橋宏志]; 토오쿄오대학 교수) 및 각 법

률단위그룹의 主査는 모두 대학 교수 으며, 재판관은 주로 사법연수소 교관이었

다.

연구조사회의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할 법조의 像

○ 앞으로의 법조에게는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 폭넓은 교양과 전문적 지

식, 유연한 사고력, 설득․교섭의 능력 등 기본적인 자질에 더하여,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 인권감각, 첨단적 법분야와 외국법의 지식, 국제

적 시야와 어학력”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데, 이들 자질은, ‘프로세스’로서

의 새로운 법조양성제도 전체를 통해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 신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의 교육을 토대로 삼는 것으로 하고, 사법수습을 

29)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09yousei.html 참조.
30)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新司法試験実施に係る研

究調査会)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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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 법조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사법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는,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과의 유

기적 연대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시험실시의 바람직한 모습

○ 시험의 실시상 공통의 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험과목 마

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설계하는 것으로 한다.

3. 시험실시의 구조

1) 실시일정

○ 단답식시험 및 논문식시험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5

월 중순경까지 실시한다.

○ 합격 발표는, 매년 9월 초순경까지 한다. 또 합격 발표 이전에, 단답식시험

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공표하는 문제 등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2) 시험일정

○ 단답식시험 및 논문식시험의 일정은, 연속하는 4일간 정도로 한다.

○ 단답식시험에 관해서는, 3과목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현행의 방법이 아니

라, 각 과목에 관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4. 시험과목의 범위

○ 공법계과목, 민사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법무성령으로 시험범위

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하게 시험범위로부터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명시한다.

○ 선택과목의 시험범위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공법계과목과 민사계과목에 있어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법분야와 역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으로부터 출제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며, 출제범위는, 개정사법시험법에 규정된 각 과목의 분야에서의 출제

로서 적당한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한다.

5. 단답식시험의 바람직한 모습

1) 출제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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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답식시험에서는, 폭넓은 분야로부터 기본적인 문제를 다수 출제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적 추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 단답식시험에 관해서는, 출제의 형식을 다양화하고, 배점에 관해서도 과목

의 특성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배점, 시험기간, 문제수 등

○ 단답식시험의 배점은, 예를 들면 공법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100

점 만점, 민사계과목에 관해서는 150점 만점으로 하는 등, 공법계과목, 민

사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의 비율을 2 : 3 : 2로 한다.

○ 단답식시험의 시험시간에 관해서는, 3과목 합계 5-7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

법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1시간 30분 정도, 민사계과목에 관해

서는, 2시간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단답식시험의 문제수는, 출제형식과 각 문제에 대한 배점의 다양화를 전제

로, 공법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40-60문제 정도, 민사계과목에 

관해서는 60-80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단답식시험의 해답방식에 관해서는, 마크 시트에 의한 해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6. 논문식시험의 바람직한 모습

1) 출제의 바람직한 모습

○ 공법계과목, 민사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의 출제에 있어서는, 사례해석능력, 

논리적 사고력, 법해석․적용능력 등을 충분히 살필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론적․실천적 능력의 판정에 유의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비교적 장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출제하고,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긴 시간에 

걸쳐, 법적인 분석, 구성 및 논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31)

○ 동일 과목 내에서 복수의 법분야에 걸치는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출제하

는 것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문제를 고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선택과목에 관해서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각 과목의 출제범위의 바람직한 

31) 참고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만든 신사법시험 논문식시험문제의 안에 관해 별첨 <자
료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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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검토하는 동시에, 출제방법 등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공통의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택과목의 선정 결과나 법과대학원에서의 교

육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2) 문제수, 배점, 시험시간 등

○ 논문식시험의 문제수는, 각 과목 2문제로 한다.

○ 논문식시험의 배점은, 예를 들면 공법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각 

문제 100점 배점의 계 200점 만점, 민사계과목에 관해서는, 200점 배점의 

문제 1문제와 100점 배점의 문제 1문제의 계 300점 만점, 선택과목에 관해

서는, 각 문제 50점 배점의 계 100점 만점으로 하는 등, 공법계과목, 민사

계과목, 형사계과목 및 선택과목 사이의 비율을 2 : 3 : 2 : 1 정도로 한

다.

