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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1)

金 基 昌

**

1. ‘법률교육’(legal education)의 의미
흔히 ‘실무 중심’의 법률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미국 로스쿨
의 교육 방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대강이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
소심 법원의 판결문을 사용한 교육방법(case method)은 19 세기 후반에 등장하였
는데, 그것은 그 전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지던 그야말로 ‘실무 위주’의 도제식 법
률가 양성 방법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이론 위주의 법리(legal principles)교육
을 주창한 랑델 교수의 제안이 널리 수용되면서 정착한 것이었다. 랑델은 법률교
육을 학문 (과학, Wissenschaft) 의 한 분과로서 수행하던 독일 법과대학들의 교육
방법을 미국에 수입하려는 의도에서 ‘원리 중심의 법률 교육’을 제안하였고, 당
시 미국 대학에 광범하게 퍼져있었던 독일학풍에 대한 존경과 모방의 시대조류
에 힘입어 그 제안은 미국 로스쿨에 유행하게 된 것이었다.1)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져온 우리 근대 법률교육도 유럽 대륙의 대학들에서
행해지는 법률교육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큰 시각으로 보면 우리 법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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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자세한 내용은 Laura Appleman, “The rise of the modern American law school: how
professionalization, German scholarship, and legal reform shaped our system of legal
education”, 39 New England Law Review 251 (2005); 신창섭, “미국의 로스쿨과 법학
교육”, 안암법학(2005), 30면 참조. 미국 로스쿨의 교육이 ‘원리 중심’이라는 점은 이
번 학회의 여러 발제자들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안경환, “21세기 한국법
학의 지향 목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제11면; 김종철, “법
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
집 제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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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미국 로스쿨의 법률교육 간에 교육목표나 교육방법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로스쿨의 문답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널리, 자주, 중요하게 동원되는 방법인지도 의문스럽다. 오히려 개별 교원의 취향
이나 수업진행 스타일에 달린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영국의 법과대학에서는 문답식 교수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문답식 교수법에 친한 것이라 단정지울 근거도 없다.2) 마
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문답식 교수법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법률 교육
내용이 더욱 심오해야 된다거나,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길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취할 합리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로스쿨식 교육’이라든가, ‘문답식 교수법’ 또는 ‘실무 중심 교육’ 등의
표현은 그 실체가 없는 공허한 진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처럼 피상적이고 과
장된 인상들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대신,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대전
제에 기초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미국, 영국, 유럽대륙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교육은 모두 법학자가 아
니라 법률가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건, 대학 학
부에서 이루어지건, 대학이 제공하는 법률교육은 ‘원리중심의 법률교육’에 치중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당위명제를 수용하고자 한
다. 법률가 양성은 원리중심의 법률교육(이론교육 과정; academic stage)과 업무
수행을 통한 견습훈련(실무훈련 과정; vocational stage)의 두 단계가 모두 구비되
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실무훈련 과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론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아무런 실무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
은 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제약없이 부여된다. 물론 그 중 상위권 인재는 좋은
로펌에서 선임변호사의 지휘, 감독 하에 견습훈련을 사실상 거쳐갈 것으로 기대
할 수는 있겠지만, 대형 로펌들조차도 첨예한 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초임변호사
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늘고 있으며, 하위권 인재의 경
2) 물론 영국대학에서 실시되는 소규모 개인 지도(tutorial) 과정에서는 문답식 수업진행
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법률 교육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공에 관계없이 영국 대
학 학부과정 교육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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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예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단독개업하는 실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3)
우리 나라의 경우, 변호사 실무훈련이 사법연수 과정의 일부로 제공되긴 하지
만 훈련제공자(법률사무소)나 연수생이나 모두가 그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제도의 얼개가 짜여있으므로(뒤에서 상술함) 그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최근의 로스쿨 도입논의에서는 실무훈련 과정에 관한 부분도 언급되고는 있으나,
하나의 교육 주체가 이론교육과 실무훈련을 모두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무훈련이 어떤 주체에 의
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를 모색해 본다.
이글은 ‘법학’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률 이론교육과 실무훈련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 법률교육”(legal education)의 전 과정에 관한 것이다. “ 법률교
육”(legal education)의 의미와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론교육과
실무훈련이 별 연관없이 서로 단절된 상황에서 제각각 독립하여 존재해 왔던 상
황을 한시바삐 극복하고, 이 두 과정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률가 양성과
충원이 이루어지는 전체 구도를 몰각한 채, ‘법학’교육이라는 소우주에 매몰되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국제경쟁력 확보’의 의미
국제화, 국제화 시대, 국제경쟁력 등의 용어는 김영삼 정부이래 우리 언론 매
체에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른
바 ‘국제화’라는 것이 1990 년대에 미국 학자들 간에 유행하기 시작한 ‘세계화’

