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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Ⅰ■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발표자：정 용 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

머리말
로스쿨시대

년차를 맞이 하여 지난

학을 위한

월

일

학년도 로스쿨 신입

시험이 치르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시험 응시인원이

명대에 이르러 생각보다 로스쿨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그 원
인은 현재의 로스쿨이 로스쿨다운 로스쿨이 아니기 때문이다
년

월

일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률 이하 로스쿨법 은 그 해
효되었고 이후
월
월

년

월

운영에 관한 법

일 공포

월

일 시행령과 함께 발

월 로스쿨 예비인가

월

일 본인가절차를 거쳐

일 로스쿨합격자 발표과정을 거쳐

년

월

일 개원 하였고

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의 인가기준에 더하
여 총정원을

명으로 통제함으로써 올바른 로스쿨제도의 정착은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도입은 사회개혁의 근간으로서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며 법조인양성시스템은 물론이고 법학교육 및 법학학제
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주요한 사안이므로 결코 실패해서는 안된다
한국고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대교협에서는 바람직한 로스쿨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설계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

하여 로스쿨 정책수립을 견인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이
하 특위 라 함 를 가동하면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제시를
위해

년

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반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즉 오늘 발표주제들이 그러한
과제의 주요내용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로스쿨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로스쿨 총정원통제의 규제를 풀
고 로스쿨운영에 자율과 경쟁채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법조인이 될 수 있
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로스쿨교육을 받은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배출된 법조인이 사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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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각층에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조직역을 확대하고 법학계와
법조게가 하나 된 법률가일원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로스쿨은 원래의 제도도입의 취지나 목적과 달
리 운영되고 있어 성공적 로스쿨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의
로스쿨정책 또한 불명한 점이 많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의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로스쿨 총정원의 통제에 있다
본고에서는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의 당위론 방법론 입법론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구현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로스쿨교육을 통하여 우수
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 규제는 반로스쿨적인 정책방향이다
로스쿨은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법률실무가양성 목적 외
에 학문후속세대양성 기능까지 가진 완벽한 로스쿨을 위해서는 총정원의 증원이 필수적
이다

현재 정부의 법학교육 및 로스쿨정책으로는 로스쿨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실현을 위한 전제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강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정원

명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양질의 특성화교육과 법률실무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적정정원
이 확보되어야 한다 적정정원의 확보는 현재의 로스쿨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1) 2009년 7월 대교협에서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1%가 3000명 이
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2009년 7월 대교협에서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최소 100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3) 2010년 5월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로스쿨원장·법과대학장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 법
치발전을 위하고, 로스쿨과 학부법학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로스쿨제도의 성공
적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 대학별 최소정원을 8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로스쿨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대학에 대해 추가인가를 하여, 로스쿨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는 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2010년 5월 18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결의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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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인증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가진 시각에서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디자인하는 한은 로스쿨특성화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법률시장개방대비
법률시장이 완전개방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조인 숫자의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해
야 한다 특히 무변촌해소를 위한 공익변호사 사회전반의 특수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송무변호사 외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기업 세무 노동 특허 환경 문
화예술 전문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국가 중에서 법조인 비율이 최하위

위 인 상태에서 국내외시장에서의 경

쟁력확보는 불가능하다 변호사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다 변호사 수의 절대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인의 대량배출은 필요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등과 비교하면

만명 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으로 변호사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송무시장기준으로 변호사수

급을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변호사는 송무업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질적 지방발전 지역균형의 구현
로스쿨인가시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지방에 고루고루 로스쿨을 인가하였으나 오히려
그 기준이 불공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차별 또는 지역 간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한 면
도 있다 종교 문화적 균형 등 다양한 균형논리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지역균
형논리만으로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무리이다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정책 선 시행 서울출신의 지방로스쿨 역류방지책 해당지
역출신 입학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봉사기회부여 변호사자격취득 후 해당지역 공익
변호사로 활용하는 방안 서울로의 회귀방지 지방 로스쿨의 지역수요에 맞는 로스쿨교
육실시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수립을 위한 기본 전제는 대학
별 적정정원의 확보를 위한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이다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논거
먼저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합리적 합목적적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로스
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고 전문화 다양화 특성화된 로스쿨교육의 실현
을 위해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정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총정원

명 주장은 과학적 통계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로스쿨인가기

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결과 전국의 대학에서 총정원

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명 이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로스쿨교육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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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비율은
체 중에

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 무변촌이 전국

에 이르고 변호사 인당 사건 수임률은 선진국의

비 및 인구대비 소송건수는 일본에 비해 각
비해 볼 때 법조인 수는

배와

개 기초단

배 국민소득대

배나 높으며 의료서비스와 대

에도 미달하는 등 수많은 논거가 법조인증원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는 객관적 법조현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판사 인당 연간 사건부담이

건이나 되고 대법관 인당 연간

건을 부담하고 있다 검사의 경우도 인당 연

건의 사

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판사와 검사의 업무량이 살인적임을 입중하는 것으로 판사와 검
사의 대폭증원을 통해 그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결국은 적정한 대국민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원과 검찰
은 신속히 적정수요를 파악하여 판사와 검사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외시폐지 행시 일정비율 특채의 경우도 법조인출신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로스쿨 총정원

명 주장은 기존의 법률시장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일 뿐 법률시장 수요를 감안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수치는 아니다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
로스쿨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로스쿨제도는 필연적으로 법조인을 양산하게 되는 체제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입법사
항은 아니나 로스쿨정책 당국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결정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
지에 반하여 현행 법조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 로스쿨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로스쿨정책에 따른 로스쿨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로스쿨총정원의 증
원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구축을 위한 대책 필요
로스쿨 총정원의 문제는 사법개혁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
서 검토될 사안이지 기존 법조체계의 보완이나 법조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사
안은 아니다 법학계 법조계는 물론 사회공익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로스쿨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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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스쿨도 사법도 그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일 수 없다 오직 국민의 것이며 국민위
주로 편제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이어야지 공급자중심 기득권층 중심이
어서는 안된다

법조일원화 유사법조직역통합 차원에서의 총정원 증원논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발전적으로 법률관련직역의 통합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
해 관련직역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유사직역통합을 위한 대전제는 로스쿨을
통한 법률가배출의 일원화이다
모든 법률가는 로스쿨을 통해야 한다면 로스쿨 총정원이 고도로 통제된 현재의 로스
쿨구조로는 불가능하다 로스쿨정원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로스쿨교육을 통
한 법조직역통합을 위한 변호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법학계 사회단체등과의 협의과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로스쿨정책의 변화를 통한 총정원 통제완화
년 월 로스쿨예비인가 발표이후 로스쿨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여부를 다투는 소송
이 봇물을 이루었다 로스쿨소송을 제기한 대학 중에는 사정판결이긴 하지만 로스쿨선
정과정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 교
육부 의 로스쿨 인가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현재 로스쿨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 때문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
한 정부 로스쿨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는 로스쿨인가 및 대학별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반로스쿨정책을 폐기하고 로스쿨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로스쿨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
로스쿨법의 목적과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법학자 양성을 추가하
여 법학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전문가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법률가양
성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로스쿨운영체계하에서의 학문후속세대양성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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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예비인가제도
로스쿨 신청대학의 로스쿨인가를 받기 위한 무모하고 무리한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인가기준의 조정 및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로스쿨의 설치인가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로스쿨 인가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배려조항 추가
로스쿨의 설치인가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전국에 고루 사법복지서비스가 미치도록 하되 지역균형이 수도권 또는 지역간의 소재
대학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두도록 한다

