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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실무교육*

1)

金 泳 哲**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남짓한 동안에  국민의 80%가 농업인구로 구성되

던 제1차 산업 심의 가난하고 단순한 구조의 사회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세

계와 첨단산업분야에서 경쟁을 하며 세계 10 권의 경제 국으로 성장하고 농업

인구는 5%정도에 그친 단히 복잡하고 경쟁력을 지고의 선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은 주로 법해석학을 심으로 하는 법 도그마를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나 

검사 등 법 료를 양성하는 교육 로그램에 집 하여 왔고, 종 의 단순하고 국

제교류가 별로 필요 없는 사회에서는 통 인 방식으로 교육받은 법조인에 의

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에 하여 별다른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

나 사회가 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갖가지 형태의 다양한 법률수

요가 발생하고 이에 하여 기존의 법률가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에 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 학에서

의 법학교육내용이나 방식의 부 함을 지 함과 동시에 그 안으로 미국식 

로스쿨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기에 이르 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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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형사법 교수
 1)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10여년부터 있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좌절되고,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다시 로스쿨안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무산되었다. 2004년 대법
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
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
원회가 로스쿨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는데, 동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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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870년 에 이래 미국에서 형성되었던 로스쿨의 경우 “법률가처럼 생각

(think like a lawyer)”할 수 있는 소  Langdell이 창안한 case method라는 사례

교육방식의 교육을 실시해오다가 1980년 에 이르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MacCrate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임상교육 방식, 즉 “변호사처럼 행동(act like a 

lawyer)”하는 교육과정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태동한 실무교육 주의 법학교육방식이 국제경쟁력에서 우

를 차지하는 실에서, 비록 우리에게는 낯 설은 방식이지만 그러한 교육방식에 

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진하는 로스쿨은 바로 이러

한 미국식 교육방식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20여년 간의 실무계 종사 끝에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된 발표자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실무교육 

방안을 이 기회에 극 으로 모색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들

어가기 에 오늘 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법률가 상은 어떠한 것이며, 

미국․ 국․독일․ 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어떠

한지를 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상 인 법조인 상이 정해지고 나

면, 각국에서 한 명의 문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교육의 총량과 질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여야 우리나라 학( 학원)교육과정에서의 실무교육

에 하여도 제 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 이상 인 법조인 상과 법조인 모델

1. 이상 인 법조인 상

법학 교육의 주된 목표가 법조인 내지 법률 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본

다면2)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따져보기 한 제로서 어떠한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를 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차 지향해야 할 바

람직한 법조인 상으로는 사법개 원회가 수차례의 회의 끝에 법학 문 학원

의 설립을 건의하면서 제출한 건의문에서 설시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춘 법조

이다.
 2) 물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

하는 목표도 중요하기는 하나 편의상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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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닌가 싶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 와 요청에 부응하

는 양질의 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한 

깊은 애정과 이해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 을 바탕으로, 

건 한 직업윤리 과 복잡다기한 법  분쟁을 보다 문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가는 법률시장에 처하며 국제  사

법체계에 응할 수 있는 세계 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요약하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도 갖춘 법조

인이 되기 해서는 충분한 법률지식과 기술(skills), 그리고 법조윤리까지 겸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인 법조인이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법률지

식, 기술, 윤리의 3가지  우리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실무교육을 통하여 육성

해야 할 부분은 주로 “기술”분야일 것으로 생각된다.

2. 법조인 모델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는 법조인의 모델로는 통 으로 법조 료모델과 법조

문가 모델로 양분된다.

(1) 법조 료(law bureaucrats)모델

독일이나 랑스, 일본, 한국 등에서 나타나는 법조 료모델은 법조인에게 나

름의 공 지 를 부여하고 일종의 사법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그 기

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조인은 국가법의 집행과정에서 국가법을 시민에게 

달하는 하향식 법집행의 개자 혹은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

정된다. 그리하여 법조 료체계에서는 법 을 정 으로 사법기 으로서의 검찰

과 사법기 인 법 의 법 발견에 한 보조자로서의 변호사라는 계  체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인의 양성제도는 주로 국가의 주도

에 의하여 리, 운 된다.

(2) 법률 문가(legal profession)모델

미를 심으로 형성된 모델이다. 법조인이 분쟁의 해결을 하여 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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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의 이해 계를 변하고 국가는 이에 한 불편부당한 

심 자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법조인은 시민 사회내에서 형성되고 제기되

는 다양한 부분이익들을 법 으로 변하는 문지식․기술의 보유자로서, 일정

한 직업  특성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법조인의 양성은 문직 

교육  양성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그 주요한 부분은 시민사회의 몫

으로 일임되어 있고, 단지 그 업무집행에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국가가 최소

한의 통제를 하는 자율  체계가 부분이다.

(3) 우리 법학 문 학원이 지향하는 법조인 모델

사개추 가 마련한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안”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은 문화교육, 기술의 교육, 가치 의 정립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기술의 교육”은 “의뢰된 사건의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법률 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 인 기술(skill)

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는 다시 통 인 송무 심에서 탈피하여 

상․ 재 등 소송이외의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분쟁해결 차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게 본다면 우리나라 법학 문 학원에서 양성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법조

인 모델은 독일이나 랑스와 같은 법조 료 모델이 아니라 미국식 법조 문가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단된다. 그 지만 법학 문 학원의 교육내용은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 하며 법조직역의 발 과 스스로 실력양성에 노

력할 의무 있는 법조인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고객의 이익과 공  

법익을 조정, 조화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법조인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게 본다면 법률안에서 제시되는 법조인 상은 기존의 법조인상-법조

료로서의 역할-으로부터는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완 한 형태의 법률

문가 모델로의 이 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서 국가의 통

제 혹은 기존 법조의 통제 하에 나름 로의 료  지향성을 가지는 법률 문가

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3) 한상희, 법학 문 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6, 29-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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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국의 실무교육 제도4)

1. 미국

미국의 법학교육은 국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 지만, 미국인 특유의 

개척정신과 실험정신은 신 륙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 내었다. 미국에서

의 법학교육은 국과 같은 도제식에서 출발하 으나, 학원과정의 Harvard 

Law School이 설립된 1870년에 이르러서는 법조인 양성은 법과 학이 담한다

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Harvard Law School 학장인 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에 의하여 case method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도입되었다. 미국

에는 재 약 200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그  194개의 로스쿨이 ABA의 승인을 

받았으며, 3년 과정으로 부분 종합 학에 부속되어 있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법학에 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이 병행하여 이

루어진다. 이를 하여 강의, 세미나, 모의재 , 장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강의내용도 실체법․ 차법 등 법률이론에 한 것 이외에 소송

기술,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에 한 강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1년차에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의 강의는 외 없이 사례를 심으로 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이러한 토론 과정을 거쳐 법의 원리와 법 인 사