(globalization, globalism)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다.4) ‘세계화’는
각자의 입각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등 매우 큰 모호성을
가지지만, ‘국제경쟁력 강화’는 한국에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외국과
3) Clark Cunningham, “Legal education after law school: lessons from Scotland and
England”, 33 Fordham Urban Law Journal 193 (2005) 참조.
4) ‘세계화’의 의미에 대하여는 Douglas Kellner, “Theorizing Globalization”, 20
Sociological theory 285 (2002); 노택환, “세계화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치경제적 논
점”, 産 연구 제13집(2005), 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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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역이 늘어가는 현실과 그러한 교역을 촉진하는 여러 제도적, 이념적 변화를
당연시 하는 환경에서 외국 또는 다국적 경쟁자들과의 직접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의 경쟁자 만을 대상으로 논
의를 전개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되어버린 정치경제적 환경과 이념적 지형을
전제로 수용한 다음 논의를 전개할 때 동원되는 개념이 ‘국제경쟁력’이겠는데,
이러한 경쟁환경은 외국 또는 다국적 경쟁자의 국내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결과
생겨날 수도 있고, 국내의 주체, 국내 인력이 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5)
법률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그저 영어교육을 더해야 한다거나, 국제법, 국
제거래법, 외국법 등 일부 과목의 비중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은 부적절할 수 있다. 외국(특히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확보하고 그를 발판으
로 한국 법률시장에 진입하는 인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법
률가 양성제도가 어떻게 변화, 개선되어야 국민에게 높은 질의 법률서비스를 저
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률교육의 국제경
쟁력 확보는 시장 개방이라는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내적 시각, 국내
적 기준을 탈피하고 국제 수준 또는 세계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족스러운
내용의 법률가 양성(이론교육+ 실무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론교육 과정과 실무훈련 과정을 나누어 그 각 단계에
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3. 이론교육 과정의 국제경쟁력 확보
1) 문제의 소재
“한국의 法學敎育問題는 司法試驗制度와 유리시켜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6)

5)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2호 (2004) 참조. 이러한 양 방향 중, 외국 경쟁자의 국내 시장 진출에 초점
을 맞추어 전개된 논의로서는 서헌제,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향상”, 18
법과 사회 (2000) 153면 참조.
6) 김철수, 法學敎育과 司法試驗制度의 改善方向, 법률신문 제1201호 (197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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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중심의 법률교육 (‘법학교육’)이 파행을 거듭하는 이
유에 대한 김철수 교수의 일갈이 있은지 이미 30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약 10 배 가량 늘었지만7) 법학교육의 파행이 시정되
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법학교육 뿐 아니라 대
학교육 전반이 사법시험 때문에 파행을 겪고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기에 이르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그저 합격자 수를 늘이는 ‘대증요법’으로
쉽사리 해결될 사태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합격자 수를 ‘충분히’ 늘이기만 하면 법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는 주장은 막연할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제기되는
주장일 수도 있다. 합격자 수 확대라는 처방에 집착하기보다는 법학교육이 파행
을 거듭하는 원인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가 양성과 충원
의 전체 과정 속에서 이론교육 과정(법학 교육)이 수행하는 역할과 위상을 비판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가 충원제도의 얼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
는가에 따라서 이론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제 내용, 성격, 중요도
등이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험(사법시험)에 합격하느냐가 법률가로 되는 결정적인 관문으로 작용하
는 우리 제도 하에서는 대학의 법률교육이 ‘시험준비’교육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법과대학과 고시학원간의 경계는 행정적, 법제적 구분에 의존하여 인
위적으로 유지될 뿐, 양자는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아무런 교
육이나 훈련도 거쳐갈 필요 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2006.1.1. 이전), 시
험에만 합격하면 소정의 연수를 거쳐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둔 현행 제도는
법률가 양성, 선발, 충원 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하는 법률교육과 학생평가에 대한
부정과 불신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법과대학은 법률가 충원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각 법과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수준을 엄정하고 객관적인 품질관리 제
도를 통하여 점검, 관리하고, 그러한 교육을 거쳐간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면 객관식 1 차 시험이라는 비정상적인 선발관문은 아마도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대학교육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
7) 1977년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80명이었고, 1978년에는 100명이 합격하였다. 사법개
혁위원회 자료집 (II) 2004.5. p.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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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였고, 그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노하우(know how)가 전혀 축적된
바 없다. 따라서 전국에 존재하는 약90 여개의 법과대학8)이 제공하는 법률교육의
내용과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그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객관식 1 차 시험
이라는 행정편의적, 한판승부식 수단을 사용하여 응시자를 ‘솎아내는’ 식으로 사
법시험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얼개때문에 모든 지망자가 객관식 1 차
시험 준비에 오랫 동안 진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객관식 1 차 시험을 시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률가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응시생을 추려내는데 편리하기 때문’이고, 응시생이 객관식 1 차 시
험 준비에 전념하는 이유도 그것이 장차 자신이 법률가로서 활동하는데 유용한
교육이나 훈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2 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함이
다. 이러한 ‘1 차 시험’을 많은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법
률교육에 대한 철저한 否認과 불신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국가시험 일변도로 이
루어지는 선발 제도가 지속되는 한, 대학의 법률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하다. 뒤에서 언급할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처럼 대학의 법률교
육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제도의 얼개가 짜여져 있는 한 그 실
효성이 의문스러움은 물론이다.