○ 논문식시험의 시험시간은, 공법계과목 및 형사계과목에 관해서는 4시간 정

도, 민사계과목에 관해서는 5-6시간 정도, 선택과목에 관해서는 3시간 정도

로 한다.

○ 논문식시험의 답안용지는, 출제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양을 배포하고, 그 범

위 내에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3) 논문식시험의 성적평가의 바람직한 모습

(1) 채점지침

○ 논문식시험의 채점에 있어서는, 사례해석능력, 논리적 사고력, 법해석․적용

능력 등을 충분히 살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논리적 구성력, 

문장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론적․실천적 능력의 판정에 유의

한다.

(2) 채점의 공평성․조정의 문제

○ 고사위원 간에 채점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안의 평가에 

관한 생각을 통일하는 방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사위원간의 채점격차를 

偏差値 등에 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하나의 답안을 복수의 고사위원이 채점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 격차를 조정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7.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종합평가의 바람직한 모습

1) 단답식시험에 의한 1차평가의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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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답식에 의한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얻은 자”의 판정은, 각 

과목 마다의 득점이 모두 최저 라인(이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 관해서는, 그

것만으로 불합격으로 하는 點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한 자에 관해, 

전 과목 합계의 득점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종합평가의 바람직한 모습

○ 종합평가는, 단답식시험의 득점과 논문식시험의 득점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의 득점에 관해서는,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비중을 

1 : 4 정도로 한다.

○ 종합평가의 판정에 있어서는, 위의 내용에 더하여, 논문식시험과목 마다 최

저 라인을 설정한다.

3) 기타

○ 논문식시험에 관해서는, 고사위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적정한 답안심사 

태세를 갖추도록 배려한다.

8. 기타 신사법시험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련된 사항

○ 시각장애자, 상체에 장애가 있는 자 등, 시험실시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수험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신사법시험문제검토회32)

신사법시험문제검토회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신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내

용에 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9일의 사법시험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위원은 각 과목별로, 즉, 공법계(헌법, 행정법), 민사계(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계(형법, 형사소송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경제법, 국제관계

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환경법의 각각에 대해, 조사회와 마찬가지로 법

학교수가 중심이 되고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가 참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사법시험문제검토회의 활동결과는 2004년 8월 2일의 사법시험위원회의 답신 

｢2006년부터 실시되는 사법시험에 있어서의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전문

적인 법률의 분야에 관한 과목)의 선정에 관하여｣에 1차적으로 집약되었다. 그 

32)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新司法試験問題検討会)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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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개정 후 사법시험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인 법률의 분

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함)으로서, 실무적인 중요성과 사회적 

수요의 강도, 법과대학원에서의 커리큘럼․교육내용과 과목개설 상황, 과목

으로서의 범위의 명확성과 체계화․표준화의 상황, 의견모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8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지적재산법

노동법

조세법

도산법

경제법

국제관계법(공법계) - 국제법(국제공법), 국제인권법 및 국제경제법

국제관계법(사법계) -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및 국제민사절차법

환경법

각 과목의 출제범위에 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

○ 위의 과목 이외의 과목에 관해서도,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

토하고,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에 관해서는, 새

로운 사법시험을 3회 정도 실시한 후, 그간의 시험의 실시상황(각 선택과목

의 수험자수, 난이도의 분포, 출제내용에 관한 독자성의 정도 등), 사법수습

의 상황 등도 감안하여,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에 관한 논란

2004년 10월 8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법무성이 2006년에 병행 실시되는 

현행 사법시험과 제1회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를 각각 800명씩으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에 관한 회장 

담화｣33)를 발표하여, 법과대학원이 법조양성을 위한 중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창

설되었다고 하는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병행실시 기간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는 

현행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을 법

과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로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33) http://www.nichibenren.or.jp/jp/katsudo/sytyou/kaityou/00/2004_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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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2006년에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착실하

게 줄여 나가서 2010년에는 수십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Ⅴ.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1949년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사법시험제

