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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방안* **

최 병 조
***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주지하다시피 특히 1980년  후반부터 사법시험제도  법조

인 양성제도의 개 , 더 나아가서 사법제도 반에 한 재검토가 활발히 요구되

었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며,1) 기야는 상당히 

신 인 방안들이 마련되었고, 법학계로서 무엇보다도 미의 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로스쿨이라고 통칭되는 법학 문 학원의 설치도 법제화를 기다리

기에 이르 다. 그러나 지 까지의 논의는 유능한 실무법률가의 양성에 그 

이 맞추어져 왔고, 유능한 법학자의 배출을 한 모색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2006년 10월 27일~28일 양일간 ｢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회 한국법률가 회에서도 법학 문 학원 체제 하에서의 법학

자 양성은 논의되지 않았다.2)  2006년 11월 18일 ｢한국사법제도 변화와 법교

육｣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한국법교육학회 심포지엄도 우리의 주제에 련된 

발표는 없었다.3) 종래 법학자 양성의 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법학 문 학

원의 신설과는 별도로 법학의 육성과 법학자 양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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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토론을 통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
창록, 최봉철, 이재승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이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참조.
 2) 동 대회 안내 팜플렛 참조. 필자가 알기로 이 글을 마무리할 때까지 통합된 자료집은 

배포되지 않았다.
 3) 동 심포지엄 초청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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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의 학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되어 온 것

도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법학 문 학원의 제도 도입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의 일로 상

되는  시 에서 여 히 원론 인 담론만을 여유 있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의 존치 여부와는 별개로 국제경쟁력 있는 법학의 구축

은 시 한 국가  과제이고, 이를 담당할 유능한 연구인력의 배양은 한 장차 

법학 문 학원 자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차 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에서는 법학 문 학원의 설치를 제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바람직한 법학 연구자들을 어떻게 교육․훈련시켜 배출할 것인가,  그와 같이 

양성한 법학 학문후속세 를 어떻게 리․활용할 것인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

러나 필자의 短見의 일단을 피력하는 데 그치고, 구체 인 실천방안의 세목까지 

제시하지는 못하 다. 이 부분은 어차피 모든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론 이거나 보다 일반 인 사항들에 해서

도 이 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한 그  표제어를 열거

하는 수 에서 그쳤다. 양해를 바란다. 

Ⅱ. 법학 학문후속세 의 개념과 범

학문후속세 (후학자)의 개념이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알기

로는 1992년 10월 9일 서울 학교 교수 의회 주최로 열린 학문후속세  육성을 

한 발표  토론회에서 비롯한다. 이 용어는 그 후 학계의 정착된 개념으로 자

리 잡았으며, 다양한 각종 지원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 다. 당시 

제시된 이 개념의 핵심은 학문후속세 는 학원 박사과정생을 포 한다는 내용

이었다.4) 지식산출을 기본소임으로 하는 학원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굳이 ‘지식

민족주의의 쟁을 수행해갈 사들’(김남두)5)이라고까지 비장하게 표 하지는 

않더라도, 다음세  지식생산작업의 주역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

록 박사학  취득자 원이 장차 의의 학문연구를 본령으로 하는 직역에서 활

 4) 김남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의 기본방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학문후속세

｣ 육성을 한 발표  토론회 (1992. 10.), 1ff.
 5) 김남두 (위 주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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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지식생산의 수 은 좁은 의미의 학계에 국한된 것

이  아니고 한 학문능력을 검증받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선진화를 한 요한 요인이므로, 후학

자의 개념을 이러한 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법학의 경우에도 학문후속세 란 다음 세  법학연구작업을 주도할 

인력으로서 구체 으로는 일단 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종사 인력이라고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로스쿨의 교수가 되는 형 인 경로 의 하나가 우수한 

성 으로 J.D.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유수한 연방법원 사의 조

수(law clerk)로 활동한 다음, 일정기간 법률회사(law firm)의 실무경험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 로스쿨의 교수로 진출하는 것이다.6) 우리는 이러한 경로로 교수요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언제 그러한 것이 갖추어

질지도 의문이며, 설령 미국식의 그러한 경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과연 그와 같은 방식을 추수할 것인지도 더 숙고

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재로서는 박사과정을 통한 양성만이 가능한 선택이라

고 생각된다. 

Ⅲ. 법학 학문후속세 의 역할과 기능

1. 미래 법학교육의 담당자

학문후속세 (후학자)의 역할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장차 법률학의 교육자

로서 기능하면서 유능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이다. 법

률학교육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법학이론가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실무법률가와 다른 교육상의 필요를 담당한다는 에서 불가

결한 존재이다.

2. 법학연구의 자원

법학연구는 그 자체로서 요할 뿐 아니라, 법학교육을 해서도 필수 인 

 6) 문용호, “로스쿨 교수부의 구성과 자격”, 한국법학교수회, 제4회 한국법률가 회 논문

집: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제경쟁력 - 도 과 응 - (2004. 12.), 728ff.,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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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활동이다. 법학의 학문후속세 는 따라서 무엇보다도 문  법학연구의 필수

 자원으로서 기능하며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이들의 연구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1) 법학 이론의 개발

2) 법률실무에 한 지원

3) 법률실무에 한 비

4) 정책  안의 제시

3. 직업  망

후학자의 직업  망은 체로 교수직이나 연구직에서의 활동을 겨냥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양성이 고려해야 할 지향 도 이들이 교수로서, 학자로서 훌

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식견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만 

한다. 