인가기준의 격상 장관지침을 시행령화
현재는 장관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예비인가기준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가양성이라는 국가의 중요문제
에 관련된 로스쿨의 설치인과기준과 예비인가기준을 그 중요도에 걸맞는 법형식으로
규율하여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총정원의 최저한도 입법에 규정

명부터

현재는 로스쿨의 총정원에 관하여 로스쿨법에 아무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총정원의
최저한도의 기준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그 범위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정
한 절차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정원을 정하도록 한다
로스쿨 입학 총정원은 천명 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정하
고 그 개정법 시행이후 년 동안은 별도로 입학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그
이후 년 동안은 천명의 입학 총정원에서 매년

명씩 증가하여 천명까지 증원하도

록 정한다

로스쿨평가기관의 복수화
현행법에서는 로스쿨평가기능을 변협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대교협
과 변협이 함께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구체적 실행방안
대교협 로스쿨특위는 총정원의 증원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전국 권역별로 법조계와 법학계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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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행

개 로스쿨간 로스쿨과 비로스쿨간의 로스쿨정책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로스쿨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
해 국회 교육위 법사위 각 당 정책위 원내대표단 등에 그 개정당위성을 설명하고 특
히 로스쿨주무부처인 교과부의 장관 주재 하에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를 포함한 대교협 특위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학계의견통일을 위한 로스쿨선정대학간 로스쿨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비율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공유의제의 발
굴 확산 신규진입용이 및 과소정원해소 지역균형원칙유지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총정원 증원의 정당성 당위성 명분확산을 위해 유사법조직역의 통합을 위한
조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관단체 대한변협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와 법조일원화 차
원에서의 총정원의 증원논의가 필요하므로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 등과 꾸준히 공
식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정한 사법발전과 법조발전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로스쿨법 개정을 통한 총정원 증원 노력과 함께 정부의 로스쿨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실무차원의 의견개진의 장을 마련하고 특히 실질적 지방발전 지역
균형의 구현을 위해 로스쿨이 그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제도의 개선
방안을 각 지역별 대표성을 띤 법조계 법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조직역학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일정규모이상의 각종 단체에 대해 법조인을 필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사회 전분야에서 사전예방적 법률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
능을 갖도록 견인하는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맺는 말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총정원 통제를 풀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인
자율과 경쟁 그리고 철저한 평가에 따른 진입과 퇴출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교육여
건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진입을 허용하고 과소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 적정정원을 추
가배정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객관적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선정기준
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된 로스쿨 교육과정 운
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반듯한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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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로스쿨특위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입법과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대교협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절실하다 결국 대교협이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은 로스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이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대전제이다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과도하게 통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없이는 로스쿨도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
며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법조계의 국제경쟁력강화도 불가능하다
만약 총정원의 증원을 통한 제대로 된 로스쿨의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
제도존폐 변호사예비시험제도도입 등에 관한 재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적 후진적 사법구조를 견인하는 로스쿨체제에 국민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 토론Ⅰ■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토론자：서 경 진
(인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서 경 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머리말

주제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 도입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며 법학교육 등에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주요한 사안이므
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견해가 아직도
존재하나 기왕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제는 로스쿨의 성공적
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모두가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할 때이다

발표자께서는 총 정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로스쿨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총 정원을 늘려야 하는 주요 근거로

변호

사 수의 절대부족현상 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쿨 총 정
원의 문제는 적정한 변호사 또는 법조인 수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로스쿨의 도입목적이 법학교육과 변호사 선발을 연계시킴으로써 대부분
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함 법학교육을 정상화시
키는 데

차적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로스쿨의 총 정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되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결국
적정한 변호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면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당연히 로스쿨의 총 정원에 대한 통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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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한 결론이
지만 총 정원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법

률시장에서 변호사 수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
스쿨의 총 정원을 늘리자는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하에서는 이
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적정한 로스쿨 총 정원 및 변호사 수를 정하기 위한 대원칙

적정한 로스쿨의 총 정원 적정한 변호사 수 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및 장래의 법
률수요 유사법조직역의 현황 법조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자원배
분의 적절성 등의 여러 요소를 사회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스쿨 총 정원
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현황 및 장래 예상되는
법률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
고 다른 정치적 요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결정되어서
는 안 된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신규 변호사는
변호사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현재의 제도보다 훨씬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법도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현

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조제

항

신규 법조인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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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런 점에 대한 사
회 경제적인 분석과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

경제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법률

시장의 확대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피하여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법률시장도 일반적으로 확대되겠지만 반드시 경제성장률에 비례하여
법률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시장은 경제뿐 아니라
그 나라의 법률문화와 국민의 법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척박한 법률풍토에서는 기업이나 행정부 등도 법률적

제

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변호사들에게 쉽사리 문호를 개방하지 않
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총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가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함

국가와의 평면적 단순 비교는 사법제도가 각국의 제도 문화
법률의식과 관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모든 나
라는 그 나라 고유의 법과 제도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계약서는 공인중
개사가 작성하고 등기는 법무사가 주로 맡아서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모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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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법률수요의 내용이 현격히 다르
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법조인 비율이나 소송건수를 거론하며 이를 총 정원 증원의 근
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 법률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소송건수가 외국과 비교
하여 설사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 선임률이 낮다면 그 수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소송에서도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년 기준으로

독사건의

나아가

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억 이하 단

가 나홀로 소송이다

년 전 자료이기는 하나 미국에서는 해마다

만 건 정도

의 송사가 새로 법정에 쏟아지고 있고 법률시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약

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조 정도인 것으로 추산됨에 반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규모는 기껏해야

조

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 추세는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이다

한편 법조업무 영역 내지 변호사 활동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나
등 경제지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수 대비 법
조인 수를 비교하기보다는

억 달러당 법조인 수를 비교하는 것

이 더욱더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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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 업계의 불황 수임 건수의 급감

변호사

인당 월평균 사건수임 건수는 변호사 시장경기의 바로미터이

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올해 들어 최초로

건

이하로 급감하였고 모든 사건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사건의 수를 분석한 이 통계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됨

일부는 한 달에 한 건도 수임하지 못 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법률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전하는 소식도 뉴
스의 단골 메뉴다 월평균
얘기인데

건 이하라면 사무실 현상유지도 힘들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어떤 직업군이라도 마찬가지로

겪는 것이지만 변호사업계의 불황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변호사 수
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있어 단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이다 참고로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무실운영이 가능한 월평균 수임건수를

심지어
사들이

건으로 보고 있다

만 원 남짓 하는 변호사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변호
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년 전에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며 회비체납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현실이 이러한데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설득력
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변호사는 서민이면 안 되냐 고 하지

만 실제 서초동에는 서민 변호사가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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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변촌 문제

년 현재

만 명 규모 지자체

곳 중

곳이 무변촌인 것으로 파

악된다 하지만 무변촌의 존재가 변호사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
의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서비스는 그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달라서 작은 규모의 지자체 곳곳에 변호사 사
무실이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률서비스가 법원 검찰을 중심
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법원 검찰청 주위에 변호사 사무실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자기가 사는 마을에 변
호사 사무실이 없더라도 짧은 시간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다시 말해서 무변촌의 문제는 법률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변호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요가 없으면 변호사는 설 자리가 없다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가지 말라고 말려도 몰려드는 법이다 결국 무변촌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변호사를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무변촌으로 달려갈 변호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무변촌의 문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나 변호사단체가 나서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무변촌
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단체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무변촌의
법률상담센터 설립 변호사정착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도 효과적인 수
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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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사 검사의 높은 사건부담의 문제

판사 검사들의 사건부담율이 현저히 높아서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변호사 또는 법조인 수
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되지 못한다 사건부담율이 높은
것은 법원 검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한 결과
이며 판 검사로 임용할 법조인 수가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이 문제는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변호사 중에서 판 검사
임용율을 높여서 해결할 문제이다 판 검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뽑다보
니 법원 검찰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변호사
는 현재도 충분히 많다