고력을 터득하게 된다. 한 1년차에 모의재  등과 같은 실무 훈련과정도 필수

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3년차 학생의 지도아래 법령․ 례․문헌의 

조사, 법률의견서의 작성, 구두변론, 법정에서의 차 등에 한 기  훈련을 

받게 된다. 2학년부터는 일반 강의 외에 소수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활발한 토론  논문작성을 통하여 주어진 주제에 하여 보다 깊이 있게 연구

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된다. 로스쿨 졸업을 해서는 반드시 몇 개의 세미나

에 참석하여 학 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2․3년 차에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법률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강의와 변론기술․ 상기

술 등 기능 인 분야에 한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로스쿨 교과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무연습, 즉 임상교육과정(clinical course)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다. 주

로 3년차 학생을 상으로 민․형사 사건에 있어 실제의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직  수행하게 하고, 검사의 업무도 직  처리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4) 이 부분은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200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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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법률지식을 직  실무에 응용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는 로스쿨에 인 한 법원과 검찰에서 학생들의 실무연습에 극 으로 여하여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 로스쿨 2년차부터는 부분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소 등지에서 수습생(summer clerk, summer 

associate)으로서 실무수습을 받는다.

2. 국

국의 변호사는 통 으로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변호사)로 구

분되어 선발되고 있으며,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호업무만 담당하고 사무변

호사는 일반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업무 역이 구분되

어 있다. 법정변호사의 자격요건에 하여는 Bar Council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변호사의 자격요건에 하여는 Law Society가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1) 사무변호사 양성과정

사무변호사가 되기 하여는 법학교육과정(academic training)과 실무교육과정

(vocational training)을 마쳐야 한다. 그 후 Law Society에서 발 하는 practising 

certificate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실무교육 과정에 해서만 본다면 소정의 법학교육과정을 마친 후 Law 

Society에서 인정하는 법과 학에서 full-time으로는 1년, part-time으로는 2년 동

안 Legal Practice Course(LPC)를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로 법학교육과

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무에 용하는지에 하여 배운다. LPC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법률회사(law firm), 일반회사의 사내 법무 , 앙  지방정부, 

검찰, 법원 등에서 full-time으로는 2년, part-time으로는 4년 동안 수습변호사로서 

실무경험을 익히는 training contract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Professional 

Skills Course(PSC)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LPC과정과 training contract 과

정을 통하여 익힌 실무교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training contract 과정 에 12

일 간 이루어진다.

(2) 법정변호사의 양성

부분의 국법 들은 법정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 으로 임명된다. 

법정변호사의 양성과정은 법학교육과정과 실무교육과정  pupilage 과정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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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practising certificate를 획득하여야 한다.

법정변호사가 되기 한 실무교육과정은 4곳의 Inns of Court  한 곳으로부

터 가입승인을 받은 후 Bar Council이 인정하는 법과 학으로부터 Bar 

Vocational Course(BVC)과정을 마치는 것이다. 그 후 법정변호사 감독하에 1년간 

pupil로서 pupilage과정을 마쳐야 한다. pupil은 반 6개월은 보조업무만 수행하

나 후반 6개월은 직  법정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3. 랑스

랑스의 학은 부 국립 학으로서 국 으로 70여개가 있으며, 그  41

개 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2년간의 제1기 과정, 2년간의 제

2기 과정(학사  석사과정), 1-2년간의 제3기 과정(박사학 자격 취득과정)이 있

고, 제3기 과정을 마치면 박사학 과정의 논문을 비하게 된다. 법과 학 입학

생 수는 2만여명이나 제2기 과정까지 마치는 졸업생은 4,50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  150여명 정도가 국립사법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다.

랑스 학의 법학교육은 실무교육보다는 교양교육으로서 이론 교육에 치

하고 있는 바, 그 이유 의 하나는 복잡한 랑스의 사법제도와 법조조직에 기

인한다. 즉, 법원조직이 행정법원과 사법법원으로 2원화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인 

사의 선발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며, 변호사 한 별도의 과정을 통하여 양

성되므로, 그에 필요한 문직업교육은 각 직역별 실무교육기 에서 담당하게 된

다. 그 기 때문에 그 단계인 법과 학에서는 이론  교육에 을 두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

(1) 사법연구소

랑스에서는 국립사법 학교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비를 하여 38개

의 법과 학 부설기 으로 사법연구소가 설치, 운 되고 있다. 사법연구소의 등

록자격은 학사학 를 취득하고 석사과정 는 제3기 과정을 이수 일 것이 요

구된다. 랑스 최 의 법학부인 리2 학 법학부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의 약 

80-90%가 사법연구소에 등록한다고 한다. 사법연구소의 교수진은 학 교수, 

직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실무가들은 학에 가서 강의하기도 하

나 법원 등으로 학생들을 오게 하여 빈 법정이나 회의실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

우도 많다고 한다. 리 2 학 등의 사법연구소에 등록한 학생들은 리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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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할 내의 법원에서 연수생으로 재 실무연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랑스에서는 사법연구소를 통해 법률실무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2) 사법 의 양성

사, 검사 등 사법 의 양성은 국립사법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법과 학 우

수졸업자  해마다 150여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 한다.

국립사법 하교의 연수과정은 31개월로 일반연수 25개월과 문연수 6개월로 

나 어지는 바, 일반연수를 마치면 졸업시험을 치르고, 졸업시험 후 사법 으로

서 보직이 결정되면 보직에 다른 문연수를 받게 된다.

일반연수는 3단계로 나 어지는데, 제1단계 3개월간은 주로 도청, 유럽공동체

기 , 해외기 , 공기업, 언론 등 외부기 에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연수를 받는

다. 제2단계 8개월간은 사법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사법 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상세한 실무교육과 이론 교육  사법 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 14개월간은 사법기 에 견되어 실무연수가 

이루어진다. 상기 은 검찰, 법원, 경찰, 교도소, 변호사 사무실 등이다.

문연수는 일반연수 수료 후 사법  시보의 근무지와 보직이 결정되면 보직

에 맞는 실무수습을 집 으로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6개월이다.

(3) 변호사의 양성

랑스 변호사의 양성은 각 고등법원 단 의 변호사 회에서 담당한다. 변호

사 연수원은 원칙 으로 고등법원 할 구역마다 설치되며 국에 19개소가 있

다고 한다. 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의 연수원 교육, 2년간의 

변호사 실무 연수를 마치면 정식 변호사가 된다. 

연수원 교육과정 1년간에는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론 교육은 

법률문서의 기안, 법정에서의 변론, 소송 차, 사무실 경  등 에 한 공통 기

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실무교육은 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연수담당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이루어지는데, 사건 의뢰인과의 상담, 변론 차 출석, 문서기안 등을 

통하여 실무를 익히게 되고, 공증인․기업의 법무실․법원 등에 한 실무 견학

도 이루어진다. 

변호사 연수원 연수과정 후 변호사 격증명서(CAPA) 취득시험에 합격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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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변호사회에 변호사시보로 등록할 수 있다.

