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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

1)

吳 守 根**

1. 서론

1.1. 법학교육에 한 반성

법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은1) 학교, 교수, 학생에 따라 편차가 많지만, 지

까지의 법학교수법은 법률가로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잘 처리하기 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비 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이 나타난 것

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야 법률가가 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실무가 이 에 우

선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박한 실  요구도 그 원인이지만, 법학교수로서

도 법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해 어떤 교수법을 용해야 할 것인지에 

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던 을 무시할 수 없다. 

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법학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고, 법학공부 방법은 기본서

를 수회 통독하고 통설․ 례를 외우는 것이고, 신림동은 사법시험공부를 의미하

는 것이 상식이었다. 법학공부가 재미없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 쪽

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설사 학생 쪽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법체계상 불가피

 * 이 글은 2006. 10. 20 (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BK21 법
학연구단이 후원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
모색｣에서 발표한 것을 가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연구를 위해 조언을 해 주신 이현주 박사님과 최희경 교수님 그리고 모의수업에 
참여한 민휘경, 박한나, 안나현, 윤보미, 김미소, 안은선, 정지연, 한지혜양에게 감사드
립니다.

 1)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교수학습법
(teaching and learning method)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 교수법이라고 할 
때에도 이에 상응한 학습법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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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법학교수에게 가르치는 일보다는 연구나 사회 사가 더 

높은 덕목이고, 학생들이 법률가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교수의 가르치는 

행 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일은 드물었다. 문직업인을 양성하기 한 교육이라

기보다 법학이라는 학문을 한 교육에 치우쳐 있었던 도 부인하기 어렵다. 

법학공부에 한 학생들의 반응은 일반 으로 비 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공 첫째 학기를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고 재미없는 법학공부에 실망

한다. 많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자신의 지  무능이나 게으름에 있다고 생각한

다. 법률공부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선배들의 말이 안이 될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소수의 인

원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이 법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문가

의 능력이 문가로 활동하면서 상호 경쟁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결

과에 따라 문가로서의 능력이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정상 인 교육이 불가능하

다는데 공감하는 이가 많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 법의 구조가 처음 근하는 데 어렵게 짜여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제정법 심의 법체계에서 제정법이 추상  법률개념으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그 추상  법률개념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률규정을 읽을 

수 없다. 더욱이 민법, 상법, 형법 등 근간이 되는 법률에서 총칙을 먼  배우게 

되는데 총칙을 공부하면서 많은 학생들은 좌 을 경험한다. 총칙화가 갖는 문제

의 하나로 이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2) 추상  념을 먼  학습하는 것도 어

렵고, 실제 법률문제를 풀 때에는 각칙을 먼  생각하면서도 공부할 때는 총칙을 

먼  배우게 된다. 총칙화는 입법자나 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체계 인 

술이 될 수 있지만 학자나 일반인에게는 법률에 근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

인 것이다. 

이러한 실에 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한 노력이 있어 왔다. 기존 교과

서의 내용과 분량, 교과과정의 편성순서, 강의내용의 순서, 강의방식 등에 한 

문제 이 여러 차례 지 되고 그 개선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3)

 2) 김동훈, “민법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2권 제2
호(2002) 42면.

 3) 양창수, “민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民事法學 제17호(1999); 김정오, “법조인양
성제도의 개혁: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24호(2003); 丘在君, 
“法學專門大學院制度의 導入과 法學敎育方法,” 法學論叢 제27집 (2003); 한국법학교수
회 심포지움(2002. 4. 13. 민법-한웅길, 2004. 1. 9. 형법-하태훈, 행정법-은숭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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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주제인 교수법과 련해서는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의 

안으로 미국 법과 학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case method나 problem method가 소

개되었지만4) 장에서의 용과 그에 한 실증  평가는 아직 보고된 바 없

다.5)  법학교육에서 례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학설소개를 심으로 이루어

지던 강의에서 례를 다루게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례 분석을 통해서 법  

추론능력을 훈련하기보다는 례를 가장 권  있는 는 학설의 최종 심 자로 

받아들이고 이를 암기하게 되었다.6) 이는 법학교육에서 례의 역할에 하여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데, 사법시험에서 례의 결론을 직  

물은 것은 례의 역할에 한 몰이해를 단 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법학 학원이 도입되면 반드시 법학교수법이 달라져야 하거나, 법학 학원이 

도입되어야 법학교수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학 학원의 도

입으로 졸업생의 부분이 법률가로 활동하게 되면 법학교육의 성패는 배출된 

법률 문가의 역량으로 평가받게 되므로 법학교육의 학습효과에 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학 학원의 도입은 법학교수법에 해 고민하고 비할 

충분한 계기가 된다고 본다. 

최완진, 사회법-이상광); 2002. 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움(헌법-정재황, 민법-
김동훈, 형법-이상돈, 상법-오수근, 행정법-박정훈, 법철학-최봉철)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는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2권 제2호(2002)에 게재; 최성경, “법학
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法과 政策硏

究 제5집 제1호(2005.6); 이용중, “개방화 시대의 법학 교수법 및 교재개발 방안,” 법
과 사회 제29호(2005);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
견,”동아법학 제37호(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12); 권혁재, “법학 전문 대학원의 
수업 방법,” 法學論攷 제2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2); 제5회 한국법률가대
회 “법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6. 10. 27-28. 헌법-김상겸, 국제법-김한택, 행
정법-오준근, 민법-명순구, 민사소송법-임치용, 가족법-김상용, 형법-정현미, 형사소송법
-이완규, 법철학-오세혁, 노동법-이희성, 경제법-이호영, 지적재산권-이대희, 증권금융법
-정순섭), 

 4) 일본 사법개혁에서도 수업방식을 일방적 강의에서 교수-학생간의 양방향간, 학생간의 
다방향간 수업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위원회, “21세기 일
본을 지원하는 사법제도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권고안”(2001.6.12), 제3장 제2
부 2(2). 

 5)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는 2005. 11. 11. 로스쿨 교수법 시연회(상법-오
수근, 민사소송법-김인호, 헌법-최희경)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시연회에서는 다양한 교
수방법을 활용한 실제의 수업을 보여주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6) 이토 마코토 교수는 이를 “통설판례의존증후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법과대학원에
서의 교육방법,” 上智大學 法學大學院 개설기념강연(200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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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의의 내용과 연구 방법 

법학교육에서 통 인 강의방식에 한 안으로7) 외국에서는 이른바 이스 

메소드(case method)와 사례연습방식(problem method)이 채용되었고 우리나라에

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8) 그런데 의과 학에서는 문제 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종래에는 의학교육이 기

의학교육을 받은 후 임상교육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게 기 와 임상

을 양분한 의학교육에 해서 학생들이 기 의학공부에서 무조건 암기한 내용이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 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이 기 의학교육과정에서부터 환자진료에 필요한 사항

을 자신이 직  단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문

제 심학습법이라고 한다.

문제 심학습법은 실제 환자의 상황을 놓고 이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과

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사례풀이방식과 유사하지만 이미 학습한 내

용을 실제에 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학생 스스로가 

찾아서 학습하게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에서는 문제 심학습법을 법

학교육에 용할 수 있는지, 용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앞서 시한 세 가지 체방식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각각의 특성을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문제 심학습을 이용한 모의수업(두 과목당 한 문제를 4

명의 학생들이 4회의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의 내용을 기술하여 문제 심

학습이 법학교육에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어서 문제 심학습을 

통한 법학공부에 해 모의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필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모

의수업은 다른 교수방법과 통제된 상태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 강의방식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강의방식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
다. 그러나 강의방식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법학교육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8) 대학교육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이라는 개념은 강의방식의 대안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 발견학습이란 수
용학습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적활동으로서 학습자의 
개념체계에 발전적 변화를 수반하는 학습으로 정의된다. 배종수/강완, “발견학습의 지
도에 관한 연구,” 과학과 수학교육 논문집 제19집(1993). 수용학습에서는 교사가 학습
될 내용을 최종형태로 전달하고 학생은 이를 단지 내면화하고 통합하는데 반해, 발견
학습에서는 학습내용이 발견되고 발견된 내용이 내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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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참여학생과 필자의 찰을 

바탕으로 분석과 평가를 한다. 결론으로 문제 심학습법이 법학에서 갖는 장 과 

단 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강의의 체수단 

2.1. 용어들

개념과 원칙을 교수가 일방 으로 학생에게 설명하는 강의방식을 체하는 방

법으로 이른바 Case Method, Problem Method, Problem Based Learning 등이 활

용되고 있는데 그 역어가 혼용되기도 하고 부 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Case 

Method를 례연구나 사례연구 등으로 부르는데 그 내용이 례를 분석하는 것

이므로 ‘ 례분석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Problem Method는 례가 아닌 가상

의 사례를 이용하여 이를 풀이해 가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

리키므로 ‘사례풀이방식’으로 번역한다.9) Problem Based Learning은 ‘문제 심학

습법’으로 번역되어 이용되고 있다. 사례를 이용한다는 은 사례풀이방식과 같

으나 배우지 않은 사례를 주고 학생 스스로가 배울 항목을 정하여 학습한다는 

에서 사례풀이방식과 차이가 있다. ‘문제 심학습법’이라는 용어가 이런 특징을 

잘 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학 분야에서 이미 정착된 용어이므로 일단 이 

에서는 ‘문제 심학습법’을 그 로 사용하기로 한다.10) 

2.2. 례분석방식 (Case Method)

 9) 한봉희 교수는 problem method를 ‘문제해결식 교육방법’으로 소개하고, 조상혁 교수
는 역어 없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problem을 사례 또는 문제로 번역하고 있
다. 한봉희, “법학교육방법론의 재검토,” 논문집 제12권(충남대 법률행정연구소, 
1984); 조상혁, “미국법학교육방법의 변천과정,” 앙법학 제7집 제1호 (2005.2) 381
면.

10) ‘Case Study’라는 용어는 법학교육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경영학 교육에
서 개념의 설명이 아닌 가상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방식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중심학습법과 구별하기 위해 ‘사례연구’로 부르
고, 또 양적연구(quantitative study)에 대비되는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 방식의 하
나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례분석’으로 부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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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하버드 법학 학원의 랑델(Christopher Columbus Langdell)학장이 례

분석방식을 면 으로 도입하기 까지 미국 법학 학원에서 교수와 학습은 

“강의와 교과서”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듣고11) 례에서 법원칙을 도출

해 놓은 교과서를 읽는 것이 법학공부 방법이었다.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를 읽는 

행 는 기본 으로 수동 이고 학생들이 교수에게 의견을 말하는 일은 거의 없

었다. 이러한 교육상황은 직업학교인 법학 학원을 학사회에서 이류로 여기게 

만들었다.

랑델학장은 법학 학원이 법을 과학으로 공부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는 학의 다른 공들이 연구 상을 과학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그는 상 심 결을 새로운 과학의 상으로 결집을 모아둔 도서 을 실

험실로 삼은 것이다. 마치 생물학에서 쥐를 해부하여 생리학을 공부하듯 랑델학

장은 법의 운 원리를 알기 해 상 법원의 결을 쪼개 보려는 것이다. 

례분석방식은 원래 법률가를 더 잘 양성하기 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아

니었고 법학을 학문으로 만들기 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었다.12) 그 결과 법

학 학원은 학사회에서 ‘학문’의 권 를 인정받게 되었다. 즉 학문  배경이 

없는 실무가들이 학생을 가르치던 직업학교에서 법이라는 과학(science of law)을 

하는 문 학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례분석

방식은 결국 미국 법학 학원의 주류 인 교수학습법이 되었다. 례분석방식이 

교육방법으로도 이 과 비교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는 에는 체로 동의한다.

례분석방식에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문답을 통해서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 

자신의 주장을 표 하는 법, 례를 읽고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러한 것은 

일방 으로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외우는 것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 강의방식에

서도 법원칙을 가리키지만 례분석방식에서는 법원칙에 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훈련은 실무에서 사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례분석방식은 법원칙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를 고려하는 훈련을 하

는데도 유용했다. 