4. 바람직한 후학자의 모습

이러한 지향 은 당연히 후학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로 한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 에 요청되는 법학자의 이상 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7)

1) 열정  교육자

2) 탁월한 학자

3) 실문제(법률실무 포함)에 한 통찰

4) 국제  경쟁력

Ⅳ. 법학 학문후속세 의 선발과 양성

1. 목표

바람직한 후학자의 모습은 후보의 선발과 양성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과 훈련

 7)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
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개토론회] 법학 문 학원과 법조

인양성에 한 검토 (2004. 5. 7), 9ff., 1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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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공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 이 된다. 이는 결국 법학교육과 연구의 

국가 사회에 한 존재 의의에 다름 아니다. 후학자에 한 교육과 학문의 교수

도 공 자 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최 의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극 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양성기 의 입장에서는 교

육, 연구, 사회 사의 모든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로 나타난다. 

1) 양질의 법학교육 서비스의 제공

2) 종합  지 체계로서의 법학의 육성

3) 국가  사회에 한 사의 강화

2. 후학자 양성체제: J.S.D. 과정(3년)

(1) J.S.D. 과정에서의 양성

학문후속세 를 양성할 법학의 박사과정으로는 재로서는 다음의 두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1) 기존의 일반 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in law; S.J.D. 과정)

2) 법학 문 학원에 새로 설치하는 법률학박사과정(J.S.D. 과정). 

흔히 ‘法務박사’라고 번역되는 법학 문 학원 졸업의 학 ―편의상 미국의 

를 좇아서 일단 J.D.라 부르기로 한다―를 학문후속세  양성의 의미에서의 박사

과정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의 실질은 

LL.B.(법학사)이고,8) 그 목표 자체가 실무법률가인 을 고려하면, 역시 학자 양

성의 차원에서는 J.D. 학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J.D. 학 자가 경

험을 쌓아서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새로 설치하는 법률학박사 과정도 기존의 법학박사과정과 구별하기 하여 일

단 명칭을 미국의 를 따라서9) 편의상 J.S.D. 과정으로 표시하 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J.D. 과정이 기본 으로 그 연한은 같아도 그 실질  교육내용이 미국

의 J.D. 과정과 동일할 수 없듯이 이하의 구상에 있어서 J.S.D. 과정 역시 그 실

질내용상 우리나라의 실을 고려한 우리의 제도라는 에서 주의를 요한다. 앞

 8) J.D. (Juris Doctor)는 실제로 미국의 로스쿨들이 애초에 수여하던 LL.B.를 1959~60년
대에 명칭을 바꾼 것일 뿐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法學 門大學院 제도 도입

방안｣에 한 공청회 주제발표  토론자료, 2005. 4. 21., 148 (김재원).
 9) 가령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Doctor of Juridical Science (J.S.D.) 프로

그램관련:http://www.nyulawglobal.org/graduateadmissions/juridicalscience/index.htm(2006. 
11.29. 현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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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외국제도와의 혼동과 혼란을 피하기 하여 다른 외국어명칭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실성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컨   새롭게 JP 

[Juris peritus. 法學識家] 학 . 반면에 J.D.는 JC [Juris consultus. 法相談家] 학

로 한다든가).10) 

법학 문 학원에 J.S.D. 과정을 설치하는 것에 반 하고, 학자 양성은 종 의 

일반 학원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11) 이와 같이 학자 양성과 

실무가 양성을 아  기 을 달리하게 되면 법학계와 실무계가 괴리되는 종 의 

폐해를 답습할 험이 크고, 법학 문 학원의 자원을 한 방향으로만 활용한다는 

맹 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법학 문 학원에 반드시 3년 과정의 법

률학박사과정(J.S.D.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제할 때 1)과 2)가 병

존하는 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계로 나란히 존치시키더라도 무방할 것이

다. 그러나 과정이 다른 만큼 수여하는 학 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아래 5). 궁극 으로는 1)은 차 소멸하고 2)로 통일되어 갈 것으로 상된

다. 

3년의 J.S.D. 과정을 제로 할 때 법학 문 학원 입학생  원하는 자는 처

음부터 J.S.D. 과정에 진입시켜서 총 5년의 기간을 교육하자는 견해도 주장된다. 

이는 연한만으로는 종래의 일반 학원 박사과정생의 교육기간(석사 2년 + 박사 

3년)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체로 4년의 법학학부 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상으

로 하는 일반 학원 박사과정과는 달리 법학 문 학원의 경우에는 J.D. 과정 자

체가 법학학부 과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심화된 문 법학의 연구  

교수요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보자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 으로 J.D. 과정을 이수한 자 에서 선발하여 J.S.D. 과정을 졸업하게 하는 

10) 이 두 용어는 모두 고대 로마에서 법률전문가를 지칭했던 용어로서 당시 법률가들은 
법학자(학식가)이면서 실무가(상담가)였기에 두 용어가 한 인물에 대하여 구별 없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어휘의 의미도 대차는 없지만, 어감상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로마의 법률가에 관해서는 졸고, “로마법상 법률가의 윤리”,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 편, 法律家의 倫理와 責任 (2000), 81ff., 82ff.