변호사시보에 한 실무연수는 변호사연수원의 감독 하에 2년간 실무연수를 

받는다. 1년간은 의무 으로 고등법원산하 변호사회에서 연수하고, 그 뒤 1년은 

공증인, 외국변호사나 회계단체, 고등검찰청, 공공행정단체 등에서 시보가 선택하

여 연수한다. 이 기간에는 일정 건수 이상의 국선변호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4. 독일

독일의 경우 법조인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법과 학을 졸업하여야 하고, 

학에서의 법학교육 이외에 실무교육을 한 별도의 교육기 을 두지 아니하며, 

법과 학 졸업자를 상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에서 실무교육을 직  실시

한다. 이와 같이 법과 학 이외에 실무교육기 을 별도로 두지 않는 신에 학

에서의 법학교육이 학문교육에 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실무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2003. 7. 1. 법조인 양성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에서의 교과과정

과 법조인 양성을 한 실무수습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제화부분의 교육강

화, 변호사 교육의 강화, 통 인 재 ․행정․법률상담에 을 둔 교육에서 

보다 더 효과 이 되기 한 분쟁해결방법, 화방법, 분쟁조정법, 재방법, 심

문이론 등이 법학교육내용에 포함 된 것 등이다. 

(1) 법과 학에서의 법학 교육

법과 학 법정이수기간은 7학기이다. 처음 3학기까지는 민법, 형법, 공법의 기

본과목과 주요과목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교육방법은 강의와 연

습으로 이루어진다. 연습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를 법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학기 이후의 과정에는 강의와 연습 이외에 세미나 형식의 강좌도 이루어진다. 

세미나는 교수의 지도 아래 지정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강좌에 30명 이내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2003. 7.에 법조

인 양성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교육에 있어서도 ‘ 분야 과목’이 신설되었

다. 이 분야 과목은 교육과정을 보충하고, 그와 련된 필수과목을 심화하며, 

여러 가지 문 역에 걸쳐있고 국제 으로 련성이 있는 법률을 조정하는 것

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고려되던 결선고 ․행정 ․법조언

 실습이외에 추가로 이와 같은 실습을 하여 필요한 분쟁해결방법, 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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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Rhetorik), 분쟁조정법, 재방법, 심문이론, 의사소통능력도 고려되어야 한

다. 방학기간 에는 학생들이 최소한 3개월 정도 실무 인 연구를 체험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 법조인 양성

법과 학졸업시험 성격의 1차시험에 합격하면 실무수습생으로 임명되어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 실무수습은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

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는 검찰, 행정 청, 변호사 사무실 등 4곳은 필

수  이수 코스이다. 그 외에 수습생의 선택에 따라 특별법원, 공증인, 입법기 , 

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민사사건을 담당하

는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는 검찰에서 3개월 이상, 

행정 청에서 3개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4개월 이상 실무수습이 이루어지

고, 선택기 에서는 4개월 정도 실무수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003. 7. 개정된 

법조인 양성제도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기간만은 이를 9개월 이

상으로 늘렸다. 그 신 변호사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한 법률  조언의 

수습이 보장될 수 있는 공증인, 기업, 연맹 등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종  

선택기 에서의 실무수습기간을 최소 4개월에서 최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

던 제한을 없앴다.

실무수습을 마친 자만이 2차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제2차 국가

고시에 합격한 자만이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검사나 정평있는 법

률사무소에 취업하기 해서는 성 이 우수하여야 하는데, 합격증서에 성 이 기

재된다.

5. 일본

종래 일본의 학에서의 법학 교육은 이론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조실무교

육은 사법연수소에서 담당하는 형태 다. 1999년 사법연수소의 연수기간을 종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하 다. 연수기간은 기 집합수습 3개월, 실무수습 12개

월(민사재 , 형사재 , 검찰수습, 변호사수습 각 3개월), 후기 집합수습 3개월로 

구성된다. 후기 집합수습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법학교육은 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률실무가 괴리되어 있고, 사

법시험이라는 한 ‘ ’에서의 선발이 아닌, 법학교육-사법시험-사법연수소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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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을 유기 으로 연결시킨 ‘ 로세서’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  수요가 크게 증가하 으므로 문화된 변호사를 다수양성

하여야 한다는 비 이 제기 되었다.

종래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2004. 4. 1.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 학원제도가 

출범하 다.

로스쿨의 수업과목으로서 법률기본과목군( ,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실무기

과목군( , 법조윤리,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  등), 기 법학․인 과

목군( , 기 법학, 외국법, 정치학, 법과경제 등), 개․선단과목군( , 노동법, 

경제법, 세법, 지 재산법, 환경법 등) 등을 개설하도록 하 다. 그리고 교육목

을 달성하기 하여 사례연구, 지조사, 방향․다방향의 토론, 질의응답 등 

한 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인원수는 소수인원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법률기본과목에 해서는 1반에 50명을 표 으로 하 다. 법과 학원

이 안정 , 계속 으로 실무가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재 , 검찰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견하여 법과 학원에서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2006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 등을 상으로 새로운 사법시험이 시행되고, 

2010년까지는 신․구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된다.

로스쿨 제도에 의한 신사법시험 합격자에 하여도 사법연수소에서 실무교육

을 하게 된다. 다만, 2006년부터 입소하는 새로운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한 연

수기간은 종 의 1년6월에서 1년으로 어든다. 로스쿨의 교육이 실무와 가교(架

橋)를 의식한 법이론 교육이 될 것을 제로, 사법연수소에서의 수습은 생생한 

사건의 운용을 체험하면서 배우는 실무수습에 을 두고 분야별 실무수습과 

사법연수소에서의 집합수습을 유기 으로 련시켰다.

분야별 실무수습은 사법연수소에 입소 후 최  8개월간 법원, 검찰, 변호사의 

실무 장에서 실시되는데, 민사재 연수, 형사재 연수, 검찰연수, 변호사 연수의 

4분야에서 각 2개월씩 수습한다. 분야별 실무수습이 끝난 후 체 연수생을 2개

조로 나 어 총합형 실무수습과 집합수습을 각 2개월씩 실시한다. 총합형 실무수

습은 분야별 실무수습을 심화, 보완하기 하여 연수생의 희망과 수습실  등에 

기하여 분야별 실무수습을 계속 ․집 으로 실시하여 보완하거나 분야별 실

무수습에서 체험할 수 없는 분야( , 기업법무, 산, 행정분야 등)를 선택하여 

추가로 하는 장 수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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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수습은 사법연수소에서 집합하여 하는데, 민사․형사 변호, 검찰, 민사․형

사 재 의 각 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70명 정도의 반을 편성해서 실시한다.

6.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주지하다시피 법과 학에서는 이론 주

로 교육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을 상으

로 2년간 실무교육을 시키고 수료시험을 통과한 연수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제 실시 이 의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당  사법연수원은 사와 검사 양성을 심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출발하

는데,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으로 증원되면서 사법연수원의 수

료자 상당수가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에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에 

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 12. 1. 법원은 ①사법연수원 운 의 립화를 통한 균형있는 

교육, ② 문분야교육의 폭 강화에 의한 문가의 양성, ③ 학원식 학사운

방식의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법연수원 개편방안을 발표하 다. 