마 유사법조직역의 문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일정 부분 취급하는 소위 유사법조직역인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손
해사정인 등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약

여 명을 넘고 있어 이들까

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진다 따라서
유사법조직역을 변호사제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인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유사법조직역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변호사 수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에 수긍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유사법조직역은 원래 변호사의 업무 영역임에도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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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오히려 변호사들의 유사법조직역 진출 움직
임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대리권까지 주장하며 변호
사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에 대
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변호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사법조직역에 일정 조건 하에 모두
변호사 자격을 주는 대신 이들 유사법조직역을 폐지하는 것이 개인적
으론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 법률시장개방 변호사 및 법률서비스의 질 문제

년 이후 변호사가 대량 배출된 이후 변호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

위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나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의 질
이 저하되어 법률서비스의 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만 높
아가고 있다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그만큼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당장 일거
리를 찾는데 급급한 상황에서는 그 활동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은 물론 장래의 법률수요 및 법률시장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
건 변호사 수만 늘린다면 변호사들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변호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개
방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대량 배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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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는 적정 변호사 수를 초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 수를 현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일정부분 법
률 수요를 창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법률시장의 붕괴 즉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변호사로 하여금 그 직분과 임무의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
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적정 수 이상의 변호사를 급격하게 배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적인 낭비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변호사 수 증원에 따른 공

사적인 영역에서의 제도정비를 통한 적절

한 법률수요의 창출 역시 면밀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로
스쿨 총 정원의 증원 이전에 변호사 직역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적정한 법조인구 수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법의식 경제활동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정확한 수치가 제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
적인 의도가 반영되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일부 자료가 전부이
다 이번 기회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적정한 법조인구 수 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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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Ⅱ■

변호사의 직역학대 및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발표자：장 재 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장 재 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변호사 숫자의 증가와 법률시장
우리의 법률시장구조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대응 못할 정도인가
일본의 경우 변호사들의 매출에서 상담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가까이 된다

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의 경우가 아니면 상담서비스로 인한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인접직역의 경우 로스쿨을 통하여 다양한 배
경과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경쟁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통합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II. 통합방식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은 크게 아래 가지로 제시가 가능함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실현을 위한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봄
가.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
기존의 법무사, 변리사 등 종래의 자격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그대로 법무사,
변리사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신규배출은 중단하자는 방안.

1)

나. 제2안 (인접직역에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1971년 및 1990년 프랑스 개혁법에서와 같이, 법무사 등 인접법률가 전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기존 직역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서, 이들의 신규 배출을 중단시키는 방안.
다. 제3안 (다양한 법률가가 병존하면서 소송대리 조정, 일본 방식) - 변리사회, 법무사
회의 의견
현재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법률전문가를 병존하게 하되, 일본에서처럼 각 법률전문직들
(법무사, 변리사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 소송대리를 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에
게 일정한 공급자 선택권을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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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의 사례
1. 프랑스에서의 통합시도와 방향
법조서비스 개혁 연혁 및 주요 배경
프랑스의 변호사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년

월

일의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
임 이 법률은
에 의해 개정되었고 이어서

년

년
월

월

일 법률 제

일의 법률 제

호인 개정 법률
호 에 따른 개정에 의

해 수정되었음
년과

년 법률에 따라 예전의 상사법원 소송대리인

호사 예전의 지방법원 대소사
되게 되었음

더 나아가

과 예전의 변

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사 직업이 창설
년

월

일부터는 예전의

법률상담사

라고 불리었던 법률직역 종사자들이 변호사 직업으로 통합되었고 변호사
전문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음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변호사들은 사법종사자
차에서 변론하는 소송업무를 주로 하는 소송하는 사람

로서 소송절
으로만 활동

하면서 자리잡는 동안 변호사들이 도외시한 전문 영역은 다른 법률직역종사자
가 맡아왔다

최근의 개혁 방향
가

년의

사법제도 개선과 법조직역의 개선
에 관한 보고서

1)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하면서(1984.4.1.) 종래의 소개영업을 하던 직종을 ‘중개인’ 으로 개칭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영업을 허용하되 새로이 중개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을 법무사, 변리사
등 인접법률가 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중개업법(제정 83.12.30 법률제3676호) 부칙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
2) 유럽공동체 변호사자격취득자의 국가간 자유로운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임.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법률개정(2004년 11월 24일)에 따른 2005년 5월 24일에 발표된 시행령 및 변호사 윤리규정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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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가
년 이후
년 월 현재

년대의 개혁 이후에 겪고 있는 법조 직역 관련 문제점을 적시

년만에 변호사의 숫자가 약

정도 증가했다

년

명에서

명임

변호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들은 약

이상이 변호사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와 법률구제 차원에서 서
비스를 제공받은 의뢰인들간의 만족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두번째 인식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를 소수 집단이고 자신의 동료들를 대변하지 못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협업 및 법인설립 등을

년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협회에 등록한 변호사의

가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협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 협업을 하되 수임료가 각자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형태이고
인으로서 임금을 받는 형태이며

만이
는 변호

는 피고용

는 합동사무실 형태로서 사무실 또는 사무직원 등

을 공동으로 이용하나 각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확보하는 형태다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직 민사회사로서 이 형태에서 지출과 보수지급은 공통으로 하
지만 구성원인 각 변호사들이 수행한 만큼의 업무실적 및 지출에 따라 수입이 배분된
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는 회사가 선임하는 것이지만 각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
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을 부담한다 아직도 개인사무실 운영 관행이 대세이고
또한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년 법개정에 의해서 변호사와 법률상담사 직역이 통합되었고 그 결과 변호사는
소송만을 담당하는 직역이 아니라 법률상담도 담당하게 되었다 사실 변호사가 법률상
담을 금지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률상담사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 것은
변호사가 이른바 법정의 귀족 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담 시장에서의
그가 차지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도 등장하
게 되었다 이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소
송전문 변호사보다는 상담전문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인력 자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상담전문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상담을 주로 하는 회사에 지원
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상담 시장에서 회계사들이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년 법에서 법률상담을 부수

적으로 수행하는 직역으로서 회계사들이 법률상담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직역간의 통합 또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 1966년 자유전문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호사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직종만이 운영할 수 있는
법인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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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

년 프랑스경제성장을 위한 보고서

대법원 및 최고행정법원의 소송대리권 독점을 폐지할 것을 제안 상급 법원의 소송
대리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독점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대법원 소송대리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법
원 및 최고행정법원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

다

보고서
법률 직업에 관한 보고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특정 법조 직역 및 법률 직역의 통합 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중임

년 월에

다르와 보고서는 개정법안을 만들기

전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씨가 주축이 되어 작성한

법률직업에 관한 보고서 임 이는 여러 종류의 법조직역의 통폐합을 통한 이른바 대 법
조직

를 추진하였으나 각 분야 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

서 가장 이상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변호사와 대소사 통합
변호사와 대소사의 통합은 소송당사자에게 비용절감 절차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줌
대소사가 소송접수 등의 업무를 독점하던 법원의 전산화로 인해서 소송서류의 접수
절차가 필요없게 되었음
는 각국의 국적 변호사가 소송절차의 독점권을 갖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변호사와 변리사의 통합
두 유사 직역의 통합 논의가
년 월

년 전부터 있어왔고 결국 변호사 협회 중앙회는

일에 변리사 협회 중앙회는

년

월

일에 투표로써 두 직역의 통합을

결정하였음
두 협회의 통합 결정은

년 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통합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

변호사와 변리사 직업의 통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변리사들 중에 법과대학
4) Rapport Darrois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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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학위를 가지고 법률적 파트를 담당하던 변리사는 변호사로 곧장 전환하고 기술
적 부분을 담당하던 변리사는