1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 주 8), 167 (노동일): “로스쿨에 석․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한정시
키고, 석․박사과정은 현재의 대학원 과정을 발전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 로스쿨에 법학에 관한 모든 역량을 집중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로스쿨 제도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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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학문후속세  양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령 법학과목의 

이수학 이 일정수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2) 법학 문 학원 교수진 구성의 다양성

법학 문 학원을 통하여 양성하는 후학자를 기본 으로 J.S.D. 학  취득자로 

설정한다는 사실은 법학 문 학원의 실제 교수진이 모두 J.S.D. 학 자여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학 문 학원의 교육목표는 교수요원의 다양한 구

성을 요청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델이 된 미국의 로스쿨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그 

학문 인 성장과정과 배경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법학 공자 이외의 다

양한 학문연수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미국 주요 로스쿨의 상이다.12)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연구자들이 법학 문 학원의 

교수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기 해서 

법학 문 학원은 향후 책무의 정도, 진입 요건, 직업 안정성 등에서 일련의 선

택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수요원은 원칙 으로 박사학  소지

자여야 한다는 제하에서 가능한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법학

문 학원과 일반 학원 법학과의 병존을 제하고, 그리고 J.S.D. 과정의 입학 

방식에 한 어떤 거친 표상 하에서의 이야기이다. 자세한 구체  제도가 마련되

어야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법학 문 학원을 선이수한 경우

a) 변호사시험 합격 + J.S.D. 과정

b) 법학 문 학원 J.D. + J.S.D 과정

c) 법학 문 학원 J.D + 일반 학원 Ph.D. 과정

d) 법학 문 학원 LL.M (외국인)13) + J.S.D 과정

② 일반 학원을 선이수한 경우

a) 일반 학원 Ph.D + J.D 과정 (+ 변호사시험 합격)

b) 일반 학원 Ph.D. + J.S.D 과정

c) 일반 학원 LL.M. 는 M.A. + J.S.D. 과정

12) 문용호 (위 주 6), 733.
13)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정한 법학교육을 이수한 외국인들만을 위한 LL.M. 과정

을 둔다는 전제하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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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 학원 LL.M. 는 M.A. + J.D. 과정 (+ 변호사시험 합격)

③ 변호사시험 합격 는 J.D.만 한 경우

④ 일반 학원 S.J.D 는 Ph.D.만 한 경우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학문의 공자들을 아우르는 교수진에 의해 교육이 이

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학 문 학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령은 어디

까지나 法學의 공자를 배출하는 것이므로, 기본 으로 법학 문 학원 J.D. 학

자 는 일반 학원 LL.M. 학 자 이상의 자들 에서 선발한 자들을 J.S.D. 

과정에서 교육․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① a). b). d); ② c)). 이 

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기는 법학 문 학원에서 J.D.를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J.S.D. 과정에서 후학자로 양성하는 것인데(  ① a)), 오늘날 크게 

비 되고 있는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행로가 정착되

어 일상화되도록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a)  d)의 경우를 일반 으

로 후학자 양성으로 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② b)의 경우에도 

차세  법학자 양성의 모델로 삼기에는 법학의 연수기간이 짧은 것 같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법학 각 분야의 특성과 개별사례의 사정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3) J.S.D. 과정의 기본방향 

① 법학연구와 교육에 임인 우수한 인력에 한 개방  근

J.S.D. 과정생을 어떤 자들로 구성할 것인가는 학문후속세 의 양성이라는 목

표로부터 결정할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법학 문 학원(과 법과 학)의 법학 교

육과 연구를 책임질 인력이다. 이미 J.D.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배경의 인력을 받

아들 으므로, 기본 으로 법학의 심화를 한 J.S.D. 과정에서까지 다양성을 강

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른 학문 배경을 가진 법학 문 학원 교수요원

의 양성은 어차피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학

계 체의 분업체제 속에서 법학 요원의 양성이 법학 문 학원 박사과정의 임

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법학을 공한 인력만을 진입시키는 것도 항상 

권장할 만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의 학문연구 배경이 있는 능력

자의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비율이나 형방법 등은 

구체 인 입학규정과 더불어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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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도 있는 심층 교육

이를 하여 행 일반 학원 박사과정의 이수학 이 총 36학 인 것과 달리 

이를 폭 강화하여 총 60학 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이것은 행 일반 학원

의 석박사과정의 이수학 을 통산한 것과 같은 수 인데, J.D. 과정이 LL.B. 과

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그  1/2은 법학

교육과 연구 일반에 필요한 공통필수과목에, 나머지 1/2은 세부 공[집 ]분야의 

연구에 배당하되, 후자의 경우 세부 공과목(집 필수  집 선택과목)의 이수에 

1/3을, 나머지 1/6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법학과목(일반선택과목)에 배당함으로써, 

Generalist로서의 법학 학문능력과 Specialist로서의 문 법학능력의 양자를 동시

에 도모한다(→ 아래 4).

③ 복합학  과정 내지 동과정의 문제는 더 검토를 요함

J.S.D. 과정을 동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J.S.D. 과정에 재학

하면서 타 분야에서의 Ph.D.를 복합 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

은 법학 문 학원의 구체 인 교과과정, 다른 학과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신

하게 결정할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련 법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복합학 와 련짓거나 짓지 않고서 학문습득의 복합화를 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집 선택  일반선택과목의 학 (총 15학 )을 다른 학과에

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가령 집 선택(6학 )의 경

우에는 유 한 학문분야를 지정하여 그 범  안에서 수강을 허용하고(가령 세부

공이 경제법인 경우 경제학  경 학 련 강좌에 한해 허용한다), 일반선택

(9학 )의 경우에는 더 넓게 개방하거나(가령 경제법이 집 분야인 경우에도 인

문, 사회, 자연과학의 다양한 강좌 수강을 두루 허용한다), 는 이와 달리 정하

는 등 세부 인 면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후학자의 모집․선발

비교  다수의 법률실무가 후보군을 양성하는 J.D. 과정과는 달리, J.S.D. 과정

은 원칙 으로 앞으로 법학계를 주도할 소수 정  원칙 하에 정 규모의 인원

을 선발하여 극 인 지원 하에 양성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집 상자의 지

원요건과 인원수, 형방식 등을 규정해야 한다.