2) 개선의 방향
우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
하다:
첫째, 법률가 양성 및 선발 과정에서 법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정
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근대적 법률교육을 제공할 변변한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
에서 궁여지책으로 국가시험을 통하여 인재 선발부터 먼저 한 다음 법률가를 양
성하려 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제약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법과
대학이 전문교육기관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은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교육, 양성
과정을 도외시 하는 선발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9)
8)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II), 2004.5. 발간, 237면.
9) 2006.1.1.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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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법시험 결과가 성적과 등수로 표현되고, 합격자의 점수를 산정하여 1
등에서 1000 등까지 한줄로 세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일원적으로 관
리되는 국가시험을 맹신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면 ‘사법시험 성적’이라는 개
념을 반성없이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시험은 합격 여부(pass/fail)
를 판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인력의 능력, 자질,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그처럼 단순한 판단자료(시험 석차)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은 한국적 인사관리의 후진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수
도 있고, 법률가의 진출 및 활동 영역의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른바 ‘상위권’ 인재가 법원이나 검찰을 지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
직도 뉴스거리가 된다거나, 법원, 검찰, 로펌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인재는
당연히 ‘하위권’으로 지레짐작되는 사태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다. 그러나 ‘점수와 등수’로 표현되는 사법시험 제도가 그러한 편협함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시험 합격율이 3%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런 시험을 지금껏 유지해 왔
다는 사실은 불행하다. 합격율이 낮은 이유는 합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
원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인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만 하면 매우 큰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판승부식 국가시험
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여러 혜택과 이익을 일거에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용납되기 어려운 제도의 실패라고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합격경쟁률이 높
은 시험(high stake exam)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비교육적,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는 이미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 합격자에 대한 미화와
열광을 일삼는 우리사회의 후진성향 때문에 합격율 3% 의 시험이 강요하는 무의
미한 희생과 낭비 그리고 창의성 말살이라는 비교육적인 결과를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회의적 견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법학과목’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어떠한 품질관리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로스쿨 적성검사(LSAT)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회의와
반성도 있고,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있
다. Richard Delgado, “Official elitism or institutional self interest? 10 reasons why
UC-Davis should abandon the LSAT (and why other good law schools should follow
suit)”, 43 U C Davis Law Review 593 (2001); Daniel Hansen, “Do we need the bar
examination?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justifications for the bar examination and
proposed alternatives”, 45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119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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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경쟁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법률가 선발 제도가 매우 허술하고 후진
적이라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사, 건축사, 회계사, 한의사 등의 전
문직 인력 선발 과정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률가 선발은 ‘교육과 훈련’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험 합격’만을 요구하는 특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의사고시 등의 경우에도 응시자격에 대한 규율을 철폐하여 누구든지 지필
고사만 합격하면 의사가 되도록 보장한다면 의사고시 등에도 엄청난 응시자가
몰려들 것이고, 고시촌은 의사고시 준비생으로 가득찰 것이며, 의과대학의 교육
은 순식간에 엉망으로 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지필고사를 통한 ‘선발’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낙후된 법률가
충원제도(사법시험)를 21 세기에 와서까지 계속 유지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
렵다.