례분석방식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해당 례와 련된 질문(사실 계, 쟁 , 

법원의 단, 그에 한 학생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시키므

11)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의 수는 교수보다 판사나 실무 변호사가 더 많았다.
12) Myron Moskovitz, “Beyond the Case Methods: It's time to Teach with Problems”, 42 

Journal of Legal Education 241, 241-14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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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문답법(Socratic Method)라고도 부른다. 특히 가상 인 질문(What if 

question)을 통해 학생들은 례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논리 으로 볼 때 례를 분석하는 것이 문답법과 항상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례분석이 강의식으로 진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랑델학

장은 례분석을 문답법으로 진행하 고13)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문답법은 

례분석방식의 필수  요소로 이해되었다.14)

랑델학장에게 법학교육의 목표가 법률실무가를 키우기 한 것이었는지는 분

명하지 않다. 부분의 학생이 실무 변호사가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오히려 

많은 학생이 법학교수가 되는 것을 기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 분석을 통해

서 원칙을 통달하는 것이 실무에서 새로운 상황에 법원칙을 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미국 법학 학원의 교육이 주로 례분석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교

실에서 실제로 그런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미 1942년 미국 법학 학원

회의 한 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일이 있다.

“ 례분석방식에서 학생들은 례의 결론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이나 가상 인 상황에 련된 법원칙을 비 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례분석방식의 상당 부분이 실제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례를 읽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권  있는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고, 각 례들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고 있어, 

교육은 가장 요한 목에서 멈춰버린다.”15)

즉 실제로는 많은 경우 교수가 학생들에게 례의 결론을 묻고 학생들이 이를 

제 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랑델학장이 생각했

던 례에 한 분석은 없다. 이 게 수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부분의 학생들이 

13) Socratic method를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이 소크라테스가 된 것과 같은 착각을 한 것
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14) 판례분석방식(case method)의 요소를 두 가지로 요약하여, 첫째 상급심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둘째 문답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Anthony 
Kronman, “The Socratic Method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Imagination,” The 
Lost Lawyer (Harvard Univ. Press, 1993), p.109.

15) Report of the Committee on Teaching and Examination Method, Handbook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p.8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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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기술할 법원칙만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3. 사례풀이방식 (Problem Method)1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례분석방식은 법원의 결(주로 상 법원의 결)을 

분석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반해 사례방식은 가상 인 사례를 학생이 

해결해 나가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다.17) 사례풀이방식에서 학생들은 실제 

법률가처럼 행동한다. 즉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법원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받은 사건에 용하는 훈련을 한다. 사례풀이방식에서 교수나 

학생 모두 좀 더 실무 지향 이 된다. 

가상 인 사례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가져올만한 내용의 여러 가지 복잡한 

쟁 을 담고 있다.18) 사례는 여러 유형 즉 소송, 상, 법률문서작성(drafting) 

는 기획(planning)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진다.  사례는 법학의 분야 

에서 복수의 분야에 걸친 쟁 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특정한 당사자, 

즉 사, 변호인, 입법자, 고문, 기획자 는 재 연구 의 치에서 사례를 풀게 

된다. 사례에 따라서 학생들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당사자가 

되어 변론을 하기도 하고, 사의 역할을 해 보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 사례를 풀기 해서 련된 결이나 법령을 조사한다. 학생들이 

례나 법령의 내용에 해 제 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수는 례분석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례와 법령을 학생들과 함께 분석한다. 그리고는 다시 사례로 돌아

간다. 사례가 수업시간 토론의 심이 된다. 교수는 학생들이 복잡한 사실 계를 

분석하고, 법 인 틀 안에서 쟁 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심사항을 해결하기 

한 에서 련된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사례의 사실 계에 용하도록 도와

다. 

학기말에 학생들은 사례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학생들은 학기 동안 그런 사례

16) 사례풀이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은 각주 12)의 Moskovitz의 논문을 참조. 이 논문
에는 사례풀이방식으로 진행한 수업의 실례가 기술되어 있다. 

17) Moskovitz는 판례분석방식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한다. “당신 아들이 고등학교에
서 테니스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시간 내내 테니스 경기에 대한 규칙을 배우고 유명
선수의 경기장면을 시청하면서 분석할 뿐 실제 테니스 연습은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말시험에서는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Moskovitz, 앞의 
논문, 259면. 

18) 판례분석방식에서 가상적인 질문은 한 두 개의 쟁점만 담고 있는데 반해 사례풀이방
식에서 사례는 더 복잡하고 더 실제적이다. Moskovitz, 앞의 논문,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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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를 풀 수 있고  시험이 그 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기 에 사례를 열심히 풀 동기부여가 된다. 즉 학습과 평가가 연

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사례풀이방식은 소규모 강좌에서는 물론 100명 정도까지의 규모 강좌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사례풀이방식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부분 항목별로 사례

를 제시하고 련된 례나 법령을 수록하고 있다. 보통 교재를 사용하는 교수에

게는 자가 작성한 “교사 지침서(teacher's manual)”가 제공된다. 이 지침서에는 

각 사례에 한 분석, 련 례의 요약, 그리고 교수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에 한 안내가 담겨있다.

사례를 풀어가면서 교수는 자신이  생각해 보지 않은 을 제기하는 학

생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례풀이방식에서 

교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풀이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을 생각하

면 겁낼 필요는 없다. 실수를 하고 쟁 을 간과하는 것도 풀이과정의 일부이다. 

실무변호사들이 혼자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들은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

으면서 일한다. 교실에서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 은 사례풀이방식에 의한 수업의 진행순서와 내용을 시 으로 기술한 

것이다.19)

① 먼  학생들에게 수업 에 사례에 한 분석결과를 요약해 오도록 숙

제를 다. 수업이 시작되면 지명된 학생은 요약 정리한 것을 읽고, 

교수는 이를 칠 에 기재하고 학생 체에게 이를 비 하게 한다. 처

음에는 이 과정이 시간이 조  걸리지만 차 효율 으로 진행된다. 

② 앞의 과정에서 발표하는 학생이 틀리거나 논거가 약한 것을 이야기했

더라도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칠 에 는다. 그리고 나서 학

생 체가 이를 비 하여 바로잡게 한다. 수업 에 학생들이 어느 정

도 당황해 하는 것은 그 로 두지만 수업을 마칠 때에는 아주 명확한 

아웃라인을 갖도록 한다. 

③ 이러한 순서는 경우에 따라 조 씩 달라지기도 한다. 가끔 교수는 논

의할 주제에 한 역사 인 측면을 먼  강의하기도 한다.  사례가 

어려운 경우에는 례분석방식에 따라 먼  련 례를 분석하기도 

19) Myron Moskovitz, “The 'Problem Method' of Teaching Law” 와세다대학교 제3회 공
개강연회 원고(200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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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정학생들에게 사례에 해 변호인의 에서 주장해 보라고 

숙제를 주기도 한다.

앞서 언 한 1942년 미국 법학 학원 외의 한 원회는 사례풀이방식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례풀이방식에서 법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일 

뿐이다. 목표는 다양한 사회가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늘 새로운 문제를 히 

해결하는 것이다. ‘사례풀이방식’은 법학교육을 원래의 사명에 다시 맞추는 교

육  수단이다. 사례풀이방식의 장 은 학생들로 하여  련된 자료를 새로운 

상황에 용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례와 법령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활용할 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더 효과 이라는 이다.”20)

미국 법학 학원 회의 1966년 보고서는 사례풀이방식의 장 으로 다음의 다

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사례풀이방식은 법률가가 법을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둘째, 사례풀이방식은 기획과 자문(advising)을 교육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사례

풀이방식은 학생들이 고려할 상을 넓  다. 넷째, 사례풀이방식은 례법이 

하지 않은 역(주로 입법이 있는 역)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다섯째, 

사례풀이방식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21)

사례풀이방식은 미국 법과 학원에서  더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22) 그 이유는 종래의 례분석방식이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성, 략  

사고 그리고 재무  단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실무계의 비 이 계속되었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실제 인 사례를 풀어가며 법률공부를 할 필요가 있

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2.4. 문제 심학습법

2.4.1. 개  

20) Report of the Committee on Teaching and Examination Method, Handbook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pp.87-88(1942).

21) Report of the Committee on Teaching Method, the Problem Method, 1966: Survey 
and Appraisal, Proceedings of the 1966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Part One) pp.206-211 (1966).

22) 2006. 5. 7. The Boston Globe는 하버드 법과대학원의 교과과정 개편과 사례풀이방식
의 도입을 보도하고 있다. 



2006. 12.] 문제 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47

문제 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은 1969년 미국 남가주 의과 학원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Medical School)에서 신경학 임상실습을 하는 학

생들을 해서 개발되었다. 일부 학생이 일정상 어떤 환자문제를 직  경험해 보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기 해 문제상자(problem box)를 만들었다. 문

제상자에는 X선 사진 등 환자에 한 정보를 담았고 학생들에게 환자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겠는가, 어떤 진찰이나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물었다. 

문제상자의 아이디어가 발 하여 1973년 캐나다 맥마스터 의과 학원

(MacMaster Medical School)은 임상  추론기술 개발을 진하기 해 모의환자

문제양식(problem simulation format)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를 문제 심학습 이

라고 부르게 되었다. 

문제 심학습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문제해결능력의 개발, 둘째 

자기주도학습기술의 개발, 셋째 임상  추론기술의 개발이 그것이다. 이를 해 

먼  7-8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있는 환자문제를 받게 한다. 학생들은 먼  치료방법에 한 가설을 설정하

고, 이를 확인하기 해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상의

한다. 이를 나 어 조사한 후 다시 모여 설정했던 가설  채택할 것과 버릴 것

을 구별한 후 다시 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게 실무에서 부딪힐 문제에 

도 해 으로써 장차 환자를 볼 때 기억해 내기 쉽고 용하기 좋도록 배운 것

을 조직화하는 데 을 맞춘 교수학습방법이다. 다음 항목에서는 문제 심학습

을 법학에 용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23) 

2.4.2. 문제 심학습을 이용한 법학교육

(1) 법학교육의 목표

좋은 교육방법이란 교육목표를 충실히 실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을 

결정하기 해서는 교육목표를 먼  설정해야 한다. 법학교육의 목표는 법학교육

에 한 사회의 기 를 반 해야 한다. 사회는 법률가에게 두 가지 기본 인 기

23) 아래의 내용은 Howard S. Barrows, Problem Based Learning -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서정돈/안병현, 하워드 배로우스의 문제 심학습법 - 의학교육을 심으로)
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을 법학교육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의학과 법학 
또는 의사와 법률가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판단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주요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항목에서는 그 차
이를 각주에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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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다.24) 하나는 법률가가 법률문제를 효과 이고, 효율 이며 인간

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효과 이란 법률문제에 한 정확한 

단을 하고 한 해법을 찾는 것이고, 효율 이란 비용 비 효과가 높은 것이

고, 인간 이란 한 인 계와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것이고, 공정성이란 사

회 체의 이익을 반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유지하

면서 법률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계속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문제의 특성과 추론과정

법률가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사건에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단을 내리기에는 항상 정보가 부족하다. 둘째, 추가정

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처음 상했던 

것과 다른 사건이 될 수 있다. 넷째, 철 히 비하더라도 최선의 비를 한 것

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비구조화된 문

제(ill-structured problem)에 해당한다. 

법률가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하면 가설연역  추론과정(hypothetical 

deductive reasoning process)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결론에 도달한다. 가설연역  

추론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  다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단하기 해 추가자료를 얻는다. 추가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설에 한 

단을 내린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될 수도 있다. 숙달된 법률가는 단순하고 

반복 인 문제는 깊이 따지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만 그것은 가설연역  

추론과정에서 훈련된 결과이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가는 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법률가는 인지기술(meta-cognitive skill)을 활용하는데 이는 자신

의 생각에 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나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 “무엇을 

더 알아 야 하나?”,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없는가?” 등을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24) 질병에 대해서는 환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대체로 일치
한다. 질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사건의 당사
자, 국가, 일반 대중)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보통이
다. 그래서 ‘공정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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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과정에서 법률가는 병 인 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설을 세우지 않

고 알고 있는 것만 반복하는 것, 한 가지 가설에 집착하는 것, 충분한 자료 없이 

추론과정을 끝내는 것, 가설을 연역해 내지 않고 련성 없는 탐구만 하는 것 등

이 그 이다. 추론기술은 반복하여 개발해야 하는 복잡한 기술이므로 법학을 처

음 배우는 때부터 사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추론과정만으로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범 하고 풍부한 법률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런 지식을 배우는 일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 이다. 사법시험 에 배우는 법률지

식들은 그 교과목의 맥락에서 학습하는 것이지 사건 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

니다. 즉 해당 교과목의 구성체계 속에서 한정된 개념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시험을 보기 해 기계 인 암기를 하게 된다. 이 게 습득된 지식은 비

활성 지식(inert knowledge)으로 시험문제의 답을 쓸 때에는 기억이 나지만 장

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용하지 못하는 지식이다. 통 인 학습법의 문제는 

“이해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열 한다는 이다. 