崔 秉 祚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4호 : 99～126108

(1) 학력 기

① 우수한 어학력( 어 + 제2외국어[고 어 포함] 필수)

② 국내외 공인된 일반 학원 M.A. 이상의 학력(LL.M., J.D., 변호사시험합격

자 우선 고려)

③ 성  요건: 성  우수자 

(2) 모집인원

그 규모에 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선발방식

① 서류심사 → 면  → 필기시험(외국어  세부 공)의 순으로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선발된 자를 상으로 다음 단계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졸업증명서, 성 증명서, 외국어능력인증서, 각종 자격

증서 등을 심사한다.

③ 면 은 지원자의 학문  성과 능력, 열정  교수로서의 자질과 품성 등

을 심사한다. 면  시에는 추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필기시험은 외국어( 어  제2외국어)와 지원한 세부 공[집 ] 과목에 

하여 실시한다.

4. 후학자 양성의 교과과정

(1) 교과과정의 원칙

① 기본법학(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필수화

법학의 어느 분야를 공하든, 법학의 기본  분야에 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

은 법학 자체의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법학을 체 으로 조망하는 데에 필수

이다. 

② 기 법학 분야(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일정학  필수 이수

법학을 학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사상 , 역사 , 사회  기 에 

한 이해가 법학에 한 자기성찰의 차원에서 긴요하다. 기 법학군에 속하는 과

목을 선택  필수로 지정하여 어도 1강좌 3학 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문

후속세 에게 기 법학의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단순한 법기술학이 아닌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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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기 하기 한 조치이다.

③ 이론에 실무 요소 목(→ 아래 (5))

④ 선택과 집 을 통한 문법학의 심화

법학의 일정한 분야를 공한 문법학자로서의 상을 확고히 하기 하여 

선택한 세부 공의 필수이수학 을 총21학 으로 높임으로써 명실공히 그 분야

의 심화된 공력을 쌓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국제  경쟁력의 제고

기본 으로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자들을 학문후속세 로 선발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의 측면에서 자질을 확보하고, 과정 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인 교류  

력 과정에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외국어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

의 강좌를 개설하여 법학과 련한 외국어 능력  외국법 지식의 습득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며, 학  취득 후에는 일정한 기간 해외연수를 의무화함으로써

(→ 아래 6.(1)) 외국인들과의 실제상황에서 실력을 기르도록 배려한다. 일정한 

외국어 강좌의 이수를 필수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상황에서 구체 으로 검토

할 문제이다. 토론 과정에서 외국어 습득을 한 기회를 언제 마련하는 것이 좋

은지에 해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항상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⑥ 교수요원으로서의 훈련(→ 아래 (6))

(2) 교과목 편성의 원칙

① 모든 법학과목은 강의, 세미나, 연습강좌로 구성

학생의 극  참여학업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 특히 학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습득한 법학지식의 창조

 활용을 진하여 법학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연습강좌를 주된 강좌형태로 

설정한다. 

② 강의는 임의과목화(필요시에 한하여 개설 는 J.D. 과정 수강).

세미나와 연습강좌  집담회는 필수화

③ 연습강좌는 심화 정도에 의해 2 내지 3단계로 구분( , [ ], 고 );

세부 공[집 ]분야의 경우 고 연습 강좌 필수화

④ 집담회는 3년차 1학기에 박사논문 집필자들로 구성하여 실시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의 교환, 설득능력의 제고 등을 도모하기 하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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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집필자들을 심으로 한 집담회를 개설한다.

(3) 이수과목  학

① 과목당 학 과 총 이수학

a)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한 총 학 은 60학 으로 한다.

b) 과목당 학 은 3학 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학교수 수습(→ 아래 (6).①)은 총 6학 으로 한다.

단 학 논문작성과 집담회(→ 아래 4)는 합하여 3학 을 부여한다. 

② 이수과목  학 의 필수 여부

<교과목 세부 공[집 ]분야 일람 시>14) 

a) 기 법 분야 / b) 민사법 분야 / c) 형사법 분야 / d) 헌법 분야 / e) 행정

법 분야 / f) 분쟁해결 차법 / g) 기업법 분야 / h) 세법 분야 / i) 경제

법 분야 / j) 통상법 분야 / k) 사회법 분야 / l) 환경법 분야 / m) 산업재

산권 분야 / n) 국제법 분야 / o) 비교법 분야 / p) 생활법 분야: 법과 

고, 법과 술, 노인과 법, 여성과 법 등등 / q) 새로운 법 분야

<공통필수> 총 30학  [ 체 이수학 의 1/2]

a) 기본법학 9학 은 공통필수화(→ 아래 (4))

b) 기 법학 분야(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3학 은 공통필수화(→ 아래 

(4))

c) 법률실무 훈련(→ 아래 (5)) 3학  공통필수화

d) 법학교수 수습(→ 아래 (6).①) 6학  공통필수화

e) 교수연구윤리(→ 아래 (6).②) 3학  공통필수화 

f) 정보화 교육방법(→ 아래 (6).③) 3학  공통필수화

g) 박사논문작성  집담회 3학  공통필수화(→  ①.b))

<세부 공필수> 총 21학  [ 체 이수학 의 1/3]

a) 나머지 총 30학   세부 공별로 총 21학 (7개 과목) 필수화

b) 이  5개 과목(15학 )은 세부 공필수과목으로, 나머지 2개 과목은 세

14) 상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 학교 법과 학 발 계획 (2001. 06. 15), 31f.; 서
울 학교 법과 학 발 계획(1999. 1. 15), 36f. 참조. 단 이 글에서 p) “생활법 분야”
는 서울법대 발전계획에는 “새로운 법 분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친 것이고, 이 “새
로운 법 분야”는 q)로 별도 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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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선택과목으로 함