1997년 28기 사법연수생부터 학기․학 제 실시, 변호사실무교육의 확 , 문

분야 교육의 강화, 직업윤리교육의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방안을 시행하게 되었

다. 기본 으로 륙식 법조인 양성제도에 미국식 로스쿨 교육방법을 결합한 모

델이라 할 수 있다. 

1996년까지는 교육과정을 기, 실무, 후기 과정으로 3분하는 교육체제를 가지

고 있었으나, 1997년에 개편된 교육과정은 체 2년의 연수과정을 약 6개월씩 4

학기로 나 고 모든 교과목을 학 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제1학기 

기 과정(기  실무교육  문분야교육, 사회 사연수), 제2학기 발 과정(단

계를 높인 실무교육  문분야 교육), 제3학기 실무과정(임상과정, 실무수습을 

통한 실무능력 체득과 문분야 장 체험), 제4학기 종합과정(완성과정, 교육성

과의 정리  평가)으로 4분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6년

까지는 실무수습기간이 법원 6개월, 검찰 4개월, 변호사 2개월로 각 할당되어 실

시되다가 1997년부터는 법원, 검찰, 변호사 공히 각 2개월씩 실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하에서 법원, 검찰의 실무수습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변호사

수습시간에 변동이 없는 것은 상 으로 변호사교육의 강화라는 사법연수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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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표를 반 한 결과로 보인다.

참고로 제37기 사법연수생의 학사과정은 <표1-1>과 같은 바, 그  기본실기

과목별 배정시간은 <표2-1>(제1학기), <표2-2>(제2학기), <표2-3>(제4학기)과 같

다.

수습분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법
률
이
론

일반법(6)

국제계약실무(1)
부동산소송(1)
보 소송(1)

수사 차론(1)

민사집행(1)
손해배상소송(1)

문 
특별법(4)

공계열별
1학기 설정 
교과목 

1과목 선택(2)

공계열별
2학기 설정
교과목 

1과목 선택(2)

외국법 
법학인
분야(3)

법률 어(1) 미법 개론(1)
통일법, 미국헌법,

독일법, ADR,
미법연습,
상론 등의
과목 

1과목 선택(1)

법
률
실
무

원내교육(33)

민사변호사실무(2) 민사변호사실무(2)
형사변호사실무(2) 형사변호사실무(2)
민사재 실무(5) 민사재 실무(4)
형사재 실무(4) 형사재 실무(4)

검찰실무(4) 검찰실무(4)

실
무
수
습

(12)

법원,
검찰,

변호사
수습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1(3)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2(6)

문
분야
수습

공계열별
문분야

수습(3)
법조윤리 
사회 사(6)

법조론(1) 법조윤리론(1) 법조책임론(1)
사회 사(3)

기타 일반교양 등

의 , 경제학, 생명공학,
법의학, 건강상식, 철학,

인화법, 법률문장론,
법조 론, 문화와 술 등

(비학 )

1, 2학기와 같음

<표 1-1> 사법연수원 37기 학기별 수습과목과 학 ( 호 안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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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제1학기 기본실무과목별 배정시간(총174시간)

과목 교재강의 사례연구 기타 작성  강평 정리 평가 합계

민사재
22

(11회×2)

4

(2회×2)
-

작성: 10

(2회×4＋1회×2)

강평: 6(3회×2)

2 4 48

형사재
28

(14회×2)

8

(4회×2)
- - 2 4 42

검찰
18

(9회×2)
- -

작성: 8(2회×4)

강평: 4(2회×2)
- 4 34

변호사

민사
10

(5회×2)
- -

작성: 8(2회×4)

강평: 4(2회×2) 2
2

50
형사

10

(5회×2)
- -

작성: 8(2회×4)

강평: 4(2회×2)
2

합계 174

<표2-2> 제2학기 기본실무과목별 배정시간(총216시간)

과목 교재강의 사례연구 기타 작성  강평 정리 평가 합계

민사재 -
6

(3회×2)

2

(민사 차연습 

1회×2)

작성: 22

(1회×4＋3회×6)

강평: 8(4회×2)

2 4 48

형사재 -
2

(1회×2)

2

(형사 차연습 

1회×2)

작성: 28

(1회×4＋4회×6)

강평: 10(5회×2)

2 8 52

검찰 -
2

(1회×2)

2

(공 실무연습 

1회×2)

작성: 24

(3회×4＋2회×6)

강평: 10(5회×2)

2 8 48

변호사

민사 - -

4

(증인신문기술 

2회×2)

작성: 20

(2회×4＋2회×6)

강평: 8(4회×2) -

4

68

형사 - -

작성: 20

(2회×4＋2회×6)

강평: 8(4회×2)

4

합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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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제4학기 기본실무과목별 배정시간(총108시간)

과목 교재강의 사례연구 기타 작성  강평 정리 평가 합계

민사재 - -

2

(민사 차 

사실인정연습

1회×2)

작성: 12(2회×6)

강평: 4(2회×2)
8 26

형사재 - - -
작성: 12(2회×6)

강평: 4(2회×2)
8 24

검찰 -
2

(1회×2)
-

작성: 12(2회×6)

강평: 4(2회×2)
8 26

변호사

민사 - - -
작성: 6(1회×6)

강평: 2(1회×2) -
8

32
형사 - - -

작성: 6(1회×6)

강평: 2(1회×2)
8

합계 108

2개월간의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필수 수습항목은 <표

3-1>, 권장업무는 <표3-2>와 같은데, 필수수습 항목은 기 교육 2회, 민사 련 

상담 입회 1회, 소장 작성실무 2회, 비서면(답변서)작성실무 4회, 증거신청서 

작성실무 2회, 지도변호사 사건 법정참  1회, 형사 의뢰인 상담입회 1회, 피고

인 견 입회 1회, 변론요지서 작성 1회 등이다. 교육의 내실화를 하여 사법연

수생들은 필수수습항목에 따라 작성한 서류의 고 는 사본을 지도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수습이 끝난 후 연수원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인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어 계획 로 로스쿨이 시행되는 경우, 

로스쿨 시행 후에도 사법연수소에 의한 1년간의 단축된 실무연수제도가 유지되는 

일본과는 달리 사법연수원에 의한 실무연수기회는 없어지고,5) 로스쿨을 이수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요성과 로스쿨 교수의 책무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사법연수원 개편방안으로서 법조직역별 연수에 따른 신
임판사연수, 법관계속교육,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 외부수탁교육기능으로서 신규변호
사 직무교육, 법학교수들에 대한 실무강좌 개설, 군법무관시보위탁교육 방안 등을 모
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사법연수원 개편방안(교수 이
상원)”, 2006년도 연수제도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5, 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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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변호사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무
담당 