시간의 법률 연수를 받아서 변호사로 통합되는 것으

로 정하고 있음
기업내 법률가
기업내 법률가라는 직역을 법에서 정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던가 변호사와 같
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기업내 법률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즉 기업내 법률가의 자격에 대한 규정문제가 남아 있음
기업내 법률가를 변호사화하는 것은 영 미 계통의 기업내 변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함
변호사들에게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기회와 동시에 보다 자유로운 전문
직을 행할 기회를 주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장점을 확대하는 것임
법조 관련직역의 개선
년 법률 제정 당시에 법률상담과 문서작성의 업무를 변호사와 법률상담사에게만
인정하려는 의견은 첫째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그러
한 업무를 행하는 직종이 다양하다는 점에 근거해서 채택되지 않았음
현재 약

여개의 직종이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직종에 부수적인 것

으로서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그러한 인정에 있어서 일정한 학력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공청회 결과 많은 소비자들은 변호사만이 법에 의해서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을 할 수 있고 다른 직종이 부수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음 문제점은 어떤 직종이 그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낮다는 점 아울러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그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 등임 즉 부수적인 업무와 주 업무의 구분이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 자격 기준이 애매하므로 변호사 자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자가 주
업무로서 법률상담과 문서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임
그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첫째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방법 둘
째 변호사 윤리준수 의무와 같은 정도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방법 셋째 변호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강구
될 필요가 있음
5)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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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금지업무 완화
변호사에게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사무를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직업윤리상 행할 수 없는 사무를 다른 법조직은 행사하고 있다 그들 법조직
들은 변호사와 시장경쟁관계에 있으며 변호사가 직업윤리때문에 그 경쟁에서 불이익
을 받게 하는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영미법 국가들과의 경쟁 관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년

에

의해서 변호사는 상업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그중의 하나는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직 수행이다
기업의 법률 업무에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음은 분명한데 변호사에게 그러한 직을 금
지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변호사는 회계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변호사와 공증인의 차별점
대 법조직의 창설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프
랑스 법체계상에서 공증 사무의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공증사무를 공증인의 독점업
무로서 한정하는 것이 공증인에게 유리한 것이기는 하나 공증사무의 중요성을 고려하
면 그 사무는 경쟁원리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공증인의 수가
지난 수년간 단

정도만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 인구 규모와 수요에 따라서

공증인협회가 공증인의 숫자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과 경력면에
서 충분히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이 공증사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
을 고려하여 볼 때에 공증 사무를 법조직의 직역간 통합 등의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상사법원 서기직의 유지
상사법원 서기직의 기능을 전산화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직무
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보상액이 고려되는 경
우 그 직무의 폐지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의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년 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취지는 프랑스의 변호사들이 국제적 경쟁과
규모의 경제면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정
부가 추진하는 기본 철학은 자본적 참여를 통해서 직역들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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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 공증인 집달관 등의 다양한 직역의 종사자들이 자본을 공통 투자하여 하나
의 홀딩 컴퍼니를 만들되 각자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함 그 목적
은 그들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각 직역의 종사자들이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는데

있음

현재

제출된

법안은

법조관련

직역내에서의

직역간소통

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나 법안의 작성 초기에는 비법조 직역
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함 법무장관의 기업내 법률가에 대한 입
장은 재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
에 기업내 법률가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음

지

영국의 법률서비스 개혁
영국의 직역 통합과 협력에 대하여는 이른바

보고서와 이를 반영한 법률

서비스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년 월 일에 대법관 겸 헌법성대신인
지 어떠한 법적서비스의 규제범위가 가장 효율적

경은

에게

년 말까

혁신적으로 공익성 내지 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에 대해 의뢰하였다
년 월에 자문서 가 공간되고 자문서에 대한 회답 등에 기하여 동년

월 일에

최종보고서 가 공간되었다
헌법성은

년 월 일에 장래의 법률 서비스 라는 표제로 백서 화이트 페이퍼 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법적 서비스규제범위를 소비자의 요구에 적
합하게 신뢰성 있게 근본적인 변경을 명확하게 하였다
년 월

일에 법률 서비스초안

표되었다 동 초안은 총
법률서비스법안
일에 상원을 통과하고
고

조와

이 이유서 등과 함께 공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은

년 월 일 상원에 상정되었고

월에 하원의 심의가 끝나고

년 법률 서비스법

년 월

월 일에 여왕의 재가를 얻
으로 제정되어

년

월

6)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2004).
7) D. Clementi,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inal
Repo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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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클레멘티 보고서는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
의 확충을 지지하고 사무변호사

와 법정변호사

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철폐를 제안하고 있음 법률가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
여야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간에 공
통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클레멘티보고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

도 상정하

여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를 제 단계로서 인정하고 다업종공동사무소의 설립
에 관한 것으로 이동할 것을 제언한 바 있음
법률서비스법은 이에서 더 나아가 비변호사와 변호사의 공동사무소 설립
을 허용함
는 기존의

나

보다 개념상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써 재무 보험

인사 마케팅 의료 심지어 수퍼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변호사 간
의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을 법률사무소 로펌
의 공동소유자 파트너 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다각화
제고

재무구조 개선

전문화

소비자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
경위
년 월에 착수한 자민당의 사법제도특별조사회에서는

세기의 사법의 확실한

지침 이라는 부제 하에 보고서를 정리한 바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규제완화 하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사후감시 구제형 사회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확충이 불가결하다고 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사법을 위해 변호사사무소의 강화 변호사과소의 해소 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의
개설 이외에 인접법률전문직과 변호사의 협력관계와 그 존재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
8) 동법은 David Clementi 경의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보강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동법 제5부
(Part 5)에서는 법적서비스에 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법적서비스제공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적
서비스 제공에서 새로운 구조로서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 및 법적서비스에 한정하지 않은 다업종공
동사무소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일명“One stop shops for consumers"를 가능하게 하였다.) Legal
Services Act 2007(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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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함
정부도 규제완화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분야의 개혁의 검토를 해 왔는데

년

월 최종보고에서는 법조인구의 대폭증원을 기조로 하면서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사무에의 유사직종에 의한 부분참가 를 주장함
년

월

일에 공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중간보고 가운데 인접법률전문

직의 활용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 에 대한 보고가 있음
사법서사에게는 간이재판소의 대리권이 변리사에게는 특정침해소송의 대리가 인정
되었음
다만 분쟁의 업무에 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연수로 해결하는
데 일본 변호사회가 연수에 관여하고 있음
년

월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이 제정되어

사법서사 변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의 사업에 대리권을 인정하였음
년 월부터 개정사법서사법이 시행되어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
권이 부여됨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에 의한 것으로서 법무성의 인정을 받으면 소송과 조정에서의
만엔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서 절차를 할 수 있음
변호사도 물론 동등한 업무내용이 가능함
변호사와 사법서사의 다툼 격화
년 법개정에 의해

년경부터 인정을 받은 많은 사법서사가 신용카드 사금융

문제에 진입
년 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 신용카드 사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업무가 완전히 겹침
보통 신용카드 부채가
많게는

만

만엔 정도인 사람도 개 카드사로부터

만엔 정도가 대부분임 따라서 개 카드사로부터

만엔 이라도

만엔 정도
만엔 이

하로 되므로 사법서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함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수가 대폭 확대되고 로스쿨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문제에도 변호사가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변호사와 사법서사가 완전 경쟁의 양상
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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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접법률전문직 현황
사법서사

변리사

세리사

행정서사

홈페
이지

http://www.sh
iho-shoshi.or.
jp

http://www.jp
aa.or.jp

http://www.nic
hizeiren.or.jp

http://www.g
yosei.or.jp

등록
인수
(2010
년)