<일반선택과목> 총 9학  

a) 기타 과목 3개  해당 9학 은 선택화(일반선택과목)

(4) 법학이론 교육

① 기본법학 3과목 공통필수 이수: 9학

② 기 법학 1과목 선택  공통필수 이수: 3학

③ 공분야 법학 이수: 세부 공 이수 21학

④ 공분야 학 논문 작성(→ 아래 (7).①): 3학 (단 집담회와 합하여)

⑤ 집담회(학술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설득능력의 제고, 공동작업 능력 배

양): 학 은 학 논문작성(→  ④)과 함께 3학  부여

(5) 법률실무 훈련

법률실무가로서도 학문에 념하거나 학문활동에 주로 종사하다 보면 자칫 실

무감각이 둔화되거나 상실될 수가 있다. 처음부터 법률실무를 택하지 않고 학문

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무에 한 이해의 정도가 부족할 수가 있다. 법학이 실천

학문인 이상 이러한 괴리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학문후속세 의 후학

자들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체로 3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의 실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것이 실 될 수 있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타기 의 극 인 조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3학  인정.

① 헌법재 소, 법원, 고등법원의 재 연구직 연수

② 공익법무 연수

③ 정부기   원회 연수

④ 경제단체, 기업체 연수

(6) 법학교수 수습  련과목

① 단계별 법학교수 수습

후학자의 기능  요한 것이 연구 외에 교육이다. 교수활동 역시 체계 인 

훈련이 필요한 문  성격의 활동이다. 장래의 교수요원을 학업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교수들의 교육활동(J.D.  J.S.D.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훈련하고, 마지

막 단계에서는 독자 인 강좌운 의 기회를 제공하여 훈련한다. 종래 등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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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러한 교수 훈련은 세 학의 통에도 부합하는 학문후속세  양성의 

요한 요소이다. 총 6학 . 

a) 제1학기: Teaching/Research Assistant (교수/연구 보조): 학  없음

b) 제2학기~제3학기: T/R Associate (교수/연구 공동수행): 총 4학

c) 제4학기: T/R Fellow (교수/연구 독자수행): 2학

② “교수연구윤리” 교육 필수 이수

법률실무가에게 “법조윤리”가 필수 이듯, 후학자에게는 “교수연구윤리”를 필

수화한다. 교수  학문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법 -행정  문

제 들15)을 주지시켜 규범에 맞는 윤리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고, 장래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비시키기 한 조치이다. 학문생활의 일상  사항을 말하자

면 “교수학 입문”으로서 학문후속세 에게 빠짐없이 체계 으로 습득시킨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이와 련하여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장차의 연구성과가 작

권의 상이 되는 직업활동이 기 되므로 작권법에 한 지식과 이해가 무엇

보다도 요하다. 따라서 작권법의 내용을 폭 포함시켜 편성한다. 3학 . 

③ 정보화 교육방법(e-Learning. Legal Research 방법론 포함)의 필수 이수

법학연구와 교수에 필수 인 정보화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후학자의 연구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활용에서 뒤지지 않도록 교육한

다. 3학 .

(7) 법률학박사논문의 작성과 제출  심사

① 박사논문 작성은 3년차의 경우에 3학 을 부여한다(→  (4).④).

② 박사논문은 3년 과정을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논문의 심사는 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한다. 

이상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15) Cf. Deborah L. Rhode, In Pursuit of Knowledge. Scholars, Status, and Academic 
Cultu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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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제6학기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고 고 고 고 고 고

 ○ 필수 기본법학과목 3강좌 (공, 민, 형)

 ○ 필수 기 법학과목 1강좌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택일)

 ○ 집 필수과목 5강좌 

 ○ 집 선택과목 2강좌

 ○ 일반선택과목 3강좌

Legal Research

e-Learning

교수연구윤리

( 작권법 포함)

법률실무 훈련 

(3개월 이내)
박사논문 작성

T/R Assistant T/R Associate T/R Fellow 집담회

<표 1> 수강과목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제6학기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강

의
세미나

연습

고 고 고 고 고 고

기본법학과목 I 기본법학과목 III 기초법학과목 집 필수 5 집중선택 ⑵

기본법학과목 II 집 필수 2 집 필수 4 일반선택 일반선택 
집 필수 1 집 필수 3 집중선택 ⑴

일반선택 
Legal Research

e-Learning

교수연구윤리

( 작권법 포함)

법률실무 훈련 

(3개월 이내)
박사논문 작성

T/R Assistant T/R Associate T/R Fellow 집담회

<표 2> 학기별 수강의 시 

*굵은 씨=수강학기가 정해진 과목

(8) 이상의 “강한” 코스워크 제안에 한 가능한 반론과 재반론

이상의 제안의 핵심은 법률학 교육의 강화, 심화를 통한 학문후속세  양성이

라는 말하자면 “강한” 코스워크이다. 이에 해서는 이른바 “약한” 코스워크 제

안16)의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J.S.D. 과정은 체로 논문 작성만

을 요체로 하는 과정이어서 이곳에서 제안한 “강한” 코스워크와는 거리가 먼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표회 당시 김기창 교수의 지 에 따르면 미국식 로스쿨의 

J.D.과정은 실제로는 일정한 수 을 갖춘 인력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으로 소임을 

16) 발표회 당시의 최봉철 교수의 토론 취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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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실무가를 한 과정조차도 제도 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 국과

도 조되는) 특징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학문후속세 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로스쿨 교수가 되는 이력의 표 인 경로