지도

필수
수습업무

실제
수습결과 지도

확인

비

고건수

(회수)
연수생이

제출할 서류

건수

(회수)
제출

서류

기

교육

지방변호사회

소개  부임 신고

지방

변호사회
1회 부임신고서

지도  기본교육 지도 1회

민사

계열

실무

①민사사건 상담입회 지도 1회

② 비서면(답변서)
작성

지도 4회

비서면

(답변서)
고 4건

③소장 작성 지도 2회 소장 고 2건

④증거신청서 작성 지도 2회
증거신청서
사본 2건

⑤지도 사건

법정참
지도 1회 방청기 1건

형사

계열
실무

①형사사건수임의

윤리
지도 1회

②형사의뢰인
상담 입회

지도 1회

③피고인 견 입회 지도 1회

④변론요지서 작성 지도 1회
변론요지서

고 1건

⑤피고인 신문요령 지도 1회

피고인신문사

항
1건

⑥변론요지서

작성 요령
지도 1회

변론요지서 

1건

⑦지도 사건

법정참
지도 1회 방청기 1건

공익
활동

무료 법률상담
지방

변호사회
4회

기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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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변호사실무수습 권장업무

구분 업무 담당 지도 건수(회수)

공통 변호사회 통합교육 지방 변호사회 5일

민사

법정외 증거조사 지도 1회

보 처분 신청서 작성 지도 1회

상소 이유서 등 작성 지도 1회

형사

보석(구속 부심) 신청서

작성  심문 참
지도 1회

법정외 증거조사 지도 1회

상소 이유서 작성 지도 1회

 

Ⅳ. 실무교육 방법

이상에서 주요국가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 명의 변호사 자

격을 부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교육의 총량과 질을 개략 으로나마 엿볼 수 있

다. 우리나라는 학부과정에서 이론 주의 교육을 받은 후일 망정 사시합격자들에 

한해서만은 직 사, 검사, 변호사들로 짜여진 교수진으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에서 비교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에 변호사자격

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 는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던 실무교육  상당부분은 로스쿨에서 껴안지 않을 수 없다. 발 을 지향

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이상 한발 더 나아가서  사법연수원 교육시스템에서 이

수한 실무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할 책무도 있다. 설사 로스쿨 시스템으

로 변화하지 아니하고 행교육체제를 유지한다 하는 경우에도 이미 상당수의 

학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실무가출신 교수를 20%가량 는 그 이

상 빙해 놓고 있는 바,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해서는 이들에 하여 일정한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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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와 실무교육강화의 필요성

(1)  실태

국내 유수의 로펌 계자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을 매우 우수한 성 으로 수료

하고 로펌에 입사한 임 변호사들은 례가 있는 사건에 한 처리능력은 아주 

우수하나, 례가 없거나 불확실한 사안의 쟁 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방향을 설

정하는 능력은 매우 뒤떨어진다고 한다.6)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문제 을 거슬

러 올라가 추 해 볼 수 있는 매우 한 지 이라 생각한다. “요즘 고객은 법

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를 찾아올 때에 련 례까지 다 찾아 갖고 와서 안문

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해  것을 요구한다. 례를 보고도 해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한 답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고

객을 놓치고 만다”는 이야기를 발표자가 최근 어느 로펌 변호사로부터 들은 바 

있는데, 이말 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요약하면 행 교육제도 아래서 법학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자격

을 취득한 자는 정형화된 법률지식( 례지식 포함)에는 능통하나, 비정형화되고 

선례가 없는 사안의 처리능력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2) 실무교육 강화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법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은, 그 것이 ‘제도화’를 한 지식의 

체계라는 에 있다. 법학의 특성은 모든 이론을 실의 제도로 만드는 데에 기

여하는 실천  학문이다.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

결하는 원리, 즉 ‘문제’에 한 ‘답’을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 하는 학문7)이므로 

법학교육은 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화되고 다양한 사안들을 잘 손질하여 수

요자의 요구에 히 부응하는 ‘방안’을 찾아내어 제때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데에 을 두어야 한다. 그 기 해서는 법률이론교육과 이를 

용하는 법기술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론교육

은 비교  잘하고 있으나 실무교육은 소홀 하다고 평가하는 데에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6) 사법연수원,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개선을 한 특별세미

나 자료집, 2006의 지정토론문(교수 조해근) 2면, 주1) 참조
 7) 안경환, “로스쿨의 본질과 현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과 특성화(동아대학교학술심

포지엄자료집), 2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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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가로서, 의뢰된 사건의 문

제 을 발견하여 이를 법률 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skills)을 

보유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다. 

실무교육의 목표가 되는 직역분야도 통 인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상․ 재 

등 소송 이외의 방법을 포함, 모든 분쟁해결 차에서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법

조인이 보유하여야 할 이러한 기술 들을 강조하고, 이를 법학교육에 목시키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변호사 회(ABA)의 MacCrate 보고서가 제시한 법조인에게 필요한 10가

지의 기술8), 국의 ‘법학교육  실무에 한 자문 원회(ACLEC)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기술9), 일변련이 제시한 법률 문직 능력-7가지 기술10)등이 그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히 처하고 국제  사법체

계에 응할 수 있는 세계 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기 해

서는 종 의 이론 심교육에서 벗어나 법률실무교육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로스쿨 법률안 제20조 제1항은 “ 법학 문 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

의 취지에 맞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 인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학 문 학원의 설치인가 심사기 마련의 제로

서 법학교육시 교육과목에 반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1)

 8) 법조인에게 필요한 10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problem solving), ② 법
적 분석․추론(legal analysis & reasoning), ③ 법정보 조사(legal research), ④ 사실조
사(factual investigation), ⑤ 의사소통(communication), ⑥ 자문(counseling), ⑦ 협상
(negotiation), ⑧ 송무 및 대안적 분쟁해결절차(litigation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⑨ 법률사무의 조직 및 관리(organigation & management of 
legal work), ⑩ 윤리적 문제의 인식 및 해결(recognition & resolving ethical 
dilemmas)

 9) 필요한 전문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보 조사기술, ② 의사소통기술, ③ 협상기술, 
④ 사실관리(Fact Management)

10) 7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능력, ② 법적 지식(기초법지식, 전문적인 법
지식, 법정보조사), ③ 사실조사․사실인정 능력, ④ 법적 분석․추론능력, ⑤ 창조
적․비판적 검토능력, ⑥ 법적 논의․표현․설득능력, ⑦ 커뮤니케이션 능력

11) 한상희, 앞의 책,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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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skills) 

① 문제해결

② 사실조사․법정보 조사

③ 법  분석․추론능력

④ 의사소통능력

⑤ 상능력

⑥ 창조 ․비  검토능력

⑦ 법률사무  리능력

앞에서 본 미국, 국, 일본 등에서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굳이 로스쿨체

제를 들먹일 필요없이 시 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한 

책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실무 교육의 실시 시 은 사정만 허용한다면 구태여 로스쿨 시스템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단계인 학부단계에서부터 조 씩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  실용