(3) 자기주도학습

법률가가 문인으로 활동하는 몇 십년간 법학 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임무를 

제 로 수행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경제 상에 한 이해와 법학의 발 을 따

라가기 해서는 문가로서 평생동안 학습을 계속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주

도학습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 자기감시(self monitoring), 자기

평가(self assesment), 학습항목의 단(defining learning needs), 한 학습자원

(learning resource)의 결정․이용․평가 등이다. 

(4) 문제 심학습의 진행과정

첫 시간에서 학생들은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법률문제를 하게 된다. 그

러나 학생들이 백지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교육이나 일상 인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추론능력이 있다. 사  비 없이 법률문제를 하게 되면 그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장 이 있

다.  법률가로 하게 되는 사안 역시 처음 보는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당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학습하는데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학습목표가 사건해결이 아니고 법률기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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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 튜터는 수업시간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법률개념과 법원리를 명확히 알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 심학습법에 따른 수업은 칠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시작된

다. 

아이디어(가설) 사실(사건정보) 학습항목

다음 할 일

튜터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가설을 내어 놓도록 하고, 이를 

단하여 재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생각

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학습항목은 분담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조사한 것을 서로 나 게 하고 묻고 답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면 지난 시간 설정한 가설 가운데 부 한 것을 가

려낼 수 있고 새로운 가설이 설정될 수도 있다. 문제를 심으로 극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행  는 차  지식(how to or procedural knowledge)

으로 머릿속에 장된다. 차  지식은 해당 문제에 할 때 응용은 할 수 있지

만 말로 설명하거나 새로운 문제에 지 으로 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 심

으로 학습한 내용을 말하도록 해서 선언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의 형태로 

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언  지식이 됨으로써 추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의 

배경이 되는 원리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문제에도 

히 활용할 수 있다. 

2.5. 세 가지 방식의 비교

례분석방식, 사례풀이방식, 문제 심학습은 통 인 강의방식과 비교할 때 

실제로 있었던 혹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

고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공통 을 갖고 있지만25) 구체 인 내용이나 

25) 미국 대학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업학교인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 의과대학원에서 모
두 'case'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세 가지 전문대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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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정에서는 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례

분석방식은 례의 논리를 분석하는데 치 하지만 사례풀이방식이나 문제 심학

습에서는 실제 인 사례나 문제를 학습의 기 로 삼아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례분석방식과 비교해 볼 때 사례풀이나 문제 심학습

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인 맥락 속에서 법원칙이나 법  논리를 배우게 된다.26)

사례풀이방식과 문제 심학습은 실제 상황에 근 한 내용을 학습의 기반으로 

삼는 은 같지만 학습의 내용을 가 결정하는가 하는 에서 차이가 있다. 

례분석방식이나 사례풀이방식에서는 교수가 학습의 내용을 정해주며, 경우에 따

라서는 읽을거리 자체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에 문제 심학습법에서는 학습항

목 자체를 학생들이 결정하고 스스로 학습자원을 찾아 학습하게 한다. 

이런 에서 문제 심학습법은 사례풀이방식보다 학생들로 하여  더 극

으로 교수학습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사례풀이방식이 교수  학생의 양방향

 계라면 문제 심학습은 학생  학생 그리고 학생  교수의 다면  계 

속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3. 문제 심학습법의 용과 평가

3.1. 모의 수업 개

문제 심학습을 법학교육에 용할 수 있는지, 용할 때 어떤 유익과 문제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모의 수업을 해 보았다. 모의수업은 1학년 4명과 3

학년 4명으로 각각 구성된 2개 집단을 상으로 진행하 다. 참여학생은 지난 학

기 필자의 강좌를 수강한 학생 에서 자원하는 학생으로 구성하 고 성 은 고

case 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A. Garvin, Making the Case -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world of practice, September - October 2003 
(http://www.harvardmagazine.com/on-line/090322.html).

26) 교육이론가들은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in the meaningful context)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지만 판례분석방식, 사례풀이방식 또는 문제중심학
습에 대한 교육학에서의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다음은 법과대학원의 판례분석
방식과 의과대학원의 문제중심학습을 비교한 논문이다. Susan M. Williams, “Putting 
Cas-Based Instruction Into context: Examples from Legal and Med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 vol. 2, no. 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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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았다.

참여학생이 교과목에 해 비슷한 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을 고려하여 

참여학생이 재 같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상으로 선택하 다. 그래서 1학년

은 헌법, 3학년은 어음수표법을 모의수업의 교과목으로 선택했다. 

문제 심학습에서 요한 것이 문제를 작성하는 것과 수업을 진행하는 튜터의 

역할인데 양자는 모두 필자가 담당하 고 특히 다음과 같은 에 유의하 다. 

첫째, 문제 심학습에 한 학생들의 이해이다. 문제 심학습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나 사례연습( 는 례연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학생들이 정확히 알아야 

효과 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심학습에 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업 

간에도 필요한 경우 문제 심학습의 특징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이다. 이를 해 문제의 내용은 배우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

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공부의 상이 잘못되

었거나, 련 없는 쟁 을 다루거나, 공부한 내용이 틀렸더라도 이를 직 으로 

지 하지 않고 한 시행착오를 겪게 한다. 

셋째, 문제해결 자체보다 문제해결을 통한 법률지식과 해결방법의 습득이다. 

문제 심학습에서 목표를 두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이를 통해 앞

으로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해결방법을 배우

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그 과정에 더 주의

를 기울이도록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당해 강좌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선택하여 작

성하 다. 1학년 학생들은 지난 1학기에 헌법Ⅰ, 민법총칙, 형법총론을 배웠고 헌

법Ⅰ에서는 기본권론을 배웠다. 모의수업을 실시할 시 에서는 헌법Ⅱ에서 기본

권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모의수업을 한 문제는 학생들이  배

우지 않은 국가기 간 권한쟁의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한편 3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5학기째 계속 수업을 듣고 있으며 법학의 공

과목을 부분 수강하 거나 재 수강하고 있다. 어음수표법 강의에서는 어음행

의 리까지 공부한 상태 다. 그래서 문제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분실, 선

의취득, 이득상환청구권 등의 쟁 이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하 다. 

모의수업은 문제 심학습에 한 설명을 포함하여 각 과목당 4회(9월 27, 28, 

29일, 10월 2일)씩 실시하 다. 첫날에는 문제 심학습에 한 일반 인 설명을 

하고 문제를 주었다.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잠시 생각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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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 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법규정, 법 개념, 그리고 

법원칙을 용해야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에 여러분이 먼  

무엇을 조사하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해서 먼  재 여

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서로 나 어 보십시오. 확실한 것과 그 지 않은 것, 더 

조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조사해 온 것을 서로 나 게 하고 그 내용이 문제해결

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상의하게 했다. 그리고 더 조사할 것을 정하게 하

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모의수업에 한 설문조사를 하 다.

3.2. 모의수업의 내용27)

(1) 헌법

모의수업 첫 시간에 문제 심학습에 한 개 인 설명을 하고 다음의 문제

를 제시하 다. “서울특별시는 3일 오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정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A특별시는 지난 한 달 동

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해 비를 요청한 자료

는 230개 항목으로 양으로는 30,000쪽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는 분

명한 불법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에 이어 행자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를 물리 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감사를 법률 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귀하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 날, 학생들은 문제를 읽은 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선 감사라는 

것 자체에 해 분명한 이해가 없어 이를 조사하기로 하 다. 학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단을 “느낌으로” 내리고 있었지

만 의뢰인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 그래서 튜터

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했고, 법률 인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듭 물었다. 학생들은 감사에 한 법률규정의 근거가 없으면 이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법률에 근거는 있지만 그 규정이 권리를 자치권을 침

해하면 헌법재 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법률규정의 요

27) 모의수업시간에 오고간 대화를 부록에 실었다. 부록은 대화를 녹취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튜터의 역할을 하면서 가급적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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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감사의 법률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사

할 사항(1.감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는가? 2.감사를 거부할 근거가 되는 법

률이 있는가? 3.감사와 련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 있는가? 4.지방

자치단체와 정부간의 우열이 있는가? 5.정부합동감사란 무엇인가?)을 서로 분담

했다. 

둘째 날, 학생들은 먼  감사의 근거에 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 는데 참여

학생끼리 논의하기보다는 튜터에게 발표하려는 경향을 보 다. 감사원법에 해 

많은 양의 조사가 있었지만 튜터가 문제에서 제시된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같은 

것인지를 물은 후에야 련이 없는 조사라는 을 인식하 다. 여러 근거규정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은 ‘잘못된 것’과 ‘불법인 것’과의 연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

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의 “감사는 법령 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

정이 문제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튜터는 

일단 불법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학

생들은 헌법재 을 통한 권한쟁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 다. 

둘째 날 수업내용을 사후 검토한 헌법 공교수는 불법감사라는 사실에서 곧바

로 헌법상 권한쟁의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 이 있었다. 튜터는 자치권의 

침해여부는 시간 제약상 모의수업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고 모의수업에서는 학

생들이 불법감사와 헌법상 권한쟁의와의 연결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지만 자치권침해여부를 추론상 가장 요한 연결고리인 을 인식하도록 유도하

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정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의 해석

이 요한 쟁 인 것은 공감을 했지만 자치권 침해여부가 헌법심 의 결정  요

건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튜터가 수업에서 직  다루지 않더라도 요한 

쟁  자체를 인식하도록 제 로 유도하지 못한 잘못을 한 것이다. 수업계획을 수

립할 때 유념할 사항이다.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불법감사인가, 불법이라면 권한쟁의의 상이 되

나, 감사의 범 와 련하여 고유사무에 해서도 감사받을 의무가 있는가, 행자

부 에서 반박논리는 무엇인가로 정하고 이를 나 어 가졌다.

셋째 날은 먼  권한쟁의가 가능한가를 논의하 다. 권한쟁의의 가능한 근거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 헌법재 소법 제62조 제

1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등이 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

었다. 여기에서 튜터는 어떤 규정이 사안에 가장 합한지에 해 논의를 



2006. 12.] 문제 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교육 55

유도하지 않았다. 아직 학생들이 각 규정의 의미에 해서 충분히 이해하

고 있지 않다는 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려는 한 학생이 문제가 의의 주 쟁의이므로 헌법 제89조 제10

호에 따라 통령이 획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아

직 학생들은 아직 정부 각부처간의 권한쟁의와 지방자치단체와 앙정부간의 권

한쟁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하면 이를 비

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이 덜 되어 있었다. 튜터는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겼다. 다만 한 학생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문제에 

연결시켰지만 튜터가 감사의 주체를 환기시킴으로써 논의 심에서 더 이상 이

탈하지 않게 하 다.

다음 시간의 논의를 해 우리 문제가 통령이 권한획정을 할 수 있는 사안

인지, 의뢰인인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바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을 주장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오기로 하 다. 

넷째 날은 먼  행정각부의 권한쟁의에 해 통령이 획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문제에 미치는지 논의하 다. 우왕좌왕하며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서울특

별시가 행정각부의 하나가 아니라는 을 알게 되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일반 으

로 사용되는 용어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해서는 연습이 필요함을 생각하

게 하 다. 

 1학년 학생들은 법학공부에서도 법률책이 아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법률책에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지 찾아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은 반면, 인터넷은 질문에 해 즉각 으로 답

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인터넷이 질문에 해 답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이 스스로 찾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기 해서 

자치권침해를 주장해야 하면 이를 해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의 

“법령 반에 한한다”는 규정의 해석이며 이를 해서는 감사에 한 법  근거, 

감사의 필요성, 여러 종류의 감사(정부 각부처, 감사원, 국회의 감사)의 다른 , 

지방자치제도의 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을 서로 이야기하 다. 

헌법 공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 소 결정이 논의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을 지 하 다. 튜터는 학생들이 어떤 자료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가

에 여하지 않았다. 자기주도학습의 취지를 가  살리려는 의도 는데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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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기본 인 자료 조사방법에 한 훈련이 사 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

(2) 어음수표법

모의수업 첫 시간에 문제 심학습법에 한 개 인 설명을 하고 다음의 문

제를 제시하 다. “소매업을 하는 甲은 2006년 9월 1일 오후 3시경 평소 거래가 

없던 乙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80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20만원

을 으로 거슬러 주었다. 그날 녁 이 수표를 거래은행에 입 하 는데 다음

날 이 자기앞수표는 분실신고된 것이어서 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甲

은 이 사건을 귀하에게 의뢰하 다.”