를 이미 지 한 바 있거니와, J.S.D. 과정이 이 경로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서 작

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넓

은 시장을 무 로 소양을 갖춘 다수의 인력을 양산하여 그들로 하여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거치게 하고, 그 경쟁에서 단련된 인재들이 실무에서도 두각을 나타

내는 법조인층을 구성하고,  이 게 단련된 인재들 에서도 학문  심을 가

진 자들을 상 로 교수요원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식 법률가 양성체

제의 작동기제는 무엇보다도 기능하는 넓은 시장을 제로 한다는 에서 토

와 인구 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어인 어의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자국에 한하

지 않는 시장을 확보하 거나 할 수 있는 미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세

계의 모든 다른 나라가 미국식 로스쿨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근본 인 실사정의 차이가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실무가 양성 

 학문후속세  양성과 련해서도 미국식 로스쿨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

로 미국식으로 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같이 기본 으

로 다수의 법조인력을 배출하여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체의 틀이 마련되지 못

하고, 법학 문 학원의 인가에서부터 제한을 가하고, 인가된 법학 문 학원의 

체 학생의 수에도 제한을 두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인 으로 제한하

는 등으로 단계마다 규제가 가해지는 방식으로 운 이 된다면, 미국식의 학문후

속세  확보는 애 부터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유능한 후학자군의 발굴과 지원, 양성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제한된 소수 인력에 한 집 이고 철 한 교육훈련의 방

안 외에는 달리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한” 코스워크는 그 정당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워크의 구체 인 운 과 련하여 일견 드

러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생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다. 훌륭한 논문을 쓰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라는 에서 사실 지나

친 코스워크는 오히려 학자 양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이곳에서 제안한 구상의 경우 그러나 과

도한 학 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선, 교수수습의 경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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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담당교수의 수업을 보조, 참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독자 인 강의에 이르는 

진 인 코스로서 마지막 2학 을 제외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둘째로, 정

보화 교육과 교수연구윤리도 실제로는 큰 부담 없이 이수하는 것만으로 학 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셋째로, 박사생들의 집담회 역시 부담 없이 토론을 하

는 자리로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학  취득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박사논문 

학 은 어차피 작성하는 논문집필에 집담회와 연계하여 학 을 부여하는 것뿐이

다. 다섯째로, 법률실무훈련은 그 강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

지만, 원칙 으로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실상황에 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히 마련된다면(그 다고 유

명무실한 것이 되어서는 로 안 될 것이다) 이 역시 학문후속세 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구상의 핵은 학술  강좌이고, 그 

체 학 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꼭 필수 인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에서 지 된 문제  의 하나는 J.D. 3년 + J.S.D. 3년의 과정을 마치

면 병역의무기간을 합산할 경우 학 취득까지 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었는데,17) 재의 제도보다 실제로는 1년이 더 긴 것이므로 학문에 념할 후학

자에게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제하면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재에도 실제로 학 논문을 마치기까지에는 제도가 정한 

연한을 보통은 넘기 일쑤여서 사실상은 별 차이가 없고, 이미 언 한 바 있는 것

처럼(→  2 (1)) 일정한 요건 하에 과정을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체 으로 큰 부담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5. 학문후속세 의 학 제도

(1) J.S.D. = 法律學박사

법학 문 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 논문이 통과된 후학자에게는 

J.S.D.(法律學박사) 학 를 수여한다. 학술학 와 문학 를 구별하자는 견해, 

Ph.D. in Law 를 수여하자는 견해 등이 있고,  J.D. 학 의 한국명칭과 련해

서도 이런 런 구상들이 있으나, 사견으로는 J.S.D. = 法律學박사, J.D. = 法務박

사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종 의 일반 학원 박사과정은 이미 술했

듯이(→  2.(1)) 그 과정 자체가 존속하는 한, 법학 문 학원의 J.S.D. 과정과 

17) 토론자 이재승 교수의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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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안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성공 인 이수자에게는 法學박사(S.J.D.; 

는 Ph.D. in Law)를 수여하는 것으로 한다.

(2) 담당 강의과목

학 논문을 작성한 공분야를 포함하여 법학과목 반에 한 강의자격(venia 

legendi)을 인정한다.

일단 법률학박사학 를 취득한 자에게는 법학 반에 한 강의자격을 인정하

는 것으로 인식의 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실 으로는 공분야와 

그 인 분야 과목에 한 강의를 주로 맡고, 연구도 그 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들은 학부에서 다양한 공을 경험했고, J.D.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법학 반에 

한 훈련을 거친 것이므로, 이들이 법학 문 학원의 교수로 활동할 때에는 자

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강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수들 사이에 경

쟁을 진하여 학문발 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J.D.에 불과한 

법률실무가에게는 법률 반에 한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에 더하여 J.S.D. 과정

을 마친 후학자에게 공 역에 한정된 능력과 자격만을 인정한다면 이는 균형

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학문 간의 장벽마 도 제거되고 통합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18) 법학 내부에서 여 히 공별로 상호간에 장벽을 쌓고 교류를 거

부하는 것이 되어 시 의 추세에도 역행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반 인 개방이 어렵다면, 재 미국의 로스쿨처럼 모든 교수가 

어도 한 강좌는 기본 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공과목에 집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도 모든 교수로 하

여  특화된 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교정하여 법학 일반

의 체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는 장 이 있다고 하겠다.