도를 출범시킨 이래, 시험과목과 문제수의 개선, 합격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했지만 결국 ‘젊고 실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

고, 그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2004년 4월 1일부터 ‘일본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제도를 출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신사법시험제도의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까닭에, 신사법시

험제도의 모습은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

고 있지는 못하며,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도 발견되고 있다. 합격자수의 

증원 정도 및 속도, 신사법시험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현행 사법시험과의 관

계, 예비시험과의 관계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남아 있다. 이들 과제

들은, 결국은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중핵으로 자리매김된 법과대학원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과대학원이 ‘새로

운 법률가양성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 모습의 내용

에 따라, 위의 과제들은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호사 자격시험의 설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

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자체의 구체화와 그 안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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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2004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단답식시험문제(헌법 발췌)34)

【헌법】

[No. 1] 아래의 A부터 E까지의 기술은, 모두가 위헌의 판단의 요지를 서술한 

것이다. 위헌판단의 방법으로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조합한 것은 어느 것인

가?

A. 본건의 중의원의원선거 당시에 있어서는,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의 선거

인수와 전국 평균의 그것 사이에 편차가 약 5대 1의 비율에 이르 고, 이 

격차가 나타내는 선거인의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가

지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초과하기에 이르러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정

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이유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본건 의

원정수배분규정의 아래에서의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인구수 사이의 비율

의 편차는, 위 선거 당시에는, 헌법의 선거권의 평등의 요구에 반하는 정도

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 형법 제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만에 한정하

고 있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보통살해에 관한 형법 제199조의 법정형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존속살해에도 형법 제199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C. 금전채권임시조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조정에 대신하는 재판은, 성질상 

비송사건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 바, 제1심, 제2심의 재판소가 순전한 소송

사건에 동조를 적용하여 조정에 대신하는 재판, 즉 강제조정을 한 것은, 헌

법 제82조, 제32조에 비추어, 위헌을 면하지 못한다. 

D. 縣知事가 참배료 등을 야스쿠니(靖國)신사, 고코쿠(護國)신사에 봉납함으로

써 초래된 현과 야스쿠니신사 등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제조건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되 

34)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第二次試験短答式試験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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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현이 행한 당해 지출은, 헌법 제2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종교활

동에 해당하여, 위법이다.

E. 약국의 개설 등의 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지역적 제한을 정한 약사법 제6조 

제2항, 제4항(이들을 준용하는 동법 제26조 제2항)은, 불량의약품의 공급의 

금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A C     2. B D     3. C E     4. D A     5. E B

[No. 6] 아래의 문장은, 국회 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것이다. 밑줄친 부분에 잘

못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몇 개인가?

국회 회의의 정족수에 관해서는, 兩議院 모두, 각각 그 총의원의 3분의 1로 정

하고 있는 바, ① 이 정족수란, 의결을 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의사를 개의할 뿐이라면, 이 원수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

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정족수에 관해, 총의원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 있으며, ②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을 개정하여, 총의원의 2분의 1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의원｣의 의미에 관해서는, 법정의원수설과 현재의원수설이 

있는데, 법정의원수설의 근거로서는, ③ 원래 3분의 1이라고 하는 작은 수로 정

해져 있는 것을 또 다시 완화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정족수가 회

의 도중에도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등이 생각될 수 있다. 

다만, 이 설에 대해서는, ④ 사망이나 사직에 의해 의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차점 후보자 던 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족수가 변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⑤ 위의 정족수는, 본회의에 관한 것이고, 위원회 등의 정족수에 관해서

는, 법률이나 각 의원규칙으로 이것과 다르게 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로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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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존속살해 처벌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최고재판소 昭和 48년 4월 4

일 대법정판결(刑集27卷3號, 265면)에서, 재판관의 견해는, 아래의 A부터 C까지

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後記의 文章群의 (1)부터 (6)까지의 기술은, 그 중 어느 

견해로부터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 또는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 기재되어 있는

데, 그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A. 존속살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자체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B. 존속살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은 합헌이지만,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그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심히 균형을 잃

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C. 존속살해 처벌규정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도,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에 있

어서도, 전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文章群>

(1) 형법과 같이 사회생활상의 강행규범으로서 가치관과 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본법규에 있어서는, 시대의 진운,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수반하여 헌법상의 문

제를 내포하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판소는, 당해 규정의 불합리성

이 헌법의 특정의 조항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입법부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

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위헌을 宣明할 책무를 가진다.