문제를 읽은 학생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은 두서없이 제기되었지만 몇 가

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본 인 개념에 한 질문으로는 자기앞수표가 무엇인

지, 어음과 어떻게 다른지, 일반 인 수표와는 다른 것인지, 이서가 무엇인지 등

이 있었고, 사실 계에 한 질문으로는 분실신고를 가했는지, 이서는 했는지, 

이서와 배서는 같은 것인지, 乙이 거래하는 은행이 甲이 거래하는 은행인지 등이 

있었다. 

법률규정이나 원칙에 한 질문으로는 수표를 어음에 가까운 것으로 해야 할

지 에 가깝게 야 할지, 분실신고된 수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乙을 못 

찾으면 甲이 험을 모두 부담하는지, 어음행 의 일반 인 법리가 수표에도 

용될 수 있는지, 수표취득에 동산의 선의취득규정이 용되는지, 乙이 분실신고

한 후에 수표를 다시 찾았는데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악의 으로 사용한 것

이면 어떻게 되는지, 3시에 받았다는 것이 은행 업시간과 련 있는 것 아닌지,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는 신고를 하지 않는지, 乙이 선의취득을 했다면 甲도 선

의취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乙의 선의취득과 상 없이 甲은 선의취득할 수 있

는지, 선의취득한다고 할 때 그것을 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질문과 아울러 문제해결을 한 의견도 함께 나왔다. 즉 乙을 찾아서 구한테 

받았는지 물어 야 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무인성 때문에 乙을 

찾을 필요가 없다,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야 한다, 乙이 이서를 하고 분실신고도 했다면 받을 수 있다, 은행과의 계를 

생각해야 한다, 乙이 거래하는 거래은행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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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 는데 튜터는 답을 먼  말하기 에 무엇을 

조사해 야 되는지 생각하도록 강조하 다.  학생들은 사실 계에 한 법률

 단을 즉각 내리기도 했다. 를 들면 사기 당했으므로 乙의 재산에 강제집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 튜터가 乙이 분실수표인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지, 乙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문했다. 

튜터는 사실 계에 해 보충했다. 즉 A은행이 Y에게 발행했고, Y는 X에게 

주었고, X가 분실하고 신고했고, 乙을 못 찾는다고 사실 계를 확정하고 무엇을 

알아 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요구했다. 

다음 시간까지 조사할 사항(자기앞수표가 무엇인지, 자기앞수표에 어음의 원리

가 용되는지, 자기앞 수표에 선의취득이 용되는지,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이서와 배서가 어떻게 다른지, 만약 같다면 어떤 효

과가 있는지)을 나 었다. 

둘째 날 학생들은 조사한 개념에 한 설명을 했다. 부분 자신이 맡지 않은 

부분에 해서도 공부를 해 왔다. 수표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과실여부가 

요한데 이에 해 의견이 갈라졌다.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있

다는 례를 근거로 은행에 사고수표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는 

견해와 모든 수표를 확인하게 하면 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맞섰다. 튜터가 각자 

근거를 갖고 주장해 보도록 유도했다. 과실이 있다는 례가 우리 문제와 같은 

사실 계에 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다. 

 배서의 연속이 있는지가 요하다는 의견에 해 소지인출 식수표는 소지

만으로도 배서의 연속이 있으므로 문제에서는 수표연속은 있는 것이라는 답이 

있었다. 튜터가 그 근거를 묻자 수표법 제20조를 보면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기앞수표가 소지인출 식이라는 답을 했다. 

튜터는 일단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 선의취

득이 되면 원시취득이 되는데 그러면 소지인은 곧바로 은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에 해 선의취득을 조사한 학생이 사고신고인이 제권 결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시최고를 안 했으면 받을 수 없다고 답

변했다. 질문과 답변이 서로 빗나갔지만 이를 지 하는 학생은 없었다. 

튜터는 좀 더 근본 인 질문을 제기했다. 즉 당좌수표에서 은행이 지 을 거

했을 때 은행을 상 로 수표  지 청구소송을 하면 이길 것인지를 물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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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긴다고 답했고 튜터가 그 근거를 묻자 혼란스러워했다. 수표 계에서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 학생이 있었지만 논의가 진 되지는 않았다. 

튜터는 수표법 제12조를 읽어 보도록 했고 “지 을 하여야 한다”와 “지 을 

담보한다”의 표 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수표 발행인과 약속어

음의 발행인 그리고 수표 지 인의 권리 의무에 해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

고 있었다. 수표에는 주된 채무자가 없어 궁극 으로 채무책임을 지는 자는 없다

고 하면서도 선뜻 수표지 인이 소지인에 해 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

기 힘들어했다. 그 근거로는 수표의 지 인도 지 제시가 있는 한 지 이 강제되

는 상태에 있다든지, 수표법 제35조에는 지 인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 청구했을 때 지 을 한 사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닌지, 는 수표의 지 인은 소지인의 지 제시가 있으면 뚜렷한 특별한 사정

이 없을 시에는 지 을 거 할 수 없다는  등을 들었다. 

튜터는 직  답을 해주기보다 스스로 납득하게 하기 해 일단 수표 지 인의 

책임 문제를 어두고 수표 발행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이에 해 

학생들은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즉 수표발행인은 주채무가 아닌 지 을 담

보하는 소구채무를 부담하고, 수표에는 주 채무가 없다. 따라서 수표법 제39조상

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했다. 

한편 학생들은 선의취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튜터는 수표가 선의취득된다고 할 때 선의취득되는 것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 

물었다. 선의취득되는 것은 결국 수표 소지인의 권리이므로 수표소지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한 학생이 수표지 인이 보증을 할 수 있지 않은지 질문하 는데 보증에 해

서 더 조사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수업시간의 제약 상 문제에서는 보증은 하지 

않았다고 사실 계를 결정했다. 

수업 끝까지 여 히 수표 소지인이 지 인에 해 지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를 단하기 하여 乙

의 과실여부를 따져보기도 하 다. 그래서 다시 수표소지인이 수표 지 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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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구권을 갖고 있는지, 수표발행인의 담보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표에

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지, 선의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지 제시를 하 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기로 하

다. 

학생들은 둘째 날 수업 후 모여서 수표소지인이 지 인에게 지 청구권을 갖

고 있는지에 해 조사하고 토론했다고 한다. 한 학생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

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으로 수

표에는 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다른 학생은 자 이 없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지 거 이 가능하지만,  규정은 반 해석

으로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표에는 주

채무자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없고 그러면 지 청구권도 없다

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한다. 

셋째 날 튜터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해 주된 채무자가 없다는 말은 맞는지 

물었다. 수표가 지 탁증권이니 주된 채무자는 없다는데 학생들은 모두 동의했

다. 그래서 튜터는 지 탁계약은 가 한 것이고 그 계약의 효력은 구에게 

발생하는지 묻자 지 탁계약은 발행인과 지 인간에 체결된 것이고, 지 인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했다. 구에 한 의무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튜터는 구에 한 의무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계약 당사자인 발행인에 한 의

무라고 답했다. 지 인이 발행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소지인이 지 인에 

해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 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은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든지 아니

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원리를 용하고 확인하 지만 법률 계가 

있다고 생각한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제39조에 따라 소지인이 소구권을 갖는 것은 알고 있었

지만 지 인이 수표 을 지 할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해석상 인정되는 것은 

찾지 못해서 결국 튜터가 설명을 해 주었다.

소구권 행사의 요건과 련하여 학생들은 수표법 제32조의 “ 법한 기간”이 

지 제시기간을 의미하는지를 서로 묻고 확인하면서 해석해갔다. 문제에서 소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기 해서는 수표가 완 한지  지 제시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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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시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튜터는 이 수표는 2006년 8월 16일

에 발행되었고 국내은행이라고 사실 계를 보충해 주었다. 이에 따라 제 제시기

간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일을 산입하는지를 질문했다. 튜터는 규정을 찾아보라

고 답해주었고 학생들은 일불산입을 원칙으로 규정한 제61조와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제29조 제4항을 찾았다. 

지 제시기간에 지 제시를 하지 못하 으므로 소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긴다는데 모든 학생이 동의했다. 아

직 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튜터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 물으니 소구권이 소멸한 25일 자정이라고 답

했다. 다시 구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묻자 소구권이 소멸하는 시

에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득상환청권이 발생하는데 문제에서 그 때

에 가 이 수표를 갖고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튜터는 그러한 사실 계도 문제 심학습에서 조사할 사항임을 환기시키고 문

제에서는 이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Y에게 8월 16일에 발행하 고 Y는 8월 18일

에 X에게 교부하 고, X는 8월 20일 분실된 것을 알고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사실 계를 확정하 다.  재는 乙을 찾을 수 없으니 일단 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일단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甲에게 어떻게 이 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17조에 따라 배서로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이 하므로 이

득상환청구권도 함께 이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해, 배서가 있는지  

이득상환청구권도 수표에서 생긴 권리인지 질문이 있었다. 튜터가 배서가 있는지

는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묻자 기명날인 는 서명이 있으면 되므로 사실 계를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튜터는 문제에서 자기앞수표의 뒷면에는 乙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서명을 의미하는

지에 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곧이어 이득상환청구권이 수

표에서 생긴 권리인가에 해서는 학설이 나 어진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의 법  성질을 조사한 학생은 지명채권설과 변형물설을 소개

하고 지명채권으로 보면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이 하고, 변형물로 보면 제17조

에 따라 배서나 단순한 교부만으로 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튜터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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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이득상환청구권을 논의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고 일단 지명채권으로 보

도록 논의의 범 를 한정했다. 학생들은 지명채권양도가 되려면 수표 교부와는 

별도로 양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를 논의했는데 지명채권이라면 당연히 따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수표를 교부하는 시 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사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乙이 은행에게 통

지를 했는지도 질문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튜터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이 을 논하기 에 이득상환청

구권이 발생했는지 단해 보도록 요청하 다. 즉 乙이 이 자기앞수표를 주웠다

고 상정하면 乙에게 8월 25일 자정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학생

들은 제63조의 문구만 가지고 요건을 생각했기 때문에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은 

미처 고려하지 않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다음 날로 넘기고 선의취득이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질문했다. 乙로부터 甲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는 乙 자신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지 살펴 야 한다는 답변에 해 튜터는 

乙이 무권리자이고 甲이 28일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이 자기앞수표를 취득했다면 

甲이 선의 무 과실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학생들은 소구권은 취득하지 못한다는데 쉽게 동의했지만 수령권한이나 이득상

환청구권에 해서는 자신있게 단하지 못했다. 수표에서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배서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한 법원의 해

석은 어떤지, 무권리자가 유하고 있는 동안 지 제시기간이 경료되었을 때 이

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후일 선의취득이 될 때 발생하는지에 해 

더 조사해보기로 하 다. 

넷째 날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상당히 정리된 모습을 보 다. 수표에서는 단순

한 교부만으로 수표상의 권리이 이나 인 항변의 단은 가능하지만 담보  효

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을 잘 이해하 다.  례와 교과서의 설명을 

통해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소구권)가 소멸할 당시에 정당한 소지인으

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일반 

배서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왔다. 특히 자기앞수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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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례(1976.1.13. 70다2462 결)에 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 다. 

나아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하여 해제조건설(제시기간의 경과에 의

하여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 으로 소멸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도 다른 요건을 충

족하는 한 이 시 에서 발생한다)과 정지조건설(지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인의 

지 탁의 취소가 있거나 지 인의 지 거 로 인하여 지 의 가능성이 소멸하

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에 한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甲이 발행인인 은행에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자 련 례나 설명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제로 한 

것이므로 무권리자에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반박이 있었

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 례가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가 소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때에 무권리자가 

유하고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무권리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

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문제에서 무권리자가 乙에게, 는 무권리자인 乙이 

甲에게 양도했으므로 수표상 권리의 소멸시 乙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후 양수인이 선의라고 해서 이

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례도 일 되게 이득

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튜터는 학생들에게 최종 으로 우리 문제와 련되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도

록 했다. 학생들은 ① 수표소지인은 수표지 인에 해 지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수표  수령권한이 있을 뿐이다. ② 수표의 발행인은 지 을 담보하지만 지

인에 해 소구권을 행사하기 해서는 소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에

서 甲은 수표의 지 제시기간을 도과하 기 때문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구권이 소멸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구권이 소멸하는 시

에서 정당한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소구권이 소멸

하는 시 , 즉 지 제시기간이 만료되는 시 에서 정당한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

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이 게 결론을 내리자 甲이 억울하고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튜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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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억울한 사람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과 우리 문제에서 甲, 

은행 그리고 분실신고한 사람의 계를 설명하 다. 