19818명
(389법인)

8688명
(128법인)

71598명
(1972법인)

39846명
(156법인)

시 험
과목

민법, 형법, 상
법, 부동산등기
법, 상업등기
법, 사법서사
법, 민사소송
법·민사집행법·
민사보전법에
관한 법령, 공
탁법

필수과목: 공
업소유권법( 특
허법, 실용신안
법, 의장법, 상
표 및 조약)
선택과목: 헌
법, 행정법, 민
법, 상법, 형
법, 민사소송
법, 형사소송법
등 41과목 중
3개 선택

부기론 · 재무제
표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비
세법·주세법, 국
세징수법, 주민
세, 사업세, 고
정자산세

주 요
업무

① 부동산등기
절차에
관한
일체의 절차와
심사청구
- 건축물의 소
유권보존, 부동
산상속, 부동산
매매, 증여, 교
환, 유증, 공유
물분할
등에
의한 소유권이
전
- 부동산에 대
한 저당권, 근
저당권, 지상
권, 임차권 설
정
- 변경등기
- 신탁, 선박,
공장재단, 어업
재단 등
② 각종법인등
기절차에 관한
일체의 절차와
심사청구
각종회사,
법인, 조합 등
의 설립등기

① 절차대리,
감정업무
- 공업소유권
에 관한 특허
청
- 경제산업대
신에 대한 절
차의 대리 및
당해절차사상
의 감정
- 공업소유권,
회로배치 또는
특정부정경쟁
에 관한 특정
단체가 행하는
중재(화해포함)
절차 대리
② 소송대리·
보좌인업무
- 공업소유권
법에서 규정하
는 심결 등 취
소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 공업소유권,
회로배치 또는
특정부정경쟁
에 관한 사항

① 세무의 대리
- 세법에 따라
세무관공서에
제출하는 확정
신고, 청색신고
의
승인신청,
세무서의 경정
결정 등에 불복
하는 경우 그
신청, 또는 세
무조사의 입회
기타의 대행업
무
② 세무서류의
작성
- 확정신고서,
청색신고서 승
인신청서, 불복
신청서 등, 세
무관공서에 제
출하는 서류의
작성
③ 세무의 상담
- 소득금액과
세액의 계산 등
세법상의 처리
에 대한 상담과
증여,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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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
여 필요한 법
령, 일반교양

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
류의 작성대
행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
류,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실
지조사에 기
초한 도면류
를 포함)의 작
성 대행

사회보험
노무사
http://www.sh
akaihokenrou
mushi.jp/

토지가옥
조사사
http://www.ch
osashi.or.jp/

32529명
(280법인)

17687명
(117법인)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
법, 노동자재해
보상보험법· 고
용보험법, 노동
보험의 보험료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건
강보험법· 후생
연금보험법· 국
민연금법, 노동
관리 기타 노
동 및 사회보
험에 관한 일
반상식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사항, 토
지 가옥조사사
에 관한 사항,
토지, 건물, 평
면측량, 작도

① 대리·대행
-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
상보험법, 고용
보험법, 건강보
험법, 후생연금
보험법, 국민연
금법, 개호보험
법 등의 신청
서 등의 제출
휴업보상,
출산육아일시
금, 출산수당
금, 상병수당금
등의 청구
② 서류작성
- 노동자명부,
임금대장, 취업
규칙, 연금·퇴
직금규정 등
③ 상담지도
- 임금, 퇴직
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연
금, 채용, 인
사, 상여, 해
고, 정년, 교육
훈련, 능력개

① 부동산 표
시등기에 필요
한 토지·가옥
에 관한 조사,
측량, 신청절차
또는 심사청구
등의 절차업무
- (토지) 표시
등기, 분필등
기, 지목변경등
기, 토지표시말
소등기, 지도정
정신청
- (건물) 표시
등기, 표시, 변
경등기, 멸실등
기, 구분건물표
시등기, 합체등
기

- 임원의 취
임, 퇴임, 재임
- 자본금의 증
액, 본지점의
이전·개설
- 상호, 사업
내용 변경
- 합병과 영업
양도
- 회사의 해
산, 청산
③ 성년후견
- 고령자의 재
산관리
- 임의후견
- 성년후견인
선임신청
④ 변제공탁,
보증공탁 등의
공탁절차
⑤ 국적에 관
한 신청절차사
류작성 등 기
타업무

단 체
의 주
장 과
과제

다음
직무를
사법서사에게
도
인정하는
것으로 사법서
사의
직책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주장
1. 법률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2. 간이재판소
에서의 민사소
송· 화해사건의
대리
3. 가사심판사
건· 가사조정사
건의 대리
4. 민사집행사
건의 대리
위의 개혁의 실
시에 있어서 시
험제도의 개선,
사법서사 양성
과정의
정비,
자치기능의 강
화 등의 제도적
절차가 필요

에 대한 재판
소에서의 보좌
인 역할
③ 국제업무
- 국제지적재
산권에
관한
상담 및 국제
특허출원등에
요하는 서류의
작성
④ 상담업무
- 공업소유권,
회로배치, 저작
권 또는 기술
상의
비밀에
관한 계약 체
결의 대리, 매
개 또는 상담

의 세금에 관한
상담
④ 부수업무
- 세무업무에
부수하는 회계
장부 등의 작
성,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
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
한 업무, 사회
보험 · 재무분석
과 경영명의 컨
설팅 업무

변리사를 적절한
능력담보조치의
실행을 조건으로
지적재산권소송의
소송대리인에 포
함시키도록 요구
지적재산권분
쟁 ADR에 변
리사를 유효활
용하는 환경을
정비해야만 함
소송대리를 하
기 위한 능력
담보에 대해서
는 시험연수제
도를 도입하자
고 주장. 연수
는 변리사 등
록으로부터 일
정기간의 경험
자 중 희망자
가 받을 수 있
고, 연수수강자
에게는 시험을
치러 합격자에
게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의
대리권을
부여하자고 함

세무서송에 있
어서 세리사가
보좌인으로서
의뢰자에 대신
하여 진술을 하
고,
의로자를
안심시킴으로
써, 적정한 납
세의무를 실현
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소
의 허가를 요하
지 않고 보좌인
으로서 소송대
리나 당사자의
기대에 따라 언
제라도 법정에
출정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루어져야 한다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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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안전위생관
리등

행정절차법,
행정부 불복
심사법, 행정
사건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등에 관한 절
차의 일부소
송대리, 청문
대리, 진술대
리, 불복신청
요구

현재의 업무의
연장선상의 소
송대리( 간이재
판소)와 출정
진술권( 지방재
판소 이상) 및
재판외의 대리,
중재, 화해 등
의 법률사무의
실시 요구
이러한 간이신
속한
실시에
의해
권리의
실현
기회에
보호받지 못했
던 중소기업노
사에 대한 지
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한다
고함

토지경계분쟁
에
있어서의
ADR을 법무국
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행
정형 ADR로
하는 것이 아
니라, 토지가옥
조사사가 국가
의 불비한 공
시제도에 고통
받는
국민의
측에 서서 직
책을 담당해야
만 함, 토지가
옥조사사를 선
발하여 토지관
계분쟁에 있어
서 국민이 이
용하기
쉬운
사법제도로 되
어야
한다고
함

IV. 우리의 방향
프랑스 등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의 상당부분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 예 법률상담사 등 그러나 기업법률가나 변리사 등에
게 넓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음 시
대의 흐름은 변호사를 더 이상 공공적 측면 보다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함 시장 개방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전자의 공
공적 측면을 중시하여 변호사에게 일종의 독립된 사법기관
의 지위를 부여하던 독일이 법률시장이 잠식되어

대 로펌 가운데

순수 독일 로펌은 개만 남아 있는 현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우리나라식 통합의 방안으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원칙에 부합하는 통합방
식을 제안하여 볼 수 있겠음 변호사 자격 법의 한 조문을 아래 제시함

제 00조(법률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변호사 자격 부여)
① 법률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률직역 종사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
는다.
② 제1항의 법률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무사 자격증
2. 변리사 자격증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③ 제1항의 법률직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1을 의미한다.
1. 국가기관의 법률관련 업무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률실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5%
를 넘을 수 없다.