(2) 존속살해 처벌규정은, 대일본제국헌법 시대에 특히 중시된 소위 ‘家’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일종의 신분제 도덕의 견지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가치의 평등을 기본적인 입각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저촉되는 것이라는 의심이 극히 농후하여, 그 자체가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

된다.

(3) 존속에 대한 존중보은은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도의이고, 이와 같은 자연적 

애정 내지 보편적 윤리의 유지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이와 같

은 애정에 의한 결합관계가, 직계의 존속과 비속 사이에 만이 아니라 부부나 형

제자매 등의 친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존속살해에 관해서만 차별적 

취급을 할 합리적인 근거로는 될 수 없다.

(4) 존속에 대한 경애․존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자연발생적인 것이

다. 존속살해 처벌규정은, ‘家’제도와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

은 물론이고, 특히 이러한 제도가 폐지된 일본국헌법 아래의 오늘날에는, 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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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련으로부터 발생할 폐해를, 강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5) 존속살해만이 아니라 기타의 친족관계에서의 살인에 관해서도 형을 가중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구체적 쟁송에 있어서의 헌법판단으로서는, 존속

살해 처벌규정의 합헌성만을 검토하면 족하다.

(6) 존속살해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본래, 입법부

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근본원칙인 

3권분립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다.

1. (1)은, C의 견해로부터 B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며, (6)이 이에 대한 반론이다.

2. (2)는, A의 견해로부터 C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며, (5)가 이에 대한 반론이다.

3. (3)은, A의 견해로부터 B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며, (5)가 이에 대한 반론이다.

4. (4)는, A의 견해로부터 C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며, (2)가 이에 대한 반론이다.

5. (6)은, C의 견해로부터 B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며, (3)이 이에 대한 반론이다.

[No. 16] 아래의 문장 1부터 4까지의 공란 안에 後記 A부터 I까지의 문장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넣으면,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학생 갑과 학생 을의 회

화가 된다. 어느 공란에도 들어가지 않는 문장의 기호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조

합은 어느 것인가? (동일 번호에는 동일한 기호의 문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한

다.).

학생 갑 : 최고재판소는,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지

가 문제가 된 사건의 판결(平成7年2月28日 第3小法廷判決․民集49卷2號, 639면)

에서, 제1점으로서, 헌법 제15조 제1항의 공무원선정파면권의 규정은 권리의 성

질상 일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점으로서, 헌법 제9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민이란 [ 1 ], 제3점으로서,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로부터, 

주자 등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을 : 그러면, 최고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의원의 선거권을 주자 등에게 부여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는, 위헌

이 되는 것입니까?

학생 갑 : [ 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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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을 : 제1점에서, 일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학생 갑 : [ 3 ] 때문입니다.

학생 을 : 제3점에 관해, 제2점에서 [ 1 ]이라는 견해를 도출한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학생 갑 : [ 4 ]라고 생각합니다.

A. 조치를 강구하는지의 여부는, 지방공공단체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위헌

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B. 국민주권원리에 있어서의 ‘국민’이, 일본국적 보유자라는 것은, 헌법 제10조

로부터 명백하다

C. 제2점에서는, 헌법 제15조 제1항의 국민과 제93조 제2항의 주민이, 반드시 

모두 다 일본국민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다

D.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주자 등이고 그 거주하는 구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 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E. 최고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당연의 법리’에 의해, 헌법전문의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

F. 오로지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G.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일본국민을 의미한다

H. 제2점의 [ 1 ]이라고 하는 견해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가 국가의 통치기

구의 불가결의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을 중시하고, 헌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가, 

헌법 제8장의 주민의 해석에도 미친다고 하는 전제에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3점

의 결론과의 이론적 관계가 문제가 되어, 모순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I. 최고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전문 및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국민

주권원리에서의 ‘국민’이란, 일본국적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1. A C E     2. B D F     3. C E G     4. D F H     5. E G I

정답) No. 1 - 5 No. 6 - 3 No. 14 - 3 No.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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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2004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논문식시험문제35)

【헌법】

제1문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친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는, 어린이에 대한 일정

한 성적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청구자가 거주하는 

市町村 안에 사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얼굴사진을, 청구자에게 開示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할 때, 이 법률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논하라.