마지막으로 튜터는 논의한 것 에서 이 사안의 해결에 직  도움이 되지 않

은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① 甲이 분실신고된 수

표를 취득하 으므로 선의취득의 여부를 생각해 봤으나 설사 소구권을 선의취득

하 다 해도 소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 기 때문에 소구권은 행사할 수 

없었다. ② 이득상환청구권이 어떻게 이 되는지, 선의취득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봤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입증할 수 없었다. 

3.3. 참여학생들의 반응

참여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질문에 한 응답을 들었다. 문제 심학습의 장 , 

단 , 수업에 실제 용하는 경우에 문제 , 이번 모의수업을 해서 들인 시간, 

그리고 이런 방식의 수업이 시행되면 수강할 것인지에 해서 다. 

(1) 장

학생들은 문제 심학습을 이용한 모의수업에서 가장 좋은 으로 주입식 교육

에서는 느끼지 못한 “왜 그 사항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공부하는 을 

들었다. 지 까지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과서 순서 로 다수설과 례의 설명을 

듣고 외우는 것이 부 고 사례를 다루더라도 그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보통이

었는데 모의수업에서는 문제를 푸는 목표 아래 스스로 조사 상을 정해서 공부

하기 때문에 학습의욕과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지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 학설이 요한지를 구체 인 

문제상황 속에서 인식하게 되어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한다.  학습 내용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종래 주입식 교육에서는 시험에 비해서 외웠

다가 시험 후에는 방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자기가 직  조사한 것이

나 토론한 것 특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

다.  단순히 기억만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장 으로 들었다. 즉 아는 것은 더 확실히 알게 하고, 모르는 것은 제 로 이해

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문제 심학습에서는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자연스

럽게 기억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실제 알게 된 것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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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학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

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설에 한 설명을 듣고 그 로 외우는 것이어서 각 주

장의 요성이나 의미가 심정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문제 심학습에서는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설이 살아서 

다가왔다고 한다. 

학생들은 문제 심학습을 통해서 “생각하며 공부하게 되었다”는 을 요하

게 여겼다. 지 으로 성숙해진 느낌 는 창의  사고(“기존의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낚시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손으로 

잡든, 작살로 잡든, 낚시를 하던지 학생이 시행착오를 거쳐 선택하게 한다.”)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문제 심학습이 넓은 범 를 공부하게 한다는 도 공통 인 반응이었다. 개별 

교과목 별로 강의를 받게 되면 그 분야에 해서 미시 으로 근하게 되는데 

반해 문제 심학습에서는 문제풀이를 해서 생각나는 것을 모두 조사 검토하게 

됨으로써 개별 교과목에서도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공부하게 되고 문제

에 따라서는 다른 교과목의 역에 해서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통합

인 훈련을 하는 것이 법률 문가가 되는데 요하다고 학생들은 생각하 다. 

문제 심학습이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법 에서 공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남 앞에서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기회도 별

로 없었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하고 다른 학생이 말하는 것

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법 에서 늘 혼자 공부했는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에 

해 다른 학생이나 교수님으로부터 직  평을 들은 것이 자신의 생각이 독단

이 아닌지를 검증할 기회도 되었고 인간 으로 깊이 있는 계도 형성할 수 있

었다고 한다. 

헌법 모의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좀더 실제에 가까운 것을 좋

게 생각했다. 법률과목을 수강하면서도 법률을 배우고 있는지를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 심학습에서는 법률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 학습의욕이 높

았다고 한다. 한 학생은 결문을 요약하는 숙제에서 법 인 지식보다 국어작문

지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모의수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어 좋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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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모든 학생이 단 으로 첫째 시간이 많이 드는 을 들었다. 스스로 찾아서 이

해하고 이를 문제에 용하여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 은 학년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구성원의 웍이나 조사연구의 수 에 따라 학습량이 달라지는 이다. 

성격이나 심도에 따라 조사해서 토론하는 양이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한번 뒤쳐지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되었을 때 토론의 참여가 힘들게 되는 문제도 있음을 지 했다. 

셋째, 풀이가 막혔을 때, 뚜렷하고 명확한 결론없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씨

름하면서 처음의 의욕과 집 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1학년 학생들은 

자료찾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즉 제 로 하는 것인지, 효율 인 방법인지를 계

속 의심하면서 모의수업을 비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엉뚱한 조사를 한 경우 그 시간은 낭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 

교과서처럼 정리된 지식을 달하지 못하는 비체계 인 학습 등에 한 지 도 

있었다.

(3) 정규과정에 용하는 경우의 문제

첫째, 모든 학생이 재의 교수나 조교의 수로 효과 인 반편성이 가능하겠는

가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 심학습에서는 학생 수를 게 반을 편성해야 

하는데 재의 인력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숫자만이 아니고 튜터

의 자질에 한 걱정도 있었다. 다수의 반편성으로 인해 교실 수가 부족할 것이

라는 지 도 있었다. 

둘째, 반구성의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1, 2학년 때(주로 교양

과목에서) 을 구성해서 숙제를 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때 웍의 문제가 있었

음을 기억하고 문제 심학습에서도 재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셋째, 한 학기 강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사법시험을 치르려면 일정량을 학습해야 하는데 문제 심학습법

으로는 그 양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다. 

넷째, 문제의 내용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조사하게 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뻔한 답이 나오는 문제라면 문제 심학습법을 용할 이유가 없

으므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만일 이스집에 나오는 문제라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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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 로 베껴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처럼 통합형 문제도 당하다고 본

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섯째, 체 교과목에 해 용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률  

지식이 없는 1학년의 경우 기본 개념까지 문제 심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

능한지에 해 부정 인 견해를 보 다. 

여섯째, 도서 에 자료가 제 로 비가 안 되어 자료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용하기 해서는 도서 의 자료를 보충하고 체 반원이 모

일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시간과 수강의사

모의수업시간(매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4회)을 제외하고 각자 혹은 그룹으

로 수업을 비한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라고 응답했다. 평균 7시간 30분 

정도 으므로 수업시간을 합하면 한 문제에 12-13시간 정도를 쓴 셈이다. 일주일

에 50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4 과목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8명 에서 3명은 극 인 수강의사를 보인 반면 2명은 부정 인 반응을 보

고 나머지는 유보 이었다. 부정 인 반응을 보인 학생은 사법시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을 이유로 들었다. 

3.4. 필자의 찰

(1) 확실한 것

첫째, 학생들로 하여  생각하게 한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일방 으

로 듣는 치에 있지만 문제 심학습에서는 튜터가 듣는 치에 있고 학생들이 

말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처음 읽고 여러 가지 질문

을 쏟아 내는 것 자체가 생각한다는 징표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학습에 강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둘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다. 문제를 풀기 해서는 기

존의 지식과 그에 바탕을 둔 측(추론)을 동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알고 있다

고 생각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틀렸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다. 를 들면 헌법 모의수업에서 학생들은 헌법심 의 상을 확인하게 되었지

만, 감사원 감사, 행정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를 

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음수표법 모의수업에서는 거래 계에서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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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가 끼어 있으면 선의취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과연 무

엇을 선의취득하게 되는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 심학습은 학생들이 아

는 것은 강화시키고 모르는 것은 제 로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질 인 학습효과

는 분명히 높다고 단된다. 

셋째, 학생의 이  성 과 모의수업에서의 참여나 자기주도학습의 결과는 련

이 있다. 어음수표법의 참여학생의 성 (직 학기)은 3.17, 3.64, 3.87, 3.93으로 

평균이 3.65인데 이는 상  약 30%에 해당하는 성 이다. 헌법의 참여학생은 

2.48, 2.52, 2.93, 3.7로 평균은 약 2.9로 이는 하  30%에 해당하는 성 이다. 

튜터는 참여학생의 성 을 사 에 알고 있지 않았는데 수업의 진행을 찰하

면서 참여가 부족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에 오류가 많은 학생을 알아볼 수 있었는

데 모의수업이 끝난 후 참여학생들의 직 학기 성 을 확인한 결과 직 학기 성

이 모의수업에 그 로 반 됨을 알 수 있었다.  헌법의 모의수업 진행이 어

음수표법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체 인 수 이 떨어

진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2) 검토가 필요한 것

첫째, 문제 심학습에서 실제 학습량이 얼마나 되는지 강의식 수업과 비교해 

보는 일이다. 강의식 수업에서 교수가 설명하는 양은 문제 심학습에서 다루는 

양에 비해 많겠지만 학생들이 이를 얼마나 학습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문

제 심학습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한다면 학생의 학습량을 비교해야 할 터인데 

한 번의 모의수업으로는 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처지에서 강의식 수업

과 문제 심학습  어느 것이 더 학습시간 비 학습효과가 높은 지는 더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다만 문제를 작성하는 능력에 따라서는 강의식 수업에 버 가는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둘째, 튜터의 자질이다. 교수가 직  튜터를 하면 제일 좋지만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튜터를 하기 한 최소한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 등 법률 문가는 훈련을 받으면 튜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 으로 활용이 용이한 학원 박사과정생 등이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제 심학습에서는 학생들이 당해 

과목에 국한되어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나 분야의 용어나 법원칙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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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3) 반성 - 훈련이 필요한 것

첫째, 튜터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훈련이다. 모의학습에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답이나 결론을 이야기 해 주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경험했

고 실제로 몇몇 목에서는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답까지 말해 버리기도 하 다. 

반면에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논의가 일정 범 를 벗어

나는 것을 그 로 두어 학생들이 큰 혼동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를 들면 어음

수표법 모의수업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학생들이 스스로 검토하기 

이 에 먼  이야기했고, 수표 소지인이 지 인에게 수표 지 청구권이 있는지

에 해서는 결론을 무 늦게 내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헌법 모의수업에

서는 통령의 행정각부의 권한 획정이 문제와 련이 있는지에 해 답을 내리

지 않은 채 논의를 계속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튜터의 훈련과 련하여 강조할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표

을 효과 으로 수용하는 능력이나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만 의존하게 하지 

않는 능력 등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 심학습법을 소개한 책에서 기술한 튜터의 역할과 모의수업에서 이루어

진 튜터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모의수업에서는 튜터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서 수업 체를 리드해 갔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는 필

자가 튜터로서 제 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를 작성하는 훈련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단계와 학습목표를 고

려하여 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교과과정 체를 놓고 학

습해야 하는 개념과 원칙의 우선순 를 정하여 각 과목에 배치하는 작업이 있어

야 한다. 각 과목에 할당된 개념과 원칙을 다시 학습단계와 논리  추론 순서에 

따라 수업시간 별로 할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문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모의수업에서는 문제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의 경우는 학생들에

게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기능을 학습하게 할 의도로 앙부처의 지방자치

단체에 한 감사를 문제의 주제로 삼았고 권리침해 여부 자체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심 에 해서는 이해

하고 있는 반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했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않

은 채로 끝나 학생들이 미진하게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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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의 경우는 선의취득, 소구권, 이득상환청구권 등 핵심 인 내용

과 마지막에 다루게 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힘들어 했고 끝까지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남기도 했다. 

3.5. 법체계와 문제 심학습법

문제 심학습의 장 과 단  혹은 비용과 효용을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고 문

제 심학습법의 본질 인 한계를 지 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 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본다.28) 그 에서 체계 으로 구성된 법 법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문제 심학습을 통한 법학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덱텐 체계의 법 법을 공부하려면 법언어나 법논리의 습득이 필수 이다. 그

런데 법 법은 단순히 개별 법원칙을 집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법원칙을 논리

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법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는 원칙과 

외, 상 와 하 의 체계가 있다. 이러한 법 법의 개념과 원칙은 체계 인 설명

을 통해서만 제 로 익힐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모의학습을 통해서 찰한 바로는 체계 인 설명과 체계 인 학습은 다르다는 

이다. 개념이나 법원칙을 체계 으로 설명한다고 하여 이를 듣는 학생이 그

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강의식 수업은 교수의 강의를 학생들이 그 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그 게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주입이 되었다고 하여 제 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이해하

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단계  근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문제 심학습은 구체  사례를 통해

서 일반화된 법원칙을 학습하게 한다. 그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반

복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강화시킨다.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 논의뿐

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은 논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 

28) 법학교육의 초점이 미국에서는 변론능력에 독일에서는 판결능력에 주어지기 때문에 
독일 법학교육에서는 판례분석방식이나 사례풀이방식보다 강의방식을 통한 이론교육
이 효과적이라거나[Juergen R. Ostertag, “Legal Educ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 A Structural Comparison”, 26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01, 
324(1993)], 법전법 체계의 특성과 법학교육 목표의 차이 때문에 독일에서 시행되는 
판례분석방식은 미국과는 사실상 다르다는 주장[Rainer Grote, “Comparative Law and 
Teaching Law through the Case Method in the Civil Law Tradition - a German 
Perspective,” 82 University of Detroit Mercy Law Review 163, 179(2005)]이 그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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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에서 법 법의 추상  개념이나 법원칙 역시 문제 심학습을 통해서 

더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

도록 조사방법을 사 에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헐 으로 체계화

된 설명에 하게 함으로써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상된다. 