9)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2007. 7. 20, 로스쿨 비대위, 1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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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Ⅱ■

변호사의 직역학대 및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토론자：조 민 행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이사)

변호사의 직역확대 및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대한변협 이사,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행

1. 들어가는 말

가. 제 2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의 주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Ｏ 성공적 정착의 당위성 : 사회적 합의와 매몰비용의 문제

나.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2012년
Ｏ 현재 개업변호사 10,311명, 청년변호사 4,070명(* 2010.9.17.기준)
Ｏ 2012년 전국 25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2,500여명의 변
호사 배출예정,
2017년에는 변호사 2만명시대 도래하여 100년간 배출된 변호사 수
가 앞으로 5년안에 두배로 늘어난다.

다. 완전한 법조일원화가 시작되는 2023년.
Ｏ 2010. 3. 26.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결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사법제도 개선안
Ｏ 2023년 로스쿨 첫 졸업생이 법조경력 10년이 되는 202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중에서
법관 선발하여 완전한 법조일원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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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업계의 현황
Ｏ 월 평균 수임건수(본안 기준) 2009. 1.61건, 2010. 7. 1.19건
(* 법률신문 9.2. 기사)

Ｏ 고용변호사 초임

3. 변호사의 직역확대
가. 변호사 직역확대를 보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한다거나 일거리 확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변호사라는 국가의 엘리트를 사회 여러 분야에 어떻
게 최적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변호사 수급 문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임.
나. 사내변호사(준법감시인)
1700여개의 상장법인. 은행 증권사 금융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에는 필요적 변호사 고용제 도입 필요
다. 공공기관
Ｏ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행정부 5급 사무관을

선발하는 행정고시라는 임용시험 자체를 폐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5급 공채시험으로 바꾸
어 기존 방식대로 선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
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새롭게 도입. 2011년에 선발
정원의 30%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는 선발 정원의 50%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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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에

Ｏ 법무담당관

라. 국제기구, 외국 로펌, NGO 등

5. 법조인접직역의 통합

가.
Ｏ 주제발표 자료의 중요성

Ｏ 통합의 어려움
통합과정은 정치적 과정, 정치는 통합의 기술

나. 대한변협의 입장 (2010. 8.30.)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판결문의 전면공개, 대법원 개편, 법조일원화 등 혁신
적인 사법개혁안을 일관되게 주창해 왔으며 그 결과 판결문 전면공개와 법조일
원화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장이 국민들의 사
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자격사 단체가 해당 자격사의 소
송대리권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일부 행정부처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고 이들
단체의 소송대리권 확보활동을 배후 지원하는 등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침범하기
위한 민관유착이 시도되고 있는 등 아직도 사법선진화에 역행하는 모습이 사회
도처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오늘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여한 우리 변호사들은 선진국가
의 사법개혁과 사법정보공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국
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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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진전된 사법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와 사법부, 국회는, 판결문의 전면공개 원칙이 실현되어 법원의 내부에서 잠
자고 있는 각종 사법정보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정보센터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
2. 정부와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심제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대폭 증원이 불가결한 요소임을 직시하고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전문부로 개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2012년 초부터 전국 25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에서 2,500명의
법조인이 일거에 배출되어 심각한 취업난이 생기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4. 정부와 국회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유사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요구
가 로스쿨 도입을 필두로 한 사법제도 선진화의 틀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직시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하라.

5. 행정부의 일부 부처는 공무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망각한 채 법률유사자격사
단체의 소송대리권 확보활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6.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전국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직선제 관련 내용 이외의 사항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
을 새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다. 국회는 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다. 개인적 견해

5. 결어
가. 직역확대와 통합의 최종 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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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작용

Ｏ 법학계나 변협의 요구가 황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가 되지 않
기 위한 방법

Ｏ 법조계와 법학계가 통합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Ｏ 예비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학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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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절 서 론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법률서비스산업은 세무 회계 경영 컨설팅 엔지
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연구개발 등과 함께 가치연쇄상에서 중간투입물로 활
용되어 기업의 품질 향상과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질서를 확
립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조전문인력의 선발 및 교육뿐만 아니
라 관련 자격사의 적정규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체계 유사 직역 간의 업무영역
재조정 혹은 통합 문제 등 법률서비스시장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등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상과정에서 법률서비스

에 대한 시장개방 일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법률서비
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법률 직역 전문자격사제도와 관련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 규제들
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 직역에는 여러 가지
자격사들이 포괄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가장 대표
적인 영역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 절 자격의 정의 및 면허범위의 적정성
소송대리나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는 광의의 법조전문인
력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오늘날의 주요 법

조전문직역들을 규정한 자격법과 면허제도는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형
성되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식민지기에 존재하던 법과 제도를 참

조하여 자격사들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오늘날 개별 직역들의 자격 정의
와 면허범위는 이때 만들어진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 자격사들 중 일부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업무영역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나 일본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1) 세무사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상 회계 세무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
로 한다.
2) 조윤선(2002), pp.79 80; 김건우(2008), pp.247 249 등 참조.
3) 대한변호사협회(2002), pp.3 77; 대한법무사협회(1997), pp.147 2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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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해당 직역에 비해 배타적 업무영역이 상
대적으로 넓게 지정되어 있고 변리사는 업무영역 등에 있어 영미계 국가들과 큰 차
이가 있으며 법무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직역
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직역의 현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 및 규
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가 변호사
변호사는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법률 관련 사무 일반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한 자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자들에게 소송대리 공증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대
해 영업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는 변리사와 세
무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나 세무사에게 부여된 배타적 업무영역 즉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나 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변리사
법 제조

세무사법 제 조 및 제 조

근대적인 변호사제도는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지만 오늘
날과 같은 변호사제도는 해방 이후

년 변호사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립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변호사법 및 관련 법령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위에서
서술한 변호사의 자격과 면허범위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인 직역으로 변호사를 설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
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대리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들에 비해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증업무나 법률자문업무의 경우에는 사법제도의 발전형태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소송대리업무 이외에는
변호사에게 업무영역상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이

도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을 받은 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증인

의 자격을 변호사

이외의 자연인에게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또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 모두
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이나 미국 등에

4) 법무부(2001), 제4편, 특히 p.201, pp.206～215.
5) 법무부(2001), 제2편, 특히 pp.106～107. 배리스터(barrister)나 솔리시터(solicitor)의 경우도 자동적으
로 공증인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6) 법무부(2001) 제1편, 특히 pp.28～29. 단, 미국에서의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작성자
혹은 서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포괄적인 공증업무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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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변호사가 특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
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배타적 영역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여
부는 역사적 전통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넓은 영역에
대해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할 경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인력의 공
급이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인력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나 법무사
법무사법 은 법무사의 직무범위를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 그리고 해당
기관에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 조

따라서 법무

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과 신청 그리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 정부가 변호사와는
독립적인 자격을 설정하고 면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독특한 제도를 갖게 된 것은 식민지

기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대서인제도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년에 사법서사법 을 공표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사법서사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경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
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