박사학 를 마친 후 다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 제도가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수자격이 있는 과목을 직  공분야  그때까지의 연구과정에서 

아울러 습득한 개 두 개 정도의 그 인 분야로 처음부터 확정함으로써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의 범 를 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에서 제시한 미국식 방

안이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 제2의 안으로서 우리도 이러한 독일식 해결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 기에 이를 표기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

18) 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장대익 옮김, 통섭: 지식의 통합 (2005 [영어원서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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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후학자의 활용과 리 (3년과정 수료자  박사후 제도)

학문후속세 의 양성은 J.S.D. 과정을 성공 으로 마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

는다. 이 신진인력을 제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해서 필요한 지원

을 계속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시 한 것은 이들이 안정 인 직업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 

(1) 6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필수 이수

포스트-닥터 단계에 진입한 후학자들과 박사논문 집필단계에 있는 과정수료자

들에게 박사과정 재학 에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제 로 실 시키지 못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필수  애 터서비스로 제공한다. 배출인력에 한 상시  

리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 으로 배려함으로

써 국가 고  두뇌의 낭비를 없애고, 신진학자의 생산  학문능력을 십분 활용하

는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연수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 이나 기구들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세계 인 연구기 ( 학 포함)

② 국제기구

③ 정부기

④ 외국의 공인된 유 단체

(2) 강의교수 는 임연구원 신분의 부여

이러한 활용 방안의 하나가 일정한 기간 강의교수 는 임연구원 신분을 부

여하여 강의와 연구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장 연구인력이 생계를 

하여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극 인 지원책을 펼치기 한 제도  장치의 하

나에 불과하다. 

7. 후학자의 취직제도

(1) 교수/연구원 취직

교수 인력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학자를 양성 배출함으로써 취직과 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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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학문활동에 념할 수 있도록 학원과정이 알차게 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과정을 필한 후학자들에게도 교수나 연구원으로서 안정 인 직업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배려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본교의 연구원 내지 강의교수

 6 (2)에서 이미 박사후 인력을 잠정 으로 본교의 연구원이나 강의교수의 

신분을 부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언 하 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학 문

학원의 연구 체계에 맞추어서 정식 취업의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V. 법학 학문후속세 (후학자)에 한 지원  유인책

1. 폭 인 경제  지원

(1) J.S.D. 과정 : 일정한 성  이상의 경우

① 수업료 기타 학비 액 면제

② 기본생활비 지원

③ 학업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장학  차등지원

④ 법률실무훈련(3개월 이내)  법학교수수습(4개 학기)  실습비 지원

(2) Post-J.S.D. 시기 

① 해외 연수(6개월 이상) 비용 지원

② 강의교수, 임연구원 지원

2. 법조자격의 부여

학문후속세 로서 법학이라는 학문에 념하고자 하는 자로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법조실무 자격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취득한다면 언제 취득할 

것인가 하는 이다. 앞으로 법학 문 학원이 정착하고, 후학자가 되는 자들이 

원칙 으로 J.D.를 마친 다음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J.S.D. 과정에 진학하는 

자들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지만, 그 때 가서

도 변호사시험을 보지 않고서 J.S.D. 과정을 이수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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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2)). 이들의 경우에는 학문에의 념이 상당한 기회비용의 지불로 

감내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개개인에 따라서, 그

리고 법학의 공분야에 따라서는 굳이 변호사시험을 거쳐서 법조 자격을 얻는 

것이 학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노력과 시간의 분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요

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후학자들을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념하게 하여 법학의 발 과 육성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후학자들을 한 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장 요한 것이 이들

이 법률학박사학  취득과 동시에 바로, 는 후에 일정한 요건(일정한 기간 이상

의 공인된 법학교수 내지 연구직 활동; 학문  업 ; 일정한 실무훈련 등)을 갖추는 경

우 이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게 되면 법조자격을 얻는 길에

는 학문에의 정진도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 후학자 후보군을 양 ․질 으로 확

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J.D. 과정 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의 우수인력

이 J.S.D. 과정에 받아들여진다는 에서 보면, 이러한 사후  조치는 지 까지의 

사법시험 하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학(계)과 실무(계)는 인간사회의 법칙에 따라 분업을 하면서 

등하게 상호 조력을 하는 계인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

거나 열등하다거나 하는 서열 계가 아니라는 데 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문제에 근해야 할 것이다.19)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법학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조자격에 한 한 사, 검사, 변호사의 각 직역을 분리하여 그  일부에 

한 자격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20)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소송 리나 법정변론은 제외 내지 제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21) 

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19) 이 대목에 대해서는 토론자 김창록 교수로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라는 찬동의 
표시가 있었다. 

20) 이 생각은 토론자 김창록 교수로부터 시사 받은 것이다.
21) 서양 중세 교회법이나 보통법 시대에 기능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諮問律士(advocatus)

와 訴訟代理士(procurator)를 구분한 것이나(A. Erler/E. Kaufmann [Hg.], Handwörter-
buch zur deutschen Rechtsgeschichte, I [1971], s.v. Anwalt, p.182ff., bes. p.184 [G. 
Buchda]), 영국법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구분하는 것이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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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J.D.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J.S.D. 학 를 취

득하는 경우에는 법조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2) 변호사시험에 응할 자

격을 인정해야 하고, 시험과목의 일정한 면제와 같은 우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법학 연찬의 기간이나 심도로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4. 국내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활성화

국내외 인 연구활동에 법률학박사 과정생과 박사후 인력의 극 인 참여 방

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하다. 이것은 법학의 경우 종래 다른 분야에 비

하여 많이 미흡했던 이므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공자로 구

성되는 박사과정생들의 장 을 살리면 종래 미진했던 학제  공동연구와 그에 

한 참여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연구  학술 로젝트에 능동

으로 참여시키면 학문  훈련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경제 인 측

면에서도 도움을  수 있으므로 후학자들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킬 수 있을 것

이다. 