4. 결론

문제 심학습법을 활용한 모의수업을 통해 문제 심학습법에 하여 잠정 이

지만 일단 결론을 내린다면 “효과 이지만 공이 많이 드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 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학생들을 극 으로 수업에 임하게 하다.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야 

하고, 무엇을 공부할 지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직  찾아 야 하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엮어보게 한다. 

둘째, 학생들을 생각하게 한다. 외운 학설과 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

떤 것이 더 설득력있는 주장인지를 직  체험하면서 논리 인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이론 으로 정치하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체

험하면서 법  추론을 연습하게 된다. 

셋째, 실제 이다. 우선 학생들이 배우는 법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

지를 알게 된다. 우리나라 법  학생들은 입시공부만 하다가 학에 들어온다. 

다른 사회 경험이 있을 여지가 없다.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법률책과 례

에서 다루는 상황을 마음으로 느낄 수는 없다. 더욱이 용하는 법원칙이나 개념

은 지극히 추상 이고 념 이다. 그러니 법률책 체가 학생의 삶과 사고와 유

리되게 된다. 그런데 문제 심학습에서는 사고의 시작을 구체 인 사안에서 출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장감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정이 법률가의 추론과정과 같다는 에서 실제 이다. 법률

가들도 새로운 법률문제를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가설을 세우

고), 사실 계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규정이나 례를 찾아

보면서 추론을 해 나간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도 계속 배워가는 자세로 자신의 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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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법률가들이 하는 것과 같

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된다. 즉 배움(learning)과 일

함(working)이 일치하게 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게 문제 심학습이 효과 인 교수학습법임은 분명하지만 공이 많이 드는 

이 문제이다. 많은 튜터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주도 으로 조사하고 토론할 

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문제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자원을 조달하는 어려움이 문제 심학습을 면 으로 시행하

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강의방식, 례분석방식, 사례풀이방식 그리고 문제 심학습법  어느 방법이 

학습효과가 높은지, 실 으로 활용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상호 보완 인지 

아니면 배타 인지 등을 단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문헌에 입각한 설명이 아닌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실험해 보고 이를 찰

하고 통계 으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연구결과를 기 해 본다. 

주제어: 법학교육, 문제 심학습법, 례분석방식, 사례풀이방식, 이스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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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학년 헌법 모의수업

(1) 문제

서울특별시는 3일 오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정으로 정

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해 비를 요청한 자료는 230개 

항목으로 양으로는 30,000쪽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는 분명한 불법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에 이어 행자부

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다고 생

각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를 물리 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감사를 법률 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귀하에게 질문

해 왔다. 

(2) 첫째 날 수업

A. 감사를 임의 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B. 감사원 감사와 행정부 감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C. 감사라는 것이 원래 불시에 나오는 것인데 미리 통보를 해 니까?

D. 감사가 업무감독 외에 다른 목 도 있습니까?

A. 감사의 구체 인 과정을 알아 야 합니다.

D. 감사에 한 법률이 있는지 알아 야 합니다. 

D. 정부합동감사가 무엇입니까?

C.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타당합니까?

A. 감사를 물리 으로 막은 일이 있습니까? 다른 기 에서는 얼마나 자주 감사

를 받습니까?

튜터. 다른 자치단체가 감사를 받은 것이 왜 요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감사

를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평이 없었다면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D. 감사받는 동안 얼마나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까?

튜터. 본청에 있는 사람의 10%가 매달린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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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러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D. 감사를 받는 것이 의무라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튜터. 지  의뢰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까?

모두. “법률 ”으로 감사를 막는 것입니다. 

튜터. 감사를 법률 으로 못하게 한다는 말을 무슨 의미입니까?

C. 법률에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면 법률 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

다. 

D. 법률조항에 감사의 근거가 없으면 법률 으로 감사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튜터. 감사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

게 할 수 있습니까?

모두. 헌법재 을 통해 그 법률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D. 그 규정 때문에 침해되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튜터. 그러면 조사할 사항을 정리해 시다. 

모두.

1. 감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는가?

2. 감사를 거부할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는가?

3. 감사와 련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 있는가?

4.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우열이 있는가?

5. 정부합동감사란 무엇인가? 

(3) 둘째 날 수업

튜터. 감사가 법 근거가 있습니까?

A. 감사원법 제2장은 감사원의 권한에 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9) 

29) 제20조 (임무), 제21조 (결산의 확인),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 (선택적검사
사항), 제24조 (감찰사항), 제25조 (계산서등의 제출), 제26조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7조 (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 제28조 (감사의 생략), 제29조 (범죄 및 망실․

훼손등의 통보),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
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 (자체감사의 지원등), 제31조 (변상
책임의 판정등), 제32조 (징계요구등), 제32조의2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등), 제
33조 (시정등의 요구), 제34조 (개선등의 요구), 제34조의2 (권고등), 제35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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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 감사원법은 가 구를 감사할 때 용됩니까?

모두. 감사원이 피감기 을 감사할 때 용됩니다.

튜터. 행자부감사도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D. 아닙니다.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

령에는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도 제정되어 있습니다.30) 그런데 행정감사규정을 보면 제4장(감

사의 계획  조정)에서 감사의 기본방침수립과 감사계획에 해 규정하고 

있습니다.31) 

D. 그런데 단서에 법령 반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2) 

B.  감사원법 50조는 감사에 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3) 

3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2 (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3
조의4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31) 행정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본방침의 결정) 국무총리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3. 감사실시에 관한 기관간의 협조사항 4. 감사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회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
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감사계획의 제출) ① 각 행정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
분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15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
는 4분기의 매분기개시 15일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
라 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일 7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통제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
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데 감사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종류) ①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3) 감사원법 제50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는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
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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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 감사를 하면 자치권을 침해합니까?

D. 자치권을 축소한다고 니다. 행정감사규정 제11조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감사계획에 있었습니까?

튜터. 연간감사계획에는 없는 감사라고 가정합니다. 

모두.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감사계획에 없는 감사를 하면 불법입니까?

튜터. 만일 불법이라면 어떤 차를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까?34)

D. 권한쟁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튜터.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 에 있기 때문입니까? 양자의 계는 어떻게 됩니까?

C. 지방자치단체와 앙정부사이에 우열에 해 내포형, 복형, 분리형이 있다

고 합니다(Deil S. Wright의 학설). 내포형은 지방은 앙의 면 인 지휘

와 감독을 받고 명령과 복종의 속  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복형은 지

방이 제한  자치권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분리형은 앙과 지방은 등한 

력 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완 지방자치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

라는 과거에는 내포형이었으나, 복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에는 고유사무와 임사유가 있는데 임사무에 해

서는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튜터. 지난번에 조사하기로 한 것  논의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D. 정부합동감사에 해 조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 부처 (건설교통부, 해양

수산부, 행자부 등)이 합동하여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각 부가 별도로 

동일 기 을 감사하면 기 의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게 되어 매우 비효율 이

기 때문에 감사의 상이 되는 기 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 번에 다 같이 하

는 것입니다. 

튜터. 다음 시간까지 조사할 사항을 정리해 시다. 

모두.

1. 불법감사인가?

2. 불법이라면 권한쟁의의 상이 되나?35)

34) 최희경 교수는 불법의 문제에서 바로 권한쟁의심판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우므
로 권한쟁의의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의 
문제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튜터는 연간감사계획에 없는 
감사가 불법적 감사이고 이러한 감사가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였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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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범 와 련하여 고유사무에 해서도 감사받을 무가 있는가?

4. 행자부 에서 반박논리는?

튜터. 감사를 임시 으로 막는 문제와 련하여 가처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  

다루기에는 힘에 부치니 가처분 문제는 일단 제외합니다. 

(4) 셋째날 수업

A. 고유사무에 한 감사는 법사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사항이 없으면 

불법 인 감사로 보야 합니다. 

튜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모르겠습니다. 

C. 감사는 권력  통제의 한 수단이고 지방자치단체에 한 사후통제 장치입니

다. 

B. 분명한 이유는 못 찾았고 불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D. 한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반한 감사, 즉 반사항에 있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는 감사가 불법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D. 감사가 사  방 기능보다는 사후통제의 기능이 크므로 법령 반 사항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튜터. 지  제기된 주장을 반박해 보십시오. 

A. 사  방이 사후  통제보다 더 효과 이 아닌가요?

D. 그러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범 가 어듭니다. 

튜터. 주장의 근거를 항상 조문에서 찾아보십시오.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C. “법령 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은 감사의 범 를 정한 것입니다. 

튜터. 그러면 그 조항의 해석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생각해 시다. 

A. “법령 반 사항”이라는 표 은 법령 반의 가능성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튜터. 그러면 감사의 범 와 련하여 고유사무와 임사무의 뜻을 논의해 시

다. 

A. 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는 그 기 이 국가 는 다른 공공단체의 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라고 합니다.36) 

35) 앞의 각주 참조. 불법적 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면 권한쟁의심판
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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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방고유사무에 한 감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읽었습니다.37) 

36)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
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
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
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
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
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
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
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
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
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
가 있다.]

37) [내일신문 2005. 7. 8.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가 6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반
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공무원노조
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대구시 고
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오 행자부 장
관을 고발했다. 노조는 “정부합동 감사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1항, 제157조 1항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순수 지방사무인데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던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등 사례 18가지를 고발장에 추가했다. 박성철 위원장
은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
아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감사행위에 대
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고유사무라도 국가
사무와 연계된 경우는 감사 대상”이라며 “영신고의 문화재관리, 중앙지하상가 명도추
진 부적정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3
월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 74건 등 모두 160건을 적발해 공무원 66명에 대한 징계를 
6월말 대구시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동아일보 2001. 9.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
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국회가 국감을 할 수 
있는 국가 위임사무가 10%에 불과한데도 지방 고유사무까지 국감을 하는 것은 불법
이며 지방의회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중복돼 행정 및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헌법과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 고유사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중요 정책과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 지자체 점검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찬성>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의 주요 
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입법 및 예산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헌법 제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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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사무인 경우는 감사를 받아도 권한쟁의심 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 정책결정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주안
점을 둔다는 점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나 지
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감사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가위임 사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 고유사무와 국가위임 사무의 구분이 쉽
지 않고 또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을 뿐
만 아니라 그 판단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반과 피감기관의 
대화로 해결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있고 중
앙에서 결정된 중요정책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정운영 방식 하
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집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 수행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국회도 지자체 국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
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감 대상기관
과 일정을 협의 조정해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거나 중복되
지 않도록 하고 전국체전 준비 등 업무가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감
사를 면해주고 있다.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는 자료 요구가 
작년보다 16%가량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 국회 차원이나 의원 스스로도 정책감
사에 중점을 두는 등 각자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
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감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자칫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국감이 지자체에 주는 업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시
정되는 것도 있고 국감을 의식해 예방되는 것도 적지 않다. 국감이 필요한 이유는 바
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고 입법 및 
예산심의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감사에 주력해야 한다. 이
와 함께 지자체도 국감이 지자체의 어려움을 알리고 집행 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 대화의 장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양측 모두 국가정책과 
예산이 지자체에서 올바르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영진(국회 사무처 의사국장). 
<반대> 국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10%도 채 안 되는 국가위임 사무를감사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정감사법상 금지된 90% 이상의 지방 고유사무를 감사하는 
위법을 저질러왔다.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해부터국회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
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화가 불가능하자 실력 저지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이다. 직장협의회측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
행법상 지방 고유사무는 국회 차원의 국감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진국에
서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국감을 하지 않는다. 국감의 대상이 되는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문제의 본질이 호도될 우
려가 있다. 그보다는 지방의회를 제치고 국회가 꼭 감사해야 하는 사무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직장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과거 국감 요구자료 중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은 0.1%에 불과했다. 굳이 구분한다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 
중 국비를 지원하는 사무만 국가 위임사무로 보면 된다.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는 지방의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과 내용면에서 중복된다.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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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사무( 는 고유사무)에 해서는 자치권이 침해되므로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튜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C.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입니다.38) 

튜터. 그러면 우리 사안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쟁의에 해당합니까?