사법서사법 법률 제

호 제 조 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다소 서술방식은 바뀌었지만 현재의 법무사 자격과 동일하
7) 일본 ｢변호사법｣(제3조).
8) 독일의 경우는 법무부(2001), p.156. 미국의 경우는 본 절의 ‘다. 변리사’ 참조.
9) ｢법무사법｣ 제2조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
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10) 현재 법무사협회는 법무사를 judicial agent로 표기하고 있는데, 영미 국가에서 이러한 명칭을 가진 직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대한법무사협회(1997), p.173은 1897년에 제정된 ｢대서소세칙｣을 사법서사제도의 기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서소세칙｣이 대서업무를 하는 자격사에 대한 정의나 면허범위를 설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격사법 제정과 시행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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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 사법서사라는 명칭을 대신해서 법무사라는 명칭이 도입되었으며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격사법은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법률 관련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에 대
한 대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사들이 등기나 경매와 같은 비
송사건

에 집중되어 있다는 면에서 소송사건

을 다루는 변호사들

과 업무영역이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아울러 수임업무의 가격에 따라
이들 간의 업무영역이 분할되어 온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소위 무변촌
즉 변호사사무소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법무사들이 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소송대리와 관련된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서류 작성이 법
률자문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법무사들이 소송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해서 법무사 관련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법무사가 소액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
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법무사들이 소액심판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담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무사들에게 소액심판소송대리권을 부여
하자는 주장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소액심판에 대한 소송
대리권 부여는 단순히 소액심판에 대한 절차법을 고치거나 법무사법 에 소액심판대
리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의 삽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무사법 에 규정된
법무사 자격의 재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즉 변호사와는 별도로 법률서류의
작성 신청 및 제출의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러한 목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전문자격사에게 법령의 정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법령상의 자격 정의
와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
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무사들이 실제로 소액심판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현재처럼 법무사가 소액심판사건 대리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법원이 소액심판제도 자체를 원래 취지와는 어긋
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구분해서

정부가 일반 민사소송과

년에 소액심판제도라는 특례절차를 만든 원래 의도는 소액의 간이한

소송에 대해 구술에 의한 소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덜어주
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여 년 동안 소액심판제도를 원래의 취지와는

12) 반대로 2000년대 들어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나자, 흔히 법무사들의 고유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등
기나 경매 등에 변호사들이 뛰어드는 점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 구분이 가격 수준의 차이에 가깝다는
사실과 맥이 닿아 있다.
13) 이하의 내용은 김두얼(2007a, b)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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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게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소액사건의 소송가액상한 인상이다 법원은

년 이래로

을 두 배씩 인상시킴으로써 현재는 소송가액상한이

년마다 소송가액상한
만원에 이르렀으며 그림

그로 인해 소액심판의 대상사건이 전체 민사사건의

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액심판의 대상사건이 증가함으로써 소액심판에서 구술에 의한 소제기는 사
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림

오히려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판사들의 업

무부담 때문에 소액심판은 거의 대부분 서면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법무사들이 소액심판사건에 깊이 간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심
판제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공급하는 제도
를 만들자는 것은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려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림 4-1] 소액심판사건 상한액의 변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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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한액은 1973년 20만원, 1997년 2,000만원.
자료: 김두얼(2007b).

14)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소액심판사건들 중 상당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사실이
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접수된 1심 소액심판사건은 약 88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2%가 1만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추심기관들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심판사건의 숫자를 근거로 소
액심판 관련 시장의 규모를 평가하거나 서민들의 소송대리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두얼(2007a, b) 참조.

52

[그림 4-2] 소액심판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소제기 사건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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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법연감 은 구술에 의한 소제기 사건의 비율을 1995년까지만 제시하고 있음.
자료: 김두얼(2007b).

결국 소액심판제도를 정상화하는 근본대책은 소액심판제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심판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상한을 대폭 낮추고 판사인력을 늘리는 것이
다 이처럼 법의 취지에 충실한 방향으로 소액심판제도가 정상화된다면 소액심판사건
가운데 실제로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법무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가 가져올 실질적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액심
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문제는 소액심판제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지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직역 조정이나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오히
려 제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 변리사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로
규정하고 있다 제 조 따라서 변리사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국가가 인증한 자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아울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대리와 감정을 수행할 배타적 권한이 있으
며 변리사법 제 조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있다 변리사법
제조
변리사제도는 특허 혹은 산업재산권제도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까지도 발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리사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제국기에 와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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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문에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장려국이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년

통감부가 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을 공포하면서 일본의 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이
그대로 시행되는 형태로 변리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건국 이후

년에 상표법

년에 특허법

업재산권 관련 법령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산

년에 변리사법 법률 제

호이

공표 시행되었다 이 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
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제 조 라고 변리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조 고 명시하였
다 이와 같은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의와 면허범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의 자격 정의 및 면허범위와 관련해서는 면허범위의 적정성 과 소송대리권
부여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발명특허업무와 상표 및 디자인 업무
우리나라 변리사의 업무는 이공계적 지식이 필수적인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와 이
공계적 지식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상표 및 디자인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
데 최근의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사
실상

에 육박한다 그림

이와 같은 이공계 편중현상은 시험과목 가운데 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과학개론과 같이
자연과학이나 공학 관련 기초지식을 묻는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된 것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였는데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년
호 별

표 최종합격자의 전공추이를 보면 이 조치가 이공계 전공자 비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자연과학이나 공학적 기초지식이 필수적이라
면 현재와 같은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를 보면
이공계적 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업무가
그림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 신청을 담당하는 대리인에게 이공계적 지식이 필수적이

라고 상정한 현재의 자격사체제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자격사시험체제가 최소자격자
선발이라는 기준을 위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행 변리사 자격은 이공계 영역
에 대해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거나 혹은 비이공계적 소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을 위험이 있다

15) 대한변리사회(2007),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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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변리사시험 합격자 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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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특허청연보 , 각년도; 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육십년사 , 2007.

[그림 4-4] 산업재산권 출원 수와 구성
(건)

(%)
80

1,000,000

70
60

100,000

50
10,000

상표 × 디자인 관련
출연비율(%)
출원건수(건)

40
30
20

1,000

10
0

100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01 04 07

자료: 특허청, 특허청연보 , 각년도.

자격자 선발에서의 이공계 편향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의 변리사제도 운영과 비교
해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에서는 변리사

란 산업재산권 가운데 발

명특허 관련 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이공계적 지식을 요
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변리사 자격은 상표에 관한 업무 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발명 관련 영역에 국한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대리하는 자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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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변리사

와 상표변리사

로 분리되어 있

다 이러한 미국이나 영국의 변리사제도 및 선발방식들은 모두 특허와 상표 관련 업
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영역이 본질적으로 상이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변리사제도는 이 점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사시험이 자격사의 업무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약하자면 변리사 업무 중 이공계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적지 않은 비중
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모든 변리사들에게 이공계 지식 보유 여부를 시험
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영국 등의 변리사제
도가 특허와 상표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의 정의와 시
험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최근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변리사법 제 조는 변리사가 특허소송 대

리권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은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리 혹은 적어도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소송
을 대리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특허
침해소송이 본질적으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험이 많고 실무능력이 높
은 변호사가 충분히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논란은 일본에서

특히 이러

년에 변리사와 변호사 간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동대리권

을 인정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특허침
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한
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할 만큼 변호업무 수행 능력과 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얼마나 되는가이다
등록 변리사는
다표

명인데 이 중 변호사는

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

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에 육박한

과연 이 변호사들이 변리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전문지식을 보유

16) 미국 특허청(USPTO)은 상표 변리와 관련된 별도의 자격제도를
(http://en.wikipedia.org/wiki/Trademark_attorney).
17) 국회(2009), pp.4～13; 구대환(2008); 신운환(2005); 이원탁(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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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지 즉 명실상부한 특허전문변호사 라고 불릴 만한지 여부가 변리사 소송대
리권 부여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만일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 대
부분이 단지 변리사 등록을 통해 자격만 획득할 뿐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
하지 못하다면 변리사에 대한 공동대리권 부여는 타당하다 반대로 이 변호사들이 특
허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즉 변리사로서도 손색없는 전문지식
보유자라면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
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통계는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전자가 현실에 가까움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에 대한 공동대리권 부여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 우리나라 변리사 취득방식별 인원구성 및 개업 현황(2008. 12. 31)
등록(명)

비율(%)

개업(명)

비율(%)

1,708

37.5

1,535

43.2

특허청

608

13.4

460

12.9

변호사

2,238

49.1

1,560

43.9

합 계

4,554

100.0

3,555

100.0

변리사시험

자료: 특허청 제공.