․실무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고 그 상 단계인 로스쿨(사법연수원)-각 직역

별 실무교육(도제식 교육 포함) 등 다단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특히 사법시험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는 학에서는 사법시험합격에 상 으

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실무교육을 시킬 여건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실무교육의 정도는 학부과정이냐, 법학 문 학원과정이냐에 따라 이하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인 변호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은 로스쿨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로스쿨 입학 에 시작되어, 로스쿨에서 

가장 집 으로 이루어지고,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 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MacCrate 보고서)임을 감안 할 때12), 로스쿨( 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단계인 학부과정에서도 실무  마인드의 진입에 필요한 정도의 실무교육은 

필요하며,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신 하는 로스쿨에서는 단순한 이론교육과 실

무교육의 “가교(架橋)”이상으로 훨씬 높은 정도의 실무교육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만한 바람직한 실무교육 

방안에 하여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12)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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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형 교육방법(case method)

(1) 내용

1870년 하버드 법과 학의 Christopher C. Langdell 교수가 창안한 방식으로서, 

재 미국의 거의 모든 로스쿨에서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다. 례를 소재로 사건

의 개요, 법률  쟁 , 쟁 에 한 결의 태도를 이해한 다음 그에 한 질문

과 답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례도 익히고 법  개념, 련법 원리, 법  논

증과정을 학습하는 방식이다.13)

추상 인 개념의 악만으로는 실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실세계에서 일어난 사실 계를 해부하고 그에 입각하여 추상

 법 원리를 찾아내어 이것이 례를 통하여 표명되면 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

생한 경우  사건 례에서 나온 추상  법 원리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동일하지 아니하면  사건의 례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다른 

례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집 된 례가 미국법이고 이러한 

례를 연구하는 것이 곧 미국법의 법학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의 교재

는 례집이다. 례는 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 결문의 집 성이다. 결문을 

통하여 법학도는 특정사건에 있어서 법 이 사실과 문제 을 어떻게 해석․해부

하고 해결하는 지를 배우게 된다. 법 의 사고 차는 매우 귀 한 연구의 상이

기는 하나, 그 사의 사고를 그 로 주입식으로 암기한 것은 결코 올바른 학습

법이 아니다. 결문에는 소수의견이 있어 다수의견에 반 하는 안

(Alternative)인 사고방식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비교하여 비

하는 비  사고력(Critical mind)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거쳐

서 학생들은 마침내 독립 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부하고 단하고 발표할 수 있

는 성숙하고 우수한 법조인(Professional)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case 

method에 의한 교육방법인 것이다.14)

13)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법 및 내용”, 동아대학교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5, 
26면

14) case method에 의한 판례연구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판례학습의 첫 단계는 우
선 사건의 줄거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처음에 교수는 학생에게 사건개요를 진술
하라고 한다. 사건개요를 진술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Who 
are the parties), 둘째로 논쟁이 된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셋째로 어떠한 원심
에서 재판을 했고 그 판결은 무엇이고 그 판결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
다. 항소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무엇인지, 법원의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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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 lawyer) 한 가장 확한 교육방법으로 

평가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 용

이러한 교육방법의 장단 에 하여는 미국 본토에서도 논란이 가해지고, 우리

나라에서의 용가능성에 하여도 회의 인 시각이 없지 아니하다.

법이라는 것이 문제해결을 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

부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학교육의 주된 역할이라는 에서도 례학습이 필요

하다. 과거에 용되었던 법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서는 다시 그 구체  사건과 사실에 용될 수 있는 법을 계속 찾

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 우리나라에서 학자와 실무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월 1회 

실시하는 형사 례연구 방식을 학생용의 강의방식으로 할 경우에 유사한 방식이 

될 수 있고, 종합  사례15)를 제시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과목의 수업방식도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재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방

식이 case method와  유리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6)

학부과정의 경우라도 학년 필수기 과목을 강의할 경우에는 체계 인 이론

을 강의 하면서 수많은 련 례를 함께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볍게 실시하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시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당해 교육과정과 련된 사례를 추출하고, 본격 인 강의에 들어가지  

5-10분간 사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법률을 용하여 해결할 것인지를 

질문하여 답변하도록 하면, 해당 강좌에 한 동기부여와 실무  마인드 형성에 

그 판결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었을 때 당사자들의 상고이유는 
무엇이고 상고이유에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쟁점을 구성하고 있는지, 대법원은 쟁점을 
어떻게 보며 법원의 쟁점이 당사자들의 것과 다르면 왜 다른지, 왜 대법원은 이 사건
을 청문하는지, 대법원 판시는 무엇이고 판사의 판시 중 어떠한 것들이 준판시(dicta)
인지, 대법원 판시 이유는 무엇인지, 다수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으
면 그 이유와 제안하는 판결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의 의견에 대하여 학생의 비판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사법연수원, 미국법학의 교육방법  학습방법(미국민사법부교재 2006), 1-3면 
참조

15) 실제는 판례의 사안이 많이 포함되어 논점을 구성할 것임
16) 손동권,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형사법분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산법률논총, 제2

권제1호,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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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강의시 그 날

이나 당일 아침 발생한 련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한 후 이 사례를 강의

실에 들고 가 수업시작 에 이 사안을 설명하고 법  문제 과 해결방안을 학

생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다음 본격 인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학기종료

시 의 강의 평가시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정 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조인이 정형화된 례로서 한 이 

없는 비정형  사례의 해결에 약 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사안

을 면 히 악, 분석하고 다양한 시사항들을 다루면서 논리  사고와 법 용

방식을 배우고, 시 사항을 비 하는 등으로 법조인에게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

인 legal mind의 함양에 결정  장 을 갖고 있는17) 형  미국식 case method

를 단 몇 회라도 제 로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로 실무가 출신 교

수들에 의해 학부의 상 반 연습시간이나, 로스쿨 과정에서 필요과목을 설정하여 

학습 진도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한다. 

형 인 방식에 의한 제 로 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서는 수강생이 50명 

정도 이내로 정 규모여야 하고, 교육에 합한 례자료의 수집과 실무 경험있

는 교수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 사법시험 등 각종 평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제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독일식 사례교육

학년 기 과목의 경우 제1차 으로 교수가 강의형식으로 진행한 다음, 제2차

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조교가 소단  “Arbeitsgemeinshaft”를 조직하여 사례

연습을 시키는 교육방법이다. 평가는 종합사례를 풀어 제출하는 숙제형식의 

“Hausarbeit”와 역시 종합사례를 푸는 “Klausur”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사성이 있거나 연구가치가 큰 주제들에 하여는 세미나 과정을 개

설한다. 방학이 시작되면 교수들은 다음 학기 세미나 주제를 제시하고 심있는 

학생들은 이에 참여를 신청하고 다음 학기  실시할 세미나 주제를 배정받는다. 

세미나는 발표자의 발표가 있고나서 교수, 조교, 학생들이 모두 토론에 참여한다. 