제2문

공직선거법 제10조는,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중의원의원에 관해서는 연령 

만25세 이상인 자, 참의원의원에 관해서는 연령 만30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

다. 이 규정의 헌법상의 문제점을 논하라.

또, 동조를 개정해서,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모두 연령 만35세 이상인 자

로 할 경우에는, 헌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논하라.

【민법】

제1문

A와 B 사이에, A 소유의 토지 위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해, 청부

대금을 2,000만엔으로 하고, 선불금 1,000만엔은 계약체결 시에, 잔금 1,000만엔

은 건물 인도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한다는 약정으로 청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

안에 관해, 아래의 질문에 답하라. 단, 각 질문은 독립된 질문이다.

1. A는, B가 행한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불완전하다고 하여, B에게 공사의 追

完을 요구했으나, B는 기초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후의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하고 있다. A는 B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2. A는, B에게 계약금 1,000만엔을 지불하고, B는 약정기일까지 건물을 완성

35)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資格試験․採用試験―第二次試験論文式試験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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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A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지붕의 방수공사 부실 때문에, 인도 후 1주일째의 

큰 비에 의해 건물의 2층 서재에 비가 새서, 서재 안의 A 소유의 컴퓨터 등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비가 새서 생겨난 컴퓨터 등의 손해를 50만엔, 지

붕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엔으로 하는 경우, A는 B의 청부잔대금 청구

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제2문

A는, B에게 2,000만엔의 금전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서 B의 부친 C가 소유하

는 갑 부동산(시가 2,500만엔)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취지의 등기를 

했다. B는 지불기한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다.

그 후, C는, 이 저당권의 실행을 피하기 위해, A에 대해 여러 차례에 나누어 

합계 800만엔을 B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동시에, 남은 채무도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A는 그 말을 믿고 B에 대해 상기 대금채권에 관해 

특별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불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 다

른 한편, 그 사이에, C에 대해 D가 1,000만엔, E가 1,500만엔의 금전을 대부하

고, 그 담보로서, 갑 부동산에 대해 각각 D가 제2순위, E가 제3순위의 저당권을 

설정받고, 둘 다 그 취지의 등기를 했다.

이상의 사실관계 아래에서(C가 무자력인 경우도 상정할 것), A가 갑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제1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 E는 어떤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 A는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지

적하고, 각각에 관해 고찰을 추가하라.

【상법】

제1문

P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제3자할당의 방법으로, 거래처 Q주식회사에 대해, 

발행가액 50엔으로 대량의 주식을 발행했다. P사 주식의 주가는, 과거 1년간 

1,000엔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는데, 이 신주 발행에 의해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 

이르 다. 그런데, 이 신주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주주총회

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

P사의 주주 B는, 상법상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주주 발행 사항의 공시

(상법 제280조 3의 2)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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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A주식회사의 이사인 갑은, A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던 부친이 사망한 때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의사록을 작성하여, A

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취지의 등기를 했다.

갑은 발행인을 ‘A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하고, 수취인을 B로 하는 약속어

음을 B에게 발행했다. 나아가, C는 이 어음을 배서에 의해 B로부터 취득했다.