3) 이론교육 과정의 정상화 방안
이상의 문제진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처방이 가능하다: (1) 국가시험을 통
한 ‘일회성 선발’에 집착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의 전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공적,
사적 주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실시한 누적된 평가에 기초하여
법률가의 선발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발, 충원의 전체 과정을 개
편한다. (2) 법률가 양성, 선발, 충원 과정에서 대학과 법률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가 종합적, 전체적으로 실행되어야 비
로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 과정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선발, 충원 제도
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둔채, 법과대학 커리큘럼 만을 이리저리 바꾼다거나,
로스쿨 만을 설치한다고 해서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
률가 선발, 충원 과정에서 아무런 제도적 신뢰와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대학
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대학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신뢰와 역할을 부여받기에 합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 내용은 항을 바꾸어 소개한다.

(1) 이론교육 과정 구성
법률 교육 제공자(대학)와 법률가 단체가 서로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쌓아 둔
채로, 국가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자는 입장을 견지해 온 지금까지의 상황은
세계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률 교육과 법률가 충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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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도적 단절이 지속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
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대학과 법률가 단체 간의 협의와 공동 모색이 필요하다.
대학은 법률가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 콘텐츠와 과목 우선순위 배정에
좀 더 전향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의 협의로 교육과정의 큰 틀을 마
련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 법학교육의 목표, 교육 과정의 큰 틀, 필
수 이수과목의 범위 등은 행정부 교육공무원의 통제에 맡겨두거나 대학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법학교육 담당 주체(법대학장 연합회)와 법률가 단체(변호사
회)가 대법원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 발표하고 약 5 년 주기로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2) 수업 수준 관리, 학생 평가 공정성 담보 방안
적어도 필수 이수과목에 대하여는 각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과 평가의 적
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학교 담당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세부 과목(예를 들어, ‘물권법’)에 대한 중간 고사, 기말 고
사와는 별도로, 큰 범위로 규정된 필수 이수과목(예컨데 ‘민법’)에 대한 종합 시
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종합 시험은 각 학교 별로, 관
련 분야 교수들이 공동으로 출제 및 평가를 관리함으로써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문제 출제는 각 세부과목들의 강의 담당자가 강
의한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미리 공지된 필수 이수과목별 교수요목(syllabus)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종합시험에 대한 성적처리는 적어도 2 회 이상의
교차 채점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의 신원이 채점자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출제 내용에 대한 사전 보안 유지 등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
다.
그리고 각 학교가 이렇게 시행한 필수 이수과목 시험에 관한 모든 자료(교수
요목, 문제지, 답안지, 평가 결과)는 외부 심사원으로 위촉된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수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외부 심사원은 자신에게 심사를 의뢰한 학교의

11)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의 최소 요건에 대하여는 미국 변호사회(ABA)가 매우 추상적, 개략적
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지만(ABA Standard 302;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
chapter3.html 참조), 영국의 경우에는 법과대학 학장단과 변호사 단체들(Law Society와 Bar
Council)이 공동으로 법과대학의 필수과목(foundation subjects)과 교육 목표 등을 매우 자세
히 정하고 있다. The Joint Statement on Qualifying Law Degrees; http://www.legaleducation.org.
k/downloads/ja.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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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 교수요목을 검토하고, 그 것이 커버하는 주제들이 적절한지, 그 과목
의 학업 성취도를 테스트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종합시험 문제들이 출제 되었는
지, 답안 채점 및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되었는지, 답안지 내용에서 드러나
는 응시생들의 전반적 학업성취도는 어떤지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각 학교, 각 과목 담당자가 마치 고립된 섬이나 城主처럼 자기 과목이 다루는
주제, 강의 내용, 시험 문제 등을 혼자서 결정하고, 채점, 평가를 혼자 해치운 다
음, 어느 누구의 점검도 받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식
의 출제, 평가가 지금껏 용인되었던 이유는 대학이 시행한 평가는 법률가 선발,
충원단계에서 한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불신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률교육과 법률가 선발제도 간에 존재하는 이런 식의 상호 무시, 상호 불
신의 악순환 고리를 깨는데 필요한 첫 걸음은 교육 제공 주체가 스스로 외부로
부터의 검증을 수용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길 뿐이다.12)