D.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에 한 사항이므로 해당됩니다.39) 

튜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B. 권한쟁의의 요건은 헌법재 소법 제6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40) 사안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지자체 업무 중 국가적 사안에 한해 국정조사권을 발동
하고 국정감사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 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기거나 감사원이 
감사한 뒤 국회에 보고토록 하면 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거부할 뿐이다. 국회가 법을 
지키고 원칙에 충실하면 국가 전체가 바로 서게 된다. 국회가 위법과 변칙을 저지른
다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감을 강행한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실력 저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실력 저지를 하더라도 법을 지키
며 대화와 비폭력의 원칙을 따르겠다.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
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면 즉시 해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직장협의회
의 대화 요구에 응해 언론,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국가발전을 위해 어느 쪽이 더 옳은
지 논의해야 한다. 국감을 폐지해야 하는지의 문제부터 국감을 유지한다면 국가 위임
사무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터놓고 상의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잡음이 없어진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지 법률가나 감사원 직원이 
아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행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
다.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는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의회를 
무력하게 만들뿐이다. 이희세(서울시공무원 직장협의회장)].

38) 최희경 교수는 이 답변보다는 뒤에 나오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더 타당한 
답변임을 지적하였다. 또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9. 
7.22. 98헌라4결정(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
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시계
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9) 최희경 교수는 이 답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40)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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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한쟁의 심 의 종류 에서 정부와 특별시, 역시 는 도간의 권한쟁

의 심 에 속합니다. 

D. 헌법재 소법 제61조 외에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합니다.41) 

B.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도 련 규정이 있습니다.42) 이러한 제소

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  내부기 의 지 에서 국가기 을 상 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기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일 사안에서 주무

부장  는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이행명령이 국가 임사무

에 한 것이 아니라 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한 것으로서 

그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소에 권한쟁

의심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

이 경합될 수 있다.

A. 이를 주 쟁의라고도 합니다.43)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41)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
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42)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행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도 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7조의2 제3항에 의
거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3) [광의로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생기는 권한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권한쟁
의(權限爭議)라고도 한다. 어떤 사항이 서로 자기의 권한(주관)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주관쟁의’와 서로 자기의 권한(주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주
관쟁의’가 있다. ① 광의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주관쟁의는 예컨대 행정기관과 법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주관쟁의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해
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없으므로 쟁의기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주관쟁의는 기관쟁송이고 법률적 분쟁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
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 등 특별법
원에 의한 최종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그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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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 주 쟁의와 권한쟁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의의 주 쟁의와 의의 주

쟁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같은 의미입니다. 의의 권한쟁의는 행정기 과 법원, 국회, 선  간의 권

한쟁의, 의의 주 쟁의는 행정각부간의 권한쟁의입니다.

튜터. 의의 주 쟁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 의의 주 쟁의는 헌법 제89조 제10호에 따라 통령이 획정합니다.44) 

튜터. 우리 사안은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쟁의입니까?

A. 그 습니다.

튜터. 그 다면 우리 사안에서 통령이 권한 획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에

도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 심 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두) 모르겠습니다. 

튜터. 행자부의 반박논리는 무엇입니까?

A.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문헌을 읽었습니다. 요약하면, 1. 정부조직법 제26

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58조의 근거가 있다. 2.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

감사는 법 근거와 성격이 다른 것이다. 3. 감사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하고 법령의 차질없는 집행을 해 필요하다, 4. 감사일정에서 단체장의 임기

는 고려사항이 아니다.45) 

도가 없다. 특히 행정재판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 간의 주관쟁의가 
대륙법계 국가(예:프랑스)에서 크게 문제된 경우가 있어, 보통 주관쟁의를 이러한 기
관간의 쟁의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재판소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 간의 주관쟁의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헌법재판소)이
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법국가주의(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② 협의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주관쟁의는 공통 상급 감독관청이 그 권한을 획정(劃定)하되, 행정각부 간의 주관쟁의
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89조 10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주관
을 확정한다.]

44) 헌법 제89조(국무회의의 심의사항)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45) [서울시가 정부 합동감사 받아야 할 네 가지 이유’ 정부가 올해 서울시에 대하여 정

부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국민들이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 행정실무자로서 사실관계를 밝히
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정상적 직무
활동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합동감사는 중앙 부․처․청이 정부조직
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58조 및 행정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주무부장관
의 지위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치사무에 대한 적법 집행 여부를 
감독하는 직무활동이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
가지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2000년도 이후 감사원이 매년 종합감사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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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므로 법한 감

의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중복감사방지 차원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2004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방식을 전환하여 격년제
로 ‘기관운영실태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에는 회계감사에 국한된 
재무감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올해 정부합동감사를 재
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감사
에 대해 ‘표적감사’ 운운하거나 정치적 의도 등을 내세우며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
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감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국가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법에 의거 자
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및 대형국책사업의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정부합
동감사는 주무부장관의 지위에서 소관법령의 적법한 집행여부와 국가시책의 집행상황
확인을 통한 정책의 환류기능(Feed Back)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므로 상호 보완적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중복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와 감사원이 매년 사전 협의를 거쳐 감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또 감사개시 
1~2개월 전에 감사자료 수집단계를 거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업은 정부합동감
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중복감사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
다. 참고로 서울시 정부합동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청계천 사업’을 흠집 내기 위한 감
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이 역시 정치적 해석일 뿐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
혀둔다. 셋째, 정부합동감사는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
을 위해 매우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외부기관의 감사
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고, 서울시의 경우 감사원 감사 외에 국회 국정감사와 지방
의회 감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합동감사
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수단의 하나로 정부
합동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
을 정도로 모든 업무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좋겠으나 우리의 행정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실시해온 정부합동감사 실적을 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문제점이 적출되고 법령위반, 직무소홀을 야기한 공무원이 1000명 이
상 징계되는 등 신분상 문책조치를 받고 있다. 예산불법집행이나 세입징수 누락으로 
인한 추징․환수액도 400~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대상 기관과 수감공무원 입장
에서는 감사과정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의 적
법․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주기적 정부합동감
사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9월에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일정 결정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지방행정 전반을 감사대상으
로 하나 자치단체장을 직접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주기도 통상 2~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어 4년인 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일정 
결정에 있어 단체장의 임기를 고려할 이유도 없고 기술적으로 고려하기도 어렵다. 특
히 올해도 서울시 정부합동감사의 경우 상반기로 계획하였다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행
정자치부, 건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5개 부․청이 참여하여 지방세, 건
설․도시계획, 환경, 보건복지, 식품의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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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아닌가요? 

튜터. 그 규정이 이 사안과는 어떤 련이 있습니까?

D. 감사의 주체가 다릅니다.

튜터. 행 의 주체를 구별하여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가의 사고에서 요한 

일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조사할 내용을 정리합시다. 

모두. 

1. 이 사안에서 통령이 권한획정을 할 수 있는가?

2.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바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을 주장하여야 하는가?

(5) 넷째날 수업

튜터. 우리 문제가 통령이 권한획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C. 여러 가지를 찾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

다. 

튜터. 헌법 제89조 제10호에 한 해석인데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찾아볼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그 습니까?

D. 우선 어느 교과서를 야 할지 모르고, 교과서를 정했어도 체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체 구조를 보여 니다. 

튜터. 교과서의 조문색인이 있는 것을 압니까?

A. 알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B. 문제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당사자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각부간의 권한 획정문

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튜터. 서울특별시와 행정각부는 문자 인 의미 자체가 다르지요. 법규정을 읽을 

때 한 마디 한 마디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읽은 습 을 갖도록 합시다. 둘째 

날 논의한 로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기 해서는 무엇을 주장

해야 합니까?

모두. 자치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튜터. 자치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검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부합동감사는 국민이 지방행정의 실질적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감사준비에 최선
을 다하고자 한다. 6년 만에 실시하는 서울시 합동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기대한다. <김기식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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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령 반에 한한다”는 해석입니다. 

D. ‘한한다’의 해석을 해 국어사 을 참고하 습니다. ‘한한다’는 것은 어떤 범

의 획정에서 기 이 됨을 의미합니다. 를 들면 “무료입장은 장애자에 한

한다.”는 표 입니다. 

C. ‘한한다’의 의미를 그 외에는 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상의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튜터. 좋은 근방법입니다. 이번 모의수업에서는 자치권 침해여부에 해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자치권 침해여부를 단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시다. 

D. 감사에 한 법  근거와 감사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A. 정부 각부처, 감사원, 국회의 감사가 다른 이 있는지도 살펴 야 합니다. 

B. 근본 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한 물음이 아닌가요?

튜터. 좋은 의견입니다.46) 수고했습니다.

46) 최희경 교수는 주요 논점이 대부분 다루어졌지만 흩어져 진행된 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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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3학년 어음수표법 모의수업 

(1) 문제 

소매업을 하는 甲은 2006년 9월 1일 오후 3시경 평소 거래가 없던 乙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80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20만원을 으로 거

슬러 주었다. 그날 녁 이 수표를 거래은행에 입 하 는데 다음날 이 자기앞수

표는 분실신고된 것이어서 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이 사건을 귀

하에게 의뢰하 다.

(2) 첫째날 수업

튜터. 어떤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A. 자기앞수표가 무엇입니까? 어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과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법률 으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분실신고를 가했습니

까? 乙이 분실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B. 분실신고 된 수표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C. 이서를 했습니까? 이서를 했으면 있는 화번호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

니까?

튜터. 이서가 무엇입니까? 이서가 왜 요합니까?

D.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 수표와 자기앞수표가 다른 것입니까?

C. 乙을 못 찾으면 甲이 험을 모두 부담합니까? 乙을 찾아서 구한테 받았는

지 물어 야 합니다. 그러고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합니다. 

튜터. 乙을 못 찾는다고 가정합니다.

A. 어음행 의 일반 인 법리가 수표에도 용될 수 있습니까?

D. 甲의 수표취득에 동산의 선의취득규정이 용됩니까?

C. 만일 乙이 분실신고한 후에 수표를 다시 찾았는데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악의 으로 사용한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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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C.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튜터. 가 부당이득을 반환합니까? 

B. 3시에 받았다는 것이 은행 업시간과 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튜터.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알아 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  생각해 

시다. 

B. 乙이 거래하는 은행이 갑이 거래하는 은행인가요? 

A. 乙이 이서를 하고 분실신고도 했다면 받을 수 있는지?

B. 이서와 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수표를 어음에 가까운 것으로 해야 할 

지 에 가깝게 야 할지를 먼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만원짜리는 

분실신고하지 않습니다.

C. 아닙니다. 신고합니다. 원래 모든 수표는 받는 즉시 유효한 수표인지 확인하

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튜터. 지 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보면, 자기앞수표의 의미, 이서와 배서의 차

이, 분실신고를 가했는가? 乙이 분실수표인  알았는가? 어음행 의 법리가 

수표에도 용되는가?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사실 계를 보충합니

다. 분실신고는 X가 했고 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A. 사기당한 것입니다. 

튜터. 사기여부가 왜 요합니까?

B.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튜터. 乙이 분실수표인  몰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A. 그 다면 乙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C. 무인성 때문에 乙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A. 은행과의 계를 생각해야 하지 않은가요?

B. 乙이 거래하는 거래은행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C. 발행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에게 발행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튜터. A은행이 Y에게 발행했고 Y는 X에게 주었고 X가 분실하고 신고했습니다. 

무엇을 알아 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C. 乙이 선의취득을 했다면 甲도 선의취득을 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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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乙과 상 없이 甲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B, C. 그것을 구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튜터.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조사할 사항을 정리해 시다. 

1. 자기앞수표가 무엇인가?

2. 자기앞수표에 어음의 원리가 용되는가?

3. 자기앞 수표에 선의취득이 용되는가?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가?

4. 이서와 배서가 어떻게 다른가? 만약 같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3) 둘째 날 수업 

A. 먼  자기앞수표가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을 지 인으

로 하는 수표입니다. 즉 은행이 발행하고 자신이 지 인이 되는 수표입니다.

B. 수표에도 어음법원리가 부분 용됩니다. 

C. 다른 이 있습니다.

튜터. 일반 인 설명은 잠시 어두고 이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범 로 논의를 

집 합시다. 

C. 당좌수표는 당좌 범 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서는 일본어이고 배서가 옳

은 말이라고 합니다. 수표 뒤에 은 사항은 배서의 의미는 없고, 주민등록번

호는 안 써도 됩니다. 당좌수표에서 당좌 이 없으면 부도처리됩니다. 하지

만 은행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나 지 인이 모두 동일한 은행이므로 은행이 

산하지 않는 한 지 해야 되니 소구의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

다. 