C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 대해 어음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형법】

제1문

갑은, 교제하고 있던 A로부터, 돌연 갑의 친구인 을과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

기와 함께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노하여, A에 대해 살

의를 품기에 이르 다. 그래서, 갑은, 자택인 맨션에 귀가하는 A를 뒤쫓아, A의 

집 현관에서 A를 습격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A의 복부를 1회 찔 다. 그러나, 

갑은 A의 출혈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큰 일을 저질 다고 후회하여, 타올로 지

혈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알리려고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칼에 찔린 A의 

비명을 듣고 집 안쪽 방으로부터 현관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을은, 최근 A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죽어버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현관

으로 나가 당황하고 있는 갑에게, 119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19 통보를 했으니, 뒷일은 맡겨라. 너는 도망치는 게 좋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갑은 을의 말을 믿고, 을에게 “아무쪼록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그 곳으로부터 도망쳤다. 을은, A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밖으로 나갔다. A는 

그대로 방치되면 출혈사할 상황이었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옆방에 거주

하는 B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어, 생명을 건졌다.

갑 및 을의 죄책을 논하라(특별법 위반에 관해서는 제외한다).

제2문

갑은 A와의 사이에 자기가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토지를 1,000만엔으로 A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대금 전액을 수취했다. 그런데 갑

은,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전에, B로부터 그 토지를 1,100만엔에 매수하

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B에게 매각하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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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고, B와의 사이에, A에 대한 매각의 사실을 알리지 않

고 제안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대금 전액을 수취했다. 그러나, 갑과 

A 사이의 매매 사실을 알게 된 B는, 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전에, 갑과

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 갑은 이에 응하여 B에 대해 수취한 1,100만엔을 반

환했다. 그 후, 갑은 C은행으로부터,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0만엔의 융

자를 받고, 그 취지의 등기절차를 밟고, 나아가 위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을

과의 사이에, 그 토지를 800만엔으로 을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

고,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

갑 및 을의 죄책을 논하라.

【民事訴訟法】

제1문

변론주의 아래에서의 증명책임의 기능에 관해,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의 

입증활동에 대한 규율에 관해 언급하면서, 논하라.

제2문

X는 Y에 대해, 200만엔의 임금채권(갑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 는데, Y는, X에 대한 300만엔의 외상매출금채권(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의 相殺을 주장했다.

이 사례에 관련된 아래 1부터 3까지의 각 경우에 관해, 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의 기판력에 관해 논하라.

1. 재판소는, 갑 채권 및 을 채권 모두가 존재하고, 또 相殺適狀에 있다는 것

에 관해 심증을 얻었다.

2. X는, “소제기 전에 을 채권을 전액 변제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갑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 및 을 채권이 존재했지만 그 전액에 관해 변제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관해 심증을 얻었다.

3. X는, “갑 채권과는 별도로, Y에 대해, 300만엔의 立替金償還債権(병 채권)

을 가지고 있고, 소제기 전에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 채권과 對當額으로 

相殺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갑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을 채권 및 병 채

권 모두가 존재하고, 또한 상살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살적상에 있었다는 것에 

관해 심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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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

제1문

경찰관은, 피의자 갑 및 을에 관해, A를 나이프로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았다

는 취지의 강도 피의사실에 의해 체포장을 발부받았다.

1. 경찰관은, 갑을 체포하기 위해 그 자택을 찾았으나, 갑은 부재중이었고, 동

거하고 있는 갑의 처로부터, 갑이 곧 귀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관은, 처

에게 체포장을 제시한 다음, 갑의 집 안을 수색하고, 갑의 거실에서 나이프를 발

견하여 압류했다. 이 수색압류는 적법한가?

2. 경찰관은, 을의 근무지에서 체포장을 제시하여 을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을

이 사용하고 있던 책상서랍 내부를 수색하여 각성제가 든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

다. 경찰관은 이것을 압수할 수 있는가?

제2문

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갑과 을은, 공판정에서, 둘 다 공

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은, 갑이 수사단계에서 경찰관 A에 대해 “을과 

함께 방화했다”라는 취지를 서술한 공술조서의 취조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갑

과 을 각각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심리 결과, 경찰관 A의 취조 중, 부인

하고 있던 갑에 대해, A가 “갑과 을이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

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갑의 上記 공술이 이루어졌다는 사

실이 판명되었다.

1. 이 공술조서를 갑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는가?

2. 공소사실에 관한 갑의 피고인질문이 행해지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고 하자. 