(3) 각 학교의 개성, 다양성 발현 보장
필수 이수과목은 모든 학교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시험을 ‘일괄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각 학교의 해
당 과목 교수들이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발휘하여 교수요목을 자체적으로 정하
고 문제 출제를 스스로 담당하여 자기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할 뚜렷한 이유가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 통일된 문제를 사용하여 획일적 평가를 일제
히 실시하려는 발상은 고사관리의 어려움, 고사 운영의 관료화, 경직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각 학교 간의 경쟁이 오로지 시험 점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게 만든
다. 반면에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출제, 채점하게 되면 해당학교 학생들 간에는
점수 경쟁이 있게 되지만, 학교 간에는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의 독창성, 우월성
에 대한 상호 자극과 경쟁적 향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필
수 이수과목의 교육내용과 시험문제, 수험생 답안의 ‘수준’을 상호점검 하고, 외
부 심사를 통하여 일정하게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획일화는 불필요

12) 외부 심사를 통한 대학 교육의 품질 관리는 미국 대학이나 미국 로스쿨에는 존재하
지 않으나, 영국 대학에는 정착된 제도이다. http://www.heacademy.ac.uk/externalexami
ners. htm 참조. 영국의 법과대학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공동고시 제7조는 법학학위 과
정은 반드시 외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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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가르치는 필
수 이수과목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각 학교별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서
로 간의 자극과 경쟁, 그리고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법학 교육
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필수 이수과목 외의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각 학교가 자신의 특성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모든 교
육기관이 ‘획일적’으로 사법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사법시험과 무관
한 과목을 아무리 다양하게 제공한들, 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시험에 쏠릴 수 밖
에 없다. 법률가 선발제도의 무게 중심이 사법시험에 놓여 있는 한 이러한 상황
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 사법시험이 제거되는 대신, 각 교육 주체가 외부 검증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에 신뢰성이 부여된다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변호사로 되는 길이 ‘사실상 보장’된다면(구체적 방안
에 대하여는 후술함), 각 학교가 자신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개설하는 독특한 여러

(비 필수)프로그램들이 진정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미국이
나 영국의 명문 법학교들이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그런 강의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이지 만일 그
나라에도 우리식 사법시험이 있었더라면 각 학교별 교육 과정의 특색과 개성이
제대로 구현될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국제화’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각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국제화에 치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떤 학
교는 지역 특성에 맞거나, 분야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예를 들어,
부동산 및 관광 관련 법률 업무를 전문특화 분야로 제공하거나, 가족법 분야를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삼는 학교 등) 학교별 다양화를 권장, 보장하는 것이야 말
로 궁극적으로 우리 법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획일적인