학기가 끝날 때 교수가 평 표를 교부하는 교육방식이다.18) 우리의 정서에 상당

히 부합하는 사례교육방식으로 채택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 으로 

17) 사법연수원, 한국법조론, 2006, 409면
18) 손동권, 앞의 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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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있는 강의조교를 확보할 수 없다는 난 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

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단계의 사시합격생을 강의조교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4. 임상법학교육(legal clinics)

(1) 내용

임상법학교육은 실제로 제기된 사건(특히 법률구조를 요하는 사건)의 처리과정

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법률가의 실무업무를 체험  

하는 교육방법이다. 

이러한 임상  교육과정에서는 실무가와 법 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극

인 방안이 강구되고, 실험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재 성공 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정착된 case method로 표되는 Langdell식 교육방

법은 례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 심의 선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선례들을 통하고 있는 일반 이고 객 인 법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함

으로써 “법률가처럼 생각하는(thinking like a lawyer)” 동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기화하고 변호사수의 기하 수  증가와 직역의 확 로 

Langdell식의 일반  법원리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무의미해진 데 따라 

법률가 집단내부에서 형성되고 통용되는 업무수행방식들을 통합하여 법률가 공

통의 행  패턴을 확립하고, 이를 당해 문 직역에 특유한 속성으로 규정함으로

써 법률가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MacCrate 보고서가 제

출되었고, 바로 이러한 유형의 “법률가처럼 행동하는 것(acting like a lawyer)”을 

가르치기 하여 등장한 것이 임상교육 방법인 것이다.

미국 로스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하여, 로스쿨은 실무가의 법률실무 세계와 

학의 아카데미즘 세계와의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기본  인식

이 깔려 있다. 그리하여 로스쿨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의 형태를 받아들여 학생들

에게 실 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법의 기술  측면은 매우 요하다. 기술로서의 법을 익숙하게 다루게 하고, 

일정한 수 의 기술과 지식을 교육시켜야 한다. 기술을 몸에 익히고 지 으로 시

야를 넓게 가지게 된 사람은 법을 하나의 고립된 지식의 체계로서가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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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분야와의 련 하에서도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춘 법률

가만이 완 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은 이러한 성과를 법학교수와 법조실무가들이 공유함으로써19)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상호 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용

우리나라에서도 법학부나 로스쿨의 고학년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설정하여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  실무 실을 체험하게 하고, 그들의 진로선택

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로스쿨에 비하여 다수 빙되어 있는 실

무가 교수들에게는 련과목의 법 실에 한 감각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변화

에 응하는 교육내용을 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행 교육 계법(로스쿨 법안도 한 같다)과 실무가출신 

교원들의 변호사 업무겸직문제(“ 리행  지”)가 충돌하는 문제로 학 교원에 

의한 임상교육이 난 에 착하고 있다. 의과 학의 교수에게 허용하는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체제, 교수들의 사외이사 취임  벤처회사 표이사 취임 허용 

등의 경우처럼 입법 으로 특례조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20)

소송의  과정이 아닌 기과정에만 학생들을 여  함으로써 임상법학 입

문정도 성격의 내용을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컨 , 상담자의 사  양해 하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교수의 법률상담과정에 

참여하여 학생자신이 질문을 통하여 상담자로부터 사실 계를 청취하고 법  조

언을 행한다. 교수는 참가학생의 법  조언이 한지여부를 검토하고 상담의 

최종단계에서는 이론 ․실천 으로 가능한 최고수 의 법  조언을 정리하여 

상담자에게 제공한다. 참가학생은 교수의 지도하에 상담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법률지식, 사고분석 능력, 일반상식의 정도를 확인한다. 법률상

담 외에 계약서, 소장, 비서면 등의 법률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extern ship

법률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변호사의 일상 업무, 기본자세, 의뢰인과의 바람직

19) 사법연수원, 한국법조론, 193면
20) 그 대신 학칙에 의하여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부문에 일반 교수들과 동등한 정도의 의무

조항을 두어 학교업무에 충실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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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등 변호사 업무 반을 체험 으로 습득하는 실무연습을 하여 그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법  사고 분석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

육방식이다. 변호사의 실제 업무처리에 동석하여 실 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를 어떠한 방식과 법률지식으로 해결하여 가는가를 배운다. 이 기간 에는 바람

직한 실무의 모습을 익힘으로써 이론 학습내용이 실무 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가는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의미가 있다.

학부과정에서도 인근 법원이나 검찰과 법과 학이 사  의하에 방학기간 등

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법원이나 검찰의 문서수발, 기록정리 등을 하며 사건의 처

리 차, 흐름 등을 체험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21) 재 법원이나 

검찰에서 학생들에게 법정견학 내지 검찰 견학 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한 학

생들에게 내부시설이나 거짓말 탐지 검사, 유 자 감식 시범 등을 보여주고 사건 

처리 차에 하여 직 법 이나 검사가 직  설명해주고 있는 바, 학부 과정에

서는 이러한 견학 로그램도 권장할 만하다.

6. 모의재

재에도 각 학 학부과정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

운 것을 기 로 스스로 가상의 사례를 만들고, 학생들이 사․원고(검사)․피고

(피고인)․ 리인(변호인)․증인․법정입회서기․법정 경찰․정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재 과 같은 차로 재 에 참여해 으로써 련주체에 한 

법지식과 사건을 다루는 차,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임상교육방법이다. 로스쿨을 비하는 학에는 거의 교내에 모의법정이 설치되

어 있어 그 여건도 좋아졌다. 건국 학교 법과 학의 경우 차법 개론 등 차

법 강좌 일부를 모의법정에서 실시하는 데, 학생들로부터 장감이 있어서 좋다

는 호의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재는 각 학이 정규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학생 동아리 내지 학회가 주축이 되어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바, 참여 

학생이 극히 제한 이고 나머지 학생은 방청하는 정도에 그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규과목으로 편입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모두가 어도 한 

21) 현재 검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청 내
부에서 기록정리,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검찰과 협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업무는 법과대학 학부생에게도 공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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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씩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22)

7. 법률정보검색

법률가의 통상업무는 의뢰받은 사건에서 법률  문제 을 추출하고 용법령

을 특정함과 동시에 련 례를 찾아내어 종합 인 검토를 한 다음 그에 입각하

여 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정보검색은 

사건의 법  처리를 하여 필수 인 법령과 례, 기타 련정보를 탐색하고 수

집하는 법률가로서 필수불가결한 기  기술이다. 이 과목 강의에는 법령과 

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에 한 지식과 이해, 각종 법령과 례 등 다양한 법률정

보에 한 지식과 이해, 각종 법률정보에 한 자료의 검색  수집기술, 수집한 

법률정보의 활용기법을 교육한다.