이 공술조서를 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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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일본변호사연합회 신사법시험 논문식문제案(형사계)36)

[설문]

아래의 문제문을 읽고, 본건의 담당검찰관으로서, A 및 B를 어떤 죄명으로 기

소해야 할 것인지, 실체법상․절차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하라. 단,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에 관해서는 다룰 필요가 없다.

[문제문]

A는, 자산가인 X의 집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X의 일가가 주말 저

녁 무렵부터 심야에 걸쳐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A

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절도의 계획을 제안하고, B가 혼자서 X의 집에 

절도를 위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침입경로와 절도의 순서, 수단에 

관해서는 모두 B의 판단에 맡겼다. 그리고, A는, B가 일상적으로 호신용으로 칼

날의 길이가 10센티미터를 훨씬 넘는 접이식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는, 주말의 범행 당일 오후 10시경, X의 집의 주방출입구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분간 집안을 물색하여, 1층 거실에서 순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그 직후, 생각지도 않게 X 일가(4명)

가 귀가했다. B는, 황급히 X의 집 1층의 창고에 몸을 숨겼다. B는 다음날 오전 

4시경, X 일가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숨긴 곳에서 나와, X의 집

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1층 주방에서 식탁 다리에 걸려 소리를 내어, 

옆방에 있던 X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B는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로, 다가

오는 X를 위하하여 도주하려고 했으나, X는 그것에 겁내지 않고 B를 덮쳐 B의 

양팔을 뒤로 비틀어 잡았다. 그 때, X는 B가 휘두른 나이프에 의해 왼팔에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 후 B는 틈을 노려 도망쳤다.

B가 도망친 직후, X와 B가 다투는 소리 때문에 깨어난 집안 사람들이 경찰에 

통보했고, 달려온 경찰관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오전 5시 30분경, X의 집으로부

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24시간 업의 상점 부근에서, B를 발견했다. B가 빈 

손으로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 3명은, 그곳에서 B를 

36) http://www.nichibenren.or.jp/jp/katsudo/sytyou/iken/data/2003_53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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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직무 질문을 시작하는 동시에, 그 중 1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B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를 더듬은 결과, 접이식 나이프가 발견되고, 혈액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관은 그곳에서 B를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

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그 때 B의 신체로부터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그 후, B는 동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구류되었다. B는, 이 구류기간 중, 오로지 

X의 집에 절도를 위해 들어간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B는, 체포 당시부터, 접

이식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인정했지만, X의 집에 절도를 위해 

들어간 것에 관해서는 당초 부인했다. 그러나, B는 최초의 10일간의 구류기간 만

료 직전에, 담당검찰관으로부터 구류기간을 다시 10일간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들

은 후에, 자신이 금품을 훔칠 작정으로 X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 다.

검찰관은, B의 구류를 다시 10일간 연장하고, 계속해서 X의 집에서의 절도의 

건으로 B를 추궁한 결과, B는 X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휘두

르며 X 본인과도 다투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본건은 원래 A와 둘이서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A와 계획을 세운 경위에 관해 상세하게 공술했다. 

또, B의 공술에 기초해 수사한 결과, B가 체포된 상점 옆의 수풀에서 X의 목걸

이가 발견되었다.

B는, 구류연장기간 만료 직전에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의 피의사

실에 관해 벌금 20만엔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석방되었고, 곧바로, X의 집에 절도

를 위해 들어간 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A는, B의 공술 등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체포․구류되었다.

A는, 체포․구류기간 중,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했지만, 담당검찰관은, 수사

를 한 결과, A가 B와 함께 X의 집에 절도를 위해 들어갈 계획을 추진한 것(전

술한 대로)에 관한 증거로서 A의 지문이 묻은 주택지도를 수집하고, A 및 B 모

두에 대해 공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참고)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제22조 “누구라도, 업무 기타 정당한 이유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內閣府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칼날의 길이 6센

티미터를 넘는 칼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단,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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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칼날의 길이가 8센티미터 이하인 가위 혹은 접이식 나이프 또는 이들 칼류 

이외의 칼이고, 政令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형상의 것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동법 제32조 “아래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4호 이외에는 생략).

제4호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