‘국제화’ 강요는 유독 우리 나라에서 발견되는 그저 또 하나의 지역적 낙후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상 ‘국제화’에 치중하기로 선택한 학교의 경우 어떠한 커리큘럼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국제 교역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개별 거래에 있
어서 한국측 당사자가 누리는 협상력의 증가로 인하여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결
정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이건, 중재 이건,
자문업무 이건 간에 한국법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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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제거래(외국 당사자와의 거래)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업무관련 문서도 영
어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영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 법률인력 양성이 급선무가 된
다.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아예 학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능력에 각별한 비중을 두어 입학생의 일부
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한국법 강의 일부를 영어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법을 영
어로 강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분쟁이 외국법정에서의 소송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행되는 중재로 가는 경
우,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한국법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영어로 제시하는 능력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법을 영어로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
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영어 강의 능력을 구비한 교수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권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적극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
에서 2 년, 영어권 대학에서 2 년간 법학교육을 거치면 양 학교로부터 적절한 수준
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기능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법
시험제도가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3% 미만의 응시생만이 겨
우 합격하는 시험을 거쳐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법률가로 진출할 길이 아예 막히
도록 해둔 제도 하에서 수학 기간의 일부를 외국에서 보낸다거나, 영어로 진행되
는 강의 수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사치스러운’ 결정을 하는 학생이 늘어
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 중 극소수의 인원이 외국 유학을 거쳐 국내에 진출하거나, 아예 한국
변호사 자격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후 국내 법률시장에 진
입한 인력이 한국 당사자가 개입된 국제적 분쟁을 처리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국
제적 법률인력’의 인재 풀(pool)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붙기 어려운’ 사법시험을 미화(glorify)하고 열광하는 후진성과 편협함을 극복하
지 못하는 한 이러한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학이
제공하는 법률교육을 만족스럽게 마친자는 별도의 국가시험 부담 없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만 공동학위 프로그램이나, 영어강의, 영어
특기자 선발들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 시험 합격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
서 좋은 질의 법률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시바삐 깨달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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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교육에 대하여 법률가 단체와 대학이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으로 법률교육
의 방향과 내용의 핵심윤곽을 정하는 것, 각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외부 통제와 상호 검증을 통한 품질 관리, 그리고 각 학교의 독창성, 다양성 발
현 권장 등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목표
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학교육이 반드시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
인다. 미국 기준(American Standard)이 곧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이라는 입장
을 취한다면야 모르겠지만, 미국 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부에서 법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 나라 법률인력의 국제경쟁력을 특별히 저하하는
것이라 단정지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영
국의 경우, 매년 미국이 배출하는 변호사 수의 약 20% 에 불과한 법률인력을 배
출하면서도 국제법률시장에서 영국법률가가 가지는 경쟁력과 영향력은 미국법률
인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학부에서 일찍 법률교육을 마치고 실무
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탁월한 경쟁력 있는 정예 법률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우리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국제경쟁
력이 취약한 이유는 모든 제도적, 개인적 에너지가 사법시험 준비에 소진될 뿐
아니라, 법률가 인재 풀(pool)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지, 법학교육이 학부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4. 실무훈련의 국제경쟁력 확보
변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실무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
겠지만, 법률 실무훈련을 체계적,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기제를 마련할 것이냐, 아
니면 각 개인에게 완전히 방임하여 ‘시장의 선택’에 맡길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이다. 미국은 실무훈련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하지 않고 완전 방임,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변호사
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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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성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무훈련을 전면 자율화하여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누구를 대상으로 실무훈련을 실시할 것인가?
이론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들을 대상으로 실무훈련을 실시하면 되
겠으나, 이론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스쿨 과정을 마친 모든 지망자들을 상
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
은 미국 기준이 마치 국제 기준인 양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
이론교육 과정을 마친 지망자는 그가 활동하기를 원하는 주(State)의 변호사 자격
시험(bar examination)을 응시하여야 하지만,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bar exam
이라 할 만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교육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인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그렇게 인증된
학교가 수행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그
리고 변호사 시험은 사법시험처럼 ‘붙기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점수나 등수를
산정함이 없이 pass/fail 만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증된 법률교육 기관으로부터 졸업 평점 평균 B 이상을 획득
한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을 아예 면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변
호사 시험은 각 학교의 졸업 성적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검정시험'으로 운영하면 족할 것이다. 이렇게 각 교육기관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와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전국의 법률교육 기관이 골고루 발전할 제도적 기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 제안은 '열악한 학교에 대한 인위적 배려'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
다. 어느 학교건 간에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외부 검증을 통
하여 그 교육 수준과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된 양성학교'라는 것
을 전제로) 그 학교의 상위권에 들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준
다면, 우수한 지망자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될 것이므로 '인증된 양
성학교' 간에는 뚜렷한 우열 현상이나 쏠림 현상이 아예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
인증된 양성학교'는 로스쿨 형태로 신설될 수도 있겠고, '인증된 학부과정'의 형태
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법률교육 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공존하
는 것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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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시험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수능시험, 사법시
험, 각종 국가고시 등), 변호사 시험도 그래야 할 것처럼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
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중앙정부가 통합 실시하는 형태로 변호사 시험을
운영한다면 법률가 양성학교들 간의 서열화를 강요하게 되고, 최상위 학교를 제
외한 대부분의 양성학교는 또다시 시험준비에 전력투구하는 열악한 상황을 반복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한국 기준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전역의 로
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제히 시행하는 bar exam 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엽기적인 시험'이 미국에도 있었더라면, 아마 미국 로스쿨 또한 우리
처럼 수험준비 법학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제도는 사람이 고
안하는 것이지만, 일단 고안된 제도는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을 좌우하는 위력을
가진다. 학업성취도를 반드시 전국적, 수직적으로 줄세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小
國的이고, 편협한 마음가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bar exam 이 실시되
기 때문에 우리도 변호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 바에야, 차
라리 우리도 미국처럼 각 지방 변호사회가 독자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고,
각 지방 단위로 변호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사리에 맞을 것이
다.