5. 학 논문의 출 , 포상 기타 사기진작책

원칙 으로 학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학자로서의 입지와 상을 제고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논문 집필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게 함으로써 우수

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우수한 논문의 경우에는 그에 상

응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勸學의 기풍을 진작시키도록 한다.

Ⅵ. 맺음말

1. 성공의 제조건

이상의 구상이 성공 으로 실 될 수 있기 해서는 큰 틀에서 학문분야 일반

에 용되는 다음과 같은 성공의 제조건들이 두루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

다.22)

1) 교육의 수월성 제고

22)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회 연구결과보고서 2006-3/005 “ 학발  평가지수 개발” 
(2006. 10.),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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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의 효율성 제고

3) 교육의 책무성 향상

4) 운 의 자율성 신장

5) 세부 공간 동성 진작

6) 학 재정 지원의 확충

특히 무엇보다도 법 ․제도 인 토 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

단 그러한 토 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운 이 실력 있는 법학자의 양

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해서는, 복되는 감은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23) 

(1) 문성의 확보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제이다. 법학 문 학원의 교수진이 유능한 문인력으

로 구성되어 후학자들과의 공동보조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2) 기 의 자율성: 특히 교과과정상의 자율성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해서는 법학 문 학원이 교과과정을 

포함하여 반 인 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법학 문 학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문 발 에도 상승작용이 가

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부의 규제가 일정한 한계 내에 머무를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3) 재정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목이 바로 재정  투자의 부문이다. 결국 모

든 구상의 성패는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상

으로 필요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나름으로 실 으로 가

능한 최 의 투자와 그의 효율 인 운용을 통하여 법학 문 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그 속에서 양성되는 학문후속세 의 실력과 역량을 극 화

할 것이다.

23) 안경환,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개토론회] 법

학 문 학원과 법조인양성에 한 검토 (2004. 5. 7), 1ff., 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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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 문 학원 당사자들, 특히 교수들의 헌신  노력 필요

앞으로 과연 법학 문 학원이 도입될지, 도입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운 될

지, 아직 모든 것은 미지수이다. 여 히 많은 불안과 회의가 불식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그 심에서 학문후속세 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조언하며 같은 학문의 반려자로서 공동의 장에서 함께 뜻과 힘을 모

아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의 共榮 발 에 기여해야 할 책무의 담당자인 교수

들의 倍前의 열정과 헌신 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론 인 이야

기를 하자면, 새 제도의 도입 여부를 떠나서 후세  양성의 과업을 맡은 과 

책임을 통감하여 제도의 미비와 지원의 미흡에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명제일 터인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임박한 이 시 에도 아직 우리 스스로

를 제 로 돌아보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주제어: 법학 학문후속세 , 법학 문 학원, 법학자 양성, 법률학박사과정, 법률

학박사, 법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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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How should we produce excellent academic lawyers?
24)

Byoung Jo Choe
*

Korea is on the verge of introducing a new type of law school modelled on 

the American law school. It is therefore urgent to prepare for the near future 

nationwide new systems of training for both the legal practitioners and the legal 

academics. In this paper I suggested a model of legal training for academic 

lawyers who are expected to teach and to research at a law school or a law 

faculty which is not transformed to a new-type law school. The need for the 

legal scholars who play a leading role in every field of legal science will be 

under the new system even greater, as the most graduates of law schools 

become practicing lawyers. Even though the new-type law school is modelled on 

the American law school, Korea is unable to adapt an American career system 

because Korea has a much smaller law market than America which is able to 

afford effectively a proper number of qualified practical lawyers who are trained 

under hard competition and return to the academic job at law schools. Hence it 

is necessary to canalize younger generation to the academic career and to 

prepare them for the job. To provide them with optimal legal training as this 

profession calls for, there must be a legal training institution. As a matter of 

fact, it is natural and reasonable not to separate this institution from the law 

school. The only plausible suggestion, thus, appears to be that the law school 

integrates this training for the future law professors and scholars in its program. 

So I suggest that a three-year J.S.D.-course at the law school takes over the 

task.

There will be a great variety of opinions about how we design the course in 

concreto. Two main ideas are thinkable. One is for the intensified course work, 

 *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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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for the wide freedom of a participant to enable him to concentrate on 

a creative scholarly work (doctoral thesis). I maintained for the first idea that a 

young student who will be a high-grade law professor in the future must be an 

excellent scholar and teacher and for that he needs a select education and finest 

training. The J.S.D. program I proposed is in principle for the J.D.-graduates 

who are interested and talented for the academic activities. The course work 

which requires sixty notes in sum total consists, in its main, of three parts, one 

for the general legal science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ce, 

another for the specialist training in selected law fields, and the rest for the 

practical skills and the ethics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n addition to that, 

every J.S.D.-student has to participate in an external legal practice which lasts at 

the most three months. The academic degree of J.S.D. gets a participant who has 

carried out his course with his dissertation successfully defended. 

The most crucial factor for achieving the goal is, in reality, financial support 

not only for the students, but also for the law school itself. It also seems to be 

most natural and reasonable to honor, by qualifying the J.S.D.-graduate for the 

bar, the young talents' dedication to the academic profession which contributes, 

on a par with the legal practice, to the nation's law and legal culture. To further 

the advance of their stance in job market, various post-doctorate promotions are 

also suggested. Most of all, however, I made clear that every agent in the scene 

is emphatically required to do his best and to endeavor with eager to be 

successful in the production of the nation's young legal scholars excellently 

gualified for the future.

Key words: academic lawyer, legal academics, legal scholars, law professor, 

J.S.D., J.D., legal training, leg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