체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법률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자료정리

가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생은 컴퓨터조작기술이 뛰어나므로 자료의 검색에

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외자료의 경우에는 각 학마다 2-3가지의 검색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 근에 비교  용이할 것이나, 이를 해득하기 해서 필요

한 해당국 언어능력이 제되어야 하고, 근에 필요한 특유의 기법을 교육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에서라면 자신의 지도를 받는 소규모의 학생

들에게 학부과정이든 학원 과정이든 불문하고 그 교육을 실시함에 별다른 문

제 이 없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학에서의 실무교육의 문제를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 통 으로 

실무교육에 강세를 보여 온 미국에서 시행되는 각종의 실무교육 로그램을 이

론 교육에 치 해온 우리나라에서 바로 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된

다. 이러한 교육을 미국 지에서 이수한 경험이나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교육자가-이론가 출신 교수이든 실무가 출신교수이든 불문

22) 사법연수원의 경우, 현재 2학기 초반에 각 반별로 1회씩 실시하던 것을 4학기에 10인 
1조가 되어 실시하는 모의재판 교육 강화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그 시행은 향후 교수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강화방안 시행이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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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미국식 실무교육을 담당함에는 지 않은 시행착오도 감수해야 한다. 

한미 FTA 상 등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경쟁력으로 무장한 외국, 특히 미계통의 형 로펌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

다. 그 효과로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형로펌들이 미계 로펌에 흡

수합병당하지 않을까 걱정인 것이다.23) 

원인은 언어 인 문제 외에도 통 으로 률법계인 독일이나 일본의 법조계

는 법률이론에는 강한 반면 계약과 상이 시되는 기업법률자문 분야에서 약

세이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따라 완 히 노출된 개방체제하에서 우

리 법조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경쟁력이 강한 상 국의 법조인 양성

방식을 어린애가 말을 배우듯 기 부터 따라할 수밖에 없다. 걸음마를 배우는 과

정에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온갖 시행착오를 하게 되더라도 이는 부끄러운 것

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 의 체험 속에서 성공할 교육 로그램이 

솟아날 토양이 생성되는 것이다.

 자동차의 를 보자. 6.25에 참 한 미군이 쓰다 버린 폐차를 드럼통을 

편 철 으로 재생하여 “시발택시”를 운행한 것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포니”라는 소형차를 자력으로 생산하기에 이르

고, 그것이 발 이 되어 오늘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동차의 본 고장인 미국 본

토를 비롯하여 해외에 형 자동차를 연간 100만  이상 수출할 정도로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미국식 로스쿨의 교육 방식이 우리 법체계에 안 맞고, 낯설더라도 우리가 

취했던 방식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그리고 미법체계와 

륙법체계도 차 융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미국식 교육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인 로스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어쩔 수없이 종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갖추어진 인  자원과 물  시설을 

토 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

다.

23) 보도에 의하면, 법률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독일에서 1999년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영국과 미국계 로펌들이 독일 로펌들을 흡수합
병하여 버렸다. 그 결과 현재 독일 10대 로펌 가운데 살아남은 토종 로펌은 2군데 밖
에 없고, 나머지는 영미 로펌에 흡수되었다. 일본에서도 개방후 20대 로펌 중 15개가 
영미계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합병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2006. 10. 9. 자



2006. 12.]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실무교육 175

그럴 경우에도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우리의 통  이론 교육에 잘

못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론 교육에 비해 실무교육이 소홀했다는 것이므

로, 종래 실시해오던 이론 교육의 강 은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원)과

정, 특히 학부 과정에서는 법 원리를 제 로 악할 수 있는 이론 교육을 주축으

로 해야 한다. 튼실한 법률지식의 뒷받침이 없이는 제 로 된 실무도, 경쟁력 있

는 법률가도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실무교육을 시하는 미국

에서도 로스쿨의 역할에 하여 법학교육과 법 실무를 연결하는 가교(架橋)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완 한 법조인이 되는 교육과정은 학부나 로스쿨 등 교육기

에서의 교육과정에 한정할 수 없다. 한 문 교육자의 유 역도 아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조인이 지녀야 할 기본 인 변호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로

스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입학 에 시작되어, 로스쿨에서 집 으로 이루

어지고,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내내 계속되어야 할 과정의 연속에서 완 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연속체(continuum)를 형성할 책

임은 법조직역의 모든 계자, 즉 교수․법조실무가․자격부여 청․사법부에 

있다. 21세기 법조직역의 경쟁력 확보 여부는 이러한 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력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러한 총체 인 교육을 올바로 실시하기 해서는 법학 문 학원 설치인가

기 에서 요구하는 수 에 상응하는 인  자원과 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외에 실무교육에 합한 교재의 개발24), 담당교수 등에 한 로스쿨  실무 장 

연수, 법 ․검사․교수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 로그램의 개발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첨화일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교육제도가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뀔 경우에 법조인배출

과정에 한 정부안이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문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 하는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에는 일정

24) 교재의 개발에는 법원, 검찰,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재개발 위원회에서 리딩 케이스
가 될 만한 판례들를 수집하여 이를 집대성한 판례 중심의 교재개발(여기에는 1심, 2
심, 3심의 판결을 모두 갖추어 사안의 내용을 단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수집하
여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학문연구용으로만 재구성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의 법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것 등도 포함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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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 이상의 품질이 갖추어진 자만을 상으로 해야 한다. 행 법안은 사법

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실무교육기 의 연수를 받음이 없이 곧바로 변호사시험합

격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상되는 불안정한 상태의 기 로스쿨 교육과정만 수료한 상태에서 곧바로 자격

을 부여하여 이들을 사회에 내보낸다면 국민들에게 제 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한시 으로라도 로스쿨이 정상화되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 시보의 자

격만을 부여하고 약 1년 정도를 사법연수원 등 실무교육기 에서 별도의 실무교

육을 실시한 후 심사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실무, 법학 문 학원, 사례형 교육, 로 클리닉, 법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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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practice in the legal education
25)

Young Cheol Kim
*

As Korea has developed from one of the agricultural countries to one of the 

industrial countries over the half a century, its social systems have gotten 

complicated. It is no wonder that the more complicated social systems get, the 

more complex and varied legal disputes.

But its legal education has focused on theories and abstract principles so far, 

that is partly because its law was derived from the continental law, which finally 

makes us not to able to meet legal services that much more complex society 

needs.

Besides, Korea is about to be exposed to tremendous waves of the severe 

competition with all countries in the world in all areas including the legal area, 

which forces us to compete with other people all over the world. But it is a 

pity that we ar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countries, jurists especially American 

ones are. That is because our legal expertise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resolve 

today's various and complex disputes.

Having realized it, its government is trying to transform its conventional legal 

education system to the American's one such as law school. But the progress is 

not satisfied.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through changing its legal education 

methods and contents that we can tackle the problems we face, that is, its legal 

education methods have to include not only legal theories which are essential to 

apprehend legal principles but also practices because they help acquire legal 

expertises and catch the point in cases, and solve the problems. 

The American Case Method and Law Clinic are believed to be most effective 

ways for those purposes of practi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such legal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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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stitutes as Colleges of Law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troduce and carry out The American Case Method and Law Clinic. 

Key words : practice, law school, case method, law clinic, college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