2) 사법연수제도의 문제점
이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훈련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현행 사법연수 제도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행 사법연수
제도는 판사, 검사가 되는 자에게는 나름의 효용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
호사로 진출하는 대부분의 인력에게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 예산 남용의 소지가
없지 않다. 나아가 애초부터 판, 검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판결문,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훈련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
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마치 법률가는 모두 판사, 검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암시를 전제로 깔고 있으므로 다른 영
역으로 진출하는 자는 열등한 인재라는 오해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그
리고 다른 직역의 초보 인력 교육에 대하여는 국가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데, 자유직의 하나에 불과한 변호사에 대하여서만 국민의 세금이 이런식으로 지
출되는 사태가 언제까지 묵인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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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연수원 시험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 기간은 결국
은 그 시험 준비를 위하여 보내는 기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행 연수제도는 고
급 법률 인력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가
능성을 ‘연수’라는 미명하에 2 년간 유예할 뿐 아니라, 그들 각자가 자신이 원하
는 분야에서 법률업무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始期마저 2 년간 연기하는 것 이상
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사법연수 제도는 시험합격자가 300 명 선으로 늘어난

1981 년에 이미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 되었어야 했다.

3) 실무훈련 제도의 개요
사법연수 제도를 대신할 실무훈련 제도를 고안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실무훈련은 경력 법률가의 지휘, 감독하에 직접 근
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연수생’을 강의실이나 ‘연수원’에 모아두
고 강연이나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필고사로 평가하는 ‘연수’는 결코 실
무훈련이 될 수 없다. 사법연수생 제도 대신, ‘수습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무훈련은 취업 또는 파견 형태로 운영하되, 실제 업무를 통
하여 드러나는 근무능력을 평가할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실무훈련이 의
례적, 형식적 관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
다. 수습변호사를 채용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근무를 시키는 채용주체가 수습변호
사의 급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근무관계가 성립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무훈련 영역을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실무 훈련도 그러한 영역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뿐
아니라, 공기업, 私기업의 법무부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상
공회의소, 상사 중재원 등 초보 법률가인 수습변호사가 내실 있게 견습하는데 필
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실무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수습변호사가 동일한 훈련과정을 거쳐갈 필

13) 사법연수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연
수생에게 지급되는 급여만 하더라도 매년 약 344억원 가량이 필요하고 (1년차 연수생
1인 당 연봉 1,680만원; 2년차 연수생 1인당 연봉 1,760만원), 연수원 교수 및 직원에
게 지급되는 급여와 연수원 시설의 유지 운영비와 감가 상각을 감안하면 적어도 매
년 500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사법연수제도에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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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다. 각자의 선호, 관심분야, 장래 진로 계획 등에 따라 실무훈련 분야가
다르더라도 무방하다. 법률가의 업무분야가 오로지 민,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하
여 맴돌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초보법률가에 대한 실무훈련이 이루어지는 모범
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수습변호사(trainee solicitor)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14)

4) 실무훈련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획일적인 사법연수 대신,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무훈련 제도가 정착한다면
국제경쟁력있는 법률가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 구사능력이 충분하
고 자신의 관심분야가 국제적 분쟁처리인 자들은 아예 그에 관련된 분야(국제 분
쟁을 많이 다루는 로펌 등으)로 진출하여 선임 변호사의 지도 하에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훈련을 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습변호사의 실무훈련
기간을 2 년으로 정하는 경우, 그 중 1 년은 외국의 로펌에 취업하여 그 곳에서
선임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실무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 채용 주체가 과연 내실있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심사나 선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획일적으로 운영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심사를 거쳐 수습계약을 승
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인력을 ‘연수원’ 또는

‘연수생’으로 2 년간 묶어 두고 획일적 프로그램을 거쳐가게 하는 현행 제도는 이
미 변화한 시대상황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있는 법률
인력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 맺는말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법률가 양성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지
에 관한 문제이다. 좋은 교육이 제공되면 그로부터 배출되는 인재들이 경쟁력있
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법률가 양성, 선발과 충원이 이루어지는
긴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일체의 평가, 선별 방법을 모두 불신하면서 오로지 국