D. 자기앞수표는 보통의 수표와 동일하므로 동산과 같이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있다는 례가 있습니다. 

A. 배서의 연속이 있는지가 요합니다. 

D. 소지인출 식수표는 소지만으로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C. 수표법 제20조를 보면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튜터. 자기앞수표가 소지인출 식수표입니까? 

A. 소지인출 식입니다.



吳 守 根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4호 : 37～9888

D. 취득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튜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D. 과실이 없으려면 은행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A. 그러면 무 번거롭습니다.

튜터. 근거를 갖고 주장해 보십시오. 례가 우리 사안과 같습니까?

D. 례에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우리 사안보다 더 한 경우 습니다. 

튜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계속합시다. 

D. 선의취득이 되면 원시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은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C. 사고신고인이 제권 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시최고를 안 했으

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튜터. 당좌 수표에서 은행이 지 을 거 했을 때 은행상 로 수표  지 청구소

송을 하면?

모두) 이기지 않나요?

튜터. 근거는 무엇입니까? 소지인에게 지 청구권이 있습니까? 

A.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튜터. 수표법 제12조를 읽어 보십시오. “지 을 하여야 한다”와 “지 을 담보한

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어음법에서 담보한다는 표 은 소구의무를 의미합니다.

튜터. 수표의 발행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까? 먼  수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살펴 시다. 다음 시간까지 조사할 사항을 정리해 

시다. 

모두) 

1. 수표 소지인이 지 인에게 지 청구권이 있습니까?

2. 수표발행인의 담보책임이 무슨 의미입니까? 

3. 사안에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4) 셋째 날 수업

튜터.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수표소지인이 지 인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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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제28조 제2항에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도 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사안의 수표에도 지 의무가 있다고 니다. 

D. 자 이 없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지 거 이 가능하다고 니

다.  규정은 반 해석으로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C. 어제 수표 발행인이 주채무를 지는가에 해 희가 오래 논의했습니다. 교과

서에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 청구권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튜터. 주된 채무자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까?

C. 수표가 지 탁증권이니 주된 채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튜터. 지 탁계약은 가 한 것입니까? 그 계약의 효력은 구에게 발생합니

까?

C. 일반 으로 권리의무가 생기려면 계약이 있거나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 탁계약은 발행인과 지 인간에 체결된 것입니다. 지 인은 의무를 부담

합니다.

튜터. 발행인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소지인이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가 됩니

까?

모두) 아닙니다. 

튜터. 그러면 소지인이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C. 조문상(제39조)으로 소구권이 있습니다. 

튜터.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모두) 모르겠습니다. 

튜터. 지 인이 수표 을 지 할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B. 그러면 소지인은 수령권한과 소구권을 갖나요?

튜터. 맞습니다. 이제 사안에서 乙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소구권 행사요건에 안 맞습니다. 법한 제시기간에 지 제시를 하지 못했습

니다.

튜터. 지 제시기간이 언제입니까?

A. 국내수표니까 제29조에 따라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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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제부터 10일인가요?

A. 발행일부터 아닐까요?

C. 발행일도 들어가나요?

모두) 모르겠습니다.

튜터. 수표에서 기간계산에 한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B. 제61조에 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9조 제4항

에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C. 그러면 8월 25일이 되는데 왜 지 제시기간을 이 게 짧게 정했나요?

D. 법률 계의 안정을 한 것이 아닐까요?

튜터. 소구권행사를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A. 제63조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제시기간에 지 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차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발행인으로서 은행에 물을 수 있

습니다. 

튜터.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D. 소구권이 소멸한 시 이 되니 25일 자정에 소구권이 소멸하고 이득상환청구

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튜터. 그러면 구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까? 

D. 그 때에 가 이 수표를 갖고 있었는지 사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튜터. 그것도 조사할 사항이지요. 이 사안에서는 Y에게 8월 16일에 발행하 고 

Y는 8월 18일에 X에게 교부하 고, X는 8월 20일 분실된 것을 알고 분실신

고를 했습니다. 재는 乙을 찾을 수 없으니 일단 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합니다.

A. 제17조에 따라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이 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도 이 한다

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배서가 있습니까? 이득상환청구권도 수표에서 생긴 

권리인가요?

튜터. 배서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 기명날인 는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문제이니 사안에서 정해 주십시오.

튜터. 사안의 자기앞수표의 뒷면에는 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아무 것

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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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득상환청구권이 수표에서 생긴 권리인가에 해서는 학설이 나눠집니다. 지

명채권설과 변형물설이 있습니다. 지명채권으로 보면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이 하고, 변형물로 보면 제17조에 따라 배서나 단순한 교부만으로 이 합니

다. 

튜터. 일단 지명채권설로 시작합시다. 채권양도가 있었습니까?

C. 수표 교부와는 별도로 양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까? 

A. 지명채권이라면 따로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C. 수표를 교부하는 시 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별도의 

합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통지가 있었나요?

튜터. 통지는 가해야 합니까?

C. 乙이 은행에게 해야 합니다. 

튜터. 이득상환청구권의 이 을 논하기 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했는지 단

해 시다. 乙이 이 자기앞수표를 주웠다고 상정하면 乙에게 8월 25일 자정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모두) 모르겠습니다.

튜터. 그 문제는 더 조사하기로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앞에서 선의취득

에 해 논의했었는데 선의취득은 이 사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C. 乙로부터 甲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는 乙 자신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지 살펴 야 합니다. 

튜터. 乙이 무권리자이고 甲이 28일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이 자기앞수표를 취득

했다면 甲이 선의 무 과실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까?

A. 소구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튜터. 수령권한은? 

B. 분실신고시기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과는 련이 없나요?

튜터. 더 조사할 사항을 정리해 시다. 

1. 수표에서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배서와 같은 효과가 생기나?

2. 자기앞수표에 한 법원의 해석은?

3. 무권리자가 유하고 있는 동안 지 제시기간이 경료되었다. 이득상환청구권

이 발생하는가? 후일 선의취득이 될 때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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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넷째 날 수업 

C. 수표에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배서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지 조사했습니다. 

단순한 교부만으로 수표상의 권리이 은 가능하지만 배서 후에 나타나는 담

보  효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야 합니다. 수표에 있어 수취인을 지

정하지 않고 교부만으로 양도하는 소지인출 방식이 일반 입니다. 소지인출

방식의 수표에 있어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권리이  효력이 생기며 인

항변의 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수표법 22조) 

하지만 양도인의 기명날인 는 서명이 수표상에 없으므로 양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으며 소지인출 식수표에 배서하여 수표를 교부한 자는 수

표소지인에 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즉 소지인출 식수표에 한 배서는 권

리이  효력은 없고 담보  효력만이 발생합니다. (수표법 20조)

A. 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5조) 그  소지인출

납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출납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

력이 있습니다.(15조)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

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17

조 2항 3호) 즉,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출납의 수표

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

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합니다.(20조) 소지인출납의 수표에 배서

를 하면 소구의무를 지나, 반 해석으로 배서하지 않고, 백지식배서와 같이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하면 소구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단순한 

교부로 배서와 같이 양도할 수 있으나, 소구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차이 이 

있습니다.

A. 사안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례는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

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자기앞수표를 수

취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69다1390] 

 이런 결도 있습니다. “원래 수표 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

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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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은행 는 융기

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 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

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

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하여 소

지인을 신하여 그 양도에 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

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83다40]” 

이를 종합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소구권)가 소멸할 당시에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를 소

지하고 있었다면 일반 배서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표 의 

지 , 수령 권한과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소지인이 

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수표의 양수인은 지명채권양도방식을 통해 이득상

환청구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C. 자기앞수표에 한 리딩 이스는  1976.1.13. 70다2462 결입니다. 이 

결에서 법원은 은행 는 융기 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 내

는 물론 제시기간 후에도 발행은행, 발행 융기간에서 쉽게 지 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과 같이 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의 실정에 따라 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 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 는 수표

액의 지 수령권한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

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하여 소지인을 신해서 

그 양도에 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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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기앞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발행

은행에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앞 수표에서 발

생하는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 수표법 제63조 상의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이득상

환청구권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차의 흠결 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

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권리자는 정당한 수표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수표

를 유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

습니다. 

B. 지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사고신고에 기 하여 지 은행이 자기앞수표의 지

을 거 하는 경우에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에 기 하여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례는(70다2462)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만 특별히 제시기간 경

과 후에 자기앞수표의 양도에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까지 포함되고 지명채권 

양도에 통지권능도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시하 습니다. 수표법 제63조에 

따르면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는 지 보증을 한 지 인에 하여 이득상

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배서인인 을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지 보증을 한 지 인이 없으므로 발행인인 은행에 하여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수표법 제63조).

B.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있는데 다수설인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제시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 으로 소

멸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시 에서 발생한다

고 합니다. 한편 소수설인 정지조건설은 수표일반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

기에 하여 지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인의 지 탁의 취소가 있거나 지

인의 지 거 로 인하여 지 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권리자는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무권리자에 하여 이

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수표법 제63조). 따라서 해제조건

설에 따르면 제시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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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나 다른 요건(정당한 소지인일 것)이 충족

되지 않았으며 발생하지 않고 그 후 선의취득자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지 제시기간 경과 

후 발행인의 지 탁의 취소가 있거나 지 인의 지 거 로 인하여 지 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하 으므로 선의취득자의 지

제시가 있었으나 지 인인 은행의 지 거 이 있을 때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A. 무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동안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한 

례를 조사했습니다.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결이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수표의 지 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을 

법하게 확정하고 이 수표상의 권리는 지 제시기간의 경과로 소멸하 고 

원고는 그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83다429]”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뜻

하므로 수표(자기앞수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 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

다.[78다568]”

“원심이 그 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1978.8.19 22:10경 소외 최병용 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동 수표 등은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 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

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법한 차에 의하여 양

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80다537]”

이를 종합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었던 자가 소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때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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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유하고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무권리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하여 있었더라

도 후일 무권리자가 유하게 되면 법한 차에 의해 양수한 것이 아니므

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는 물론, 무권리자

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무권리자가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양도했습니다. 례에 따르면 

수표상 권리의 소멸시 무권리자일 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후 양수인이 선의라고 해서 선의취득하지도 않고, 진정한 소지인인지 확실하

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할 수 있다고 

니다. 

따라서 甲은 무권리자로 인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甲의 상황에

서는 진정한 소지인을 알지 못하므로 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 양도받을 수 있

었겠으나, 이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C. 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자에게 선의취득이 될 수 있는지에 해 우리 

례는 일 되게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면 양수인이 아무리 선의․무

과실이라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여 양수인은 채무

자에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취지의 결은 

1980.5.13. 선고 80다537 결에 설시되어 있습니다.

튜터. 그러면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시다. 

B. 수표소지인은 수표지 인에 해 지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수표  수령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C. 수표의 발행인은 지 을 담보하지만 지 인에 해 소구권을 행사하기 해

서는 소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甲은 수표의 지 제시기간을 

도과하 기 때문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D. 소구권이 소멸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구권이 소멸하는 

시 에서 정당한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

런데 사안에서는 소구권이 소멸하는 시 , 즉 지 제시기간이 만료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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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한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입증을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

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D. 이득상환청구권도 없다면 갑은 어떻게 구제하는가?

튜터. 은행은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되면 수표 을 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이 수표 을 갖기 해 지 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안에

서는 수표를 분실하 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가 

수표 에 한 권리가 있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이 억울한 사람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튜터. 그러면 우리가 논의한 것 에서 이 사안의 해결에 직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시다.

A. 甲이 분실신고된 수표를 취득하 으므로 선의취득의 여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설사 소구권을 선의취득하 다 해도 소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

하 기 때문에 소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서 유익이 없는 논의 습니다.

B. 이득상환청구권이 어떻게 이 되는지, 선의취득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봤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입증할 수 없어서 실익이 없는 논의가 되었습

니다. 

튜터. 그런 시행착오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법률문제에서 추론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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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 Based Learning in Legal Education
― An Observation through Pilot Cla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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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geu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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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introduces 'Problem Based Learning ('PBL') comparing with a case 

method and a problem method. Then he conducts two pilot classes on 

constitutional law and commercial papers to see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legal education. Four students participate in two pilot classes respectively, in 

which meet four times for one topic each. After monitoring those classes, he 

concludes that PBL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in legal education 

and finds three merits; PBL assists students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class, induces students to solve problems independently, and makes the learning 

situation real. The demerit of PBL, he observes, is that it is a costly method as 

students should spend more time and institutions should provide more manpower 

and materials. He suggests more empirical researches on alternative teaching 

methods, including PBL, to a lecture in legal education.

Key words: legal education, problem based learning, problem method, ca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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