14) http://www.lawsociety.org.uk/becomingasolicitor/training/trainingcontrac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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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일괄 시행하는 지필고사(사법시험+ 연수원 시험)로 승부하는 것이 ‘공평’하
다는 발상은 국제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후진적이고, 국내 다른 전문직 인력(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의 양성, 선발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이상 용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현행 제도는 교육제공자의 다양성과 창의
성이 계발될 기회를 구조적으로 말살한다. 획일적 지필고사가 낳는 더 큰 폐해는
획일적 지표(점수 또는 합격자 수)만이 부각되기 때문에 교육제공자 간의 수직적
줄 세우기가 이루어질 뿐, 다양한 학교가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상호 자극,
상호 계발을 통한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수직적 서
열화에 따른 치기어린 우월의식, 열등의식 등 편협한 정서가 사회전반에 팽배할
뿐 아니라, 합격이 어려운 국가시험이 조장해 내는 법률가의 선민의식, 권위의식
은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확보
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폐쇄된 법률시장과 미개한 충원 제도15)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편협한
자부심으로 과점시장의 잉여이익을 향유해 왔던 일부 법률가들은 법률시장 개방
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법률가 양성, 선발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출신 외국변호사(외국법 자문사)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
다. 지금처럼 변호사가 될 길을 매우 어렵게 틀어막아 두는 상황이 계속되면, 외
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확보한 인력이 국내 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상황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이 사태는 결국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법률인력의
양성을 외국 교육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시바삐 우리의 법률
가 양성, 선발 과정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교육을 우리가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가 양성과 선발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의 각 구성부분들은 서로 긴밀하
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론교육 커리큘럼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잘 짜여있은
들 지금과 같이 국가 시험만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
다. 국가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 짓겠다는 편집증 적인 발상 대신, 판단 기
준과 판단 주체를 다원화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판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15) 현행 사법시험이 科擧 제도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솔직히 반성할 필요가 있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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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 외의 대안은 없다.
그리고 실무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법연수’는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지필시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늬만 실무’인
교육에 불과하다. 실무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법
률가의 충원, 취업과정에서 실무훈련 기간 동안 수습변호사가 보여준 능력이 어
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에 반영되어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에 따라 좌우 된다. 법
률인력을 채용하는 채용 주체(법원, 검찰을 포함)들에게 어떤 판단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저 또 한차례의 시험을
일괄 실시하여 점수계산이나 하려는 퇴행적 발상은 이제 제발 그만하기 바란다.
법률가들이 진출하는 세상은 이런식으로 석차나 매기고 있는 것이 무의미 하게
끔 이미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광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주제어: 법학교육, 법률교육, 로스쿨, 사법시험, 법률가 선발제도, 실무훈련, 수
습변호사, 법률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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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Education and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Market
Keech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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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paper attempt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urrent legal education system
of Korea and offers broad outlines for possible reform.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of Korea is administered as a public service examination open to
anyone without any requirement for adequate legal education. This means that
law faculties have no officially recognised role to play in the training and
selection of lawyers in Korea. All that matters is passing the exam. Since
everything turns on this high stake national examination (where success rate is
less than 3%), law professors, legal professional bodies such as regional or
national bar associations and the judiciary have no say in how the country’s
lawyers should be educated and selected. The score reigns supreme.
The paper points out the negative aspects of the current system. It is proposed
that instead of relying on a high stake examination where one-time test result
can make or break one’s career, there should be a system where adequate
education and continual assessment will gradually select candidates at several
poi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Moreover, the legal professional bodies
mus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shaping the country’s legal education.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must be understood as a joint effort undertaken by law
professors and the legal profession.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is necessary. Law
faculties must be given an appropriate role to play in the assessment and
selection of future lawyers. A recruitment system which relies solel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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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run, uniform written test makes it increasingly hard to distinguish between
law faculties and bar/bri courses where candidates simply learn how to obtain
high scores in a written test.
It is also proposed that systematic training must be given before a lawyer is
allowed to practice unsupervised. These reforms are all the more urgently needed
as the Korean legal market is facing the prospect of opening up under the DDA.
Already,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shun away from Korean legal education
and go abroad to obtain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They then
return to Korean legal market and work as foreign legal consultants. This must
be taken in all seriousness as it indicates that the Korean system fail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market and the needs of those aspiring to become lawyers.
Key words: legal education, bar examination, Korean national bar examination,
vocational training, legal services market,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