두 번째는 외국의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와 특허업무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획득한 자격자가
수행하거나 이런 여건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전자에 가깝다 즉 미국에서 특허변호
사

란 변호사 자격과 함께 특허변리사

자격을 취득하

고 특허 관련 업무에 전문화한 변호사를 지칭하며 특허 관련 소송은 이들이 담당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후자에 가깝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 변리사법 제
조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특허 관

련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부여된다 일본 변리사법 제 조 이 같은 일본의
제도는 종종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의 자동 부여가 타당하
다는 근거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일본 변호사들의 특허 관련 업무 관여 양
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이 발
18) 특허변리사(Patent Agent) 자격은 특허변리사시험(patent bar) 합격자 혹은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어진다. 특허변리사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 및 항고심판 등을 대리할 수
있으나,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나 상표에 관한 업무는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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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년 월

년 기준으로 변리사 등록인원은

일 현재 일본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 수는 총

취득방식별로 구분해 보면

년의 경우 약

합격자이고 특허청 근무자 출신은

명이다

에 해당하는

에 해당하는

명이며
이들을 자격

명이 변리사시험

명이다 이에 비해 변리사회

에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에 등록한 변
호사 수는 전체 변리사 자격자의
를 보이고 있다 표

이들

에 불과한

명뿐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

명이 특허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어떤 역할들을 담

당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
이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다고 상정하면
호사 숫자는

년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

명이라는 변리사 자격 변
수

명과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숫자이다

<표 4-2> 일본의 변리사 자격 취득방식별 인원구성(2009. 9. 30)
취득방식

자격자 수(명)

비율(%)

7,153

87.2

특허청 유자격자

653

8.0

변호사

380

4.6

기 타

16

0.2

합 계

8,202

100.0

변리사시험

자료: 일본변리사회 웹사이트.

결국 이러한 비교는 일본의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의 전문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
사인력이 풍부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이것이 앞서 언급한

년 공동대리권제도 도

입의 기반이었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모두 갖춘 특허전문변호사 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동대리권 부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변리사에 대한 공동대리권 부여가 기술사
안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 부족으로 심리가 지연되거나 법률이 부적절하게 적용될 가
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의 제도 운영 및

19)
일본
특허청(2009),
p.166
및
일본변리사회의
웹사이트( http://www.jpaa.or.jp/about_u
/information/pdf/kaiinbunpu.pdf). 한편, 일본은 변리사 등록과 관련해서 법정단체인 일본변리사회가 등록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일본 변리사법 제17조).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특허청 등록 대리인 수
와 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수 간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 USPTO 웹사이트. 상세한 내용은 <표 4-10> 및 주 참조.

58

실태에 대한 검토로부터 유추된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의 공동대리제도 도입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제 절 자격 관련 규제 개괄 및 국제비교
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규제 정도
를 지수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자격사제도 관련 규제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참

조 비록 이 비교는 변호사 직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격사 관련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진입규제
는 다시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 최소교육연한 등 정성적 진입제한 자격증 소지인원
을 제한하는 정량적 진입제한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영업규제에는 기업유형규제
가격규제 광고규제 동업형태규제 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가 변호사에게 부여한 배타적 업무영역은
개로서 일본과 함께 비교대상국 중 캐나다

개 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최소교

육연한요건의 경우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교육연한이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년 법 개정에 따라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시험법 제 조 학력제한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학부 졸업자 이상으
로 최소교육요건은 강화될 예정이다
정량적 진입장벽의 경우 자격증 시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비교대상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소점수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발
인원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통제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발인원 수준을 시장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질적 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21) 여타 전문자격사 직역과 공유하는 배타적 업무영역도 포함한다. 가령, 변호사와 회계사는 모두 조세에 대한
자문(tax advice)을 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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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법률서비스 규제 국제비교(2008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9

11

7

8

7

10

10

0

1

최소
교육
연한

4

7

10

4

5

0

0

0

7

연수
기간

1

1

2

2

2

0

2

1

0

자격
시험
존재

O

O

O

O

O

O

기업유형 규제

O

O

O

배타적 독점권의
수

교육
연수
요건

최고
최소
가격
가격
(모든
(일부
서비스) 서비스)

가격 및 요율 규제

광고 혹은 마케팅
규제
직역 간
동업규제

O

O

O

O

O

유사
유사
유사
전반적
직역 간 직역 간 직역 간
허용
허용
허용
허용

O

O

O

O

O

전면
허용

전반적
허용

전반적
금지

전면
허용

전밤적
금지

자료: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

정량적 진입장벽의 경우 자격증 시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비교대상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소점수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발
인원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통제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발인원 수준을 시장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질적 강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설립형태에 대한 규제의 경우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조합
혹은 일정한 형태의 법인만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법무전
문가의 책임

에 한도를 허용하지 않는 무한책임 형태만을 허용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합명회사에 상응하는 법무법인만을 허용하는
등 최근까지는 유사한 규제를 채택해 왔으나
법인 유한 과

년 이후 유한회사에 상응하는 법무

에 상응하는 법무조합 형태를 허용함으로

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규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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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율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광고
에 대한 규제는 비교대상국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역 간 협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 전문
자격사 간의 동업

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

정책을 이유로 이러한 업무제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제휴

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영업규제보다는 진입규제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

규제지수 그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시장에의 진입장벽 수준이

으로서 비교대상국들 중 중위권이나 이는 사전

적 양적 규제라는 정량적 진입제한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영업
규제 측면에서는 직역 간의 동업규제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법률 직역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중 동업 관련 규제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집행하는 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4-5] 법률시장 진입 및 영업 규제 국제비교(2008년 기준)
8
영업규제

7
2.6

진입규제

6
3.5
5
4

1.9

1.6
1.8
1.7

1.3

0.7

3
5.2
2

3.9

4.1

3.1

3.8
2.9

3.3

3.1

1
0.7
0.0

0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자료: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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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영국

미국

제 절 진입규제
자격사 선발방식 및 응시요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와 같은 법조 직역 전문자격을 획득하려
면 정부가 시행하는 해당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실무수습을 완료해야 한다 표
조 시험은 대개 필기시험인 차

참

차 시험과 면접형태인 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런데 자격사별로 시험 응시자격 실무수습 주체 및 기간 등 제도의 운영방식에
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변호사의 경우 다른 직역들과는 달리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수준의
대학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지되다가

년 사법시험령 이 개정되면서 약

에 다시 도입되었다 사법시험법 제 조

년부터

년까지 유

년간 철폐되었는데 그 후

년

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변호사시험법 제 조 현
재 변호사 실무수습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을 통해 실시되는데 이 제도의 문
제점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표 4-4> 현행 법률자격사 선발제도
변호사
시 험
명칭
시행기관
실시방식

변리사

법무사

사법시험
법무부
1차-2차-3차

변리사시험
특허청
1차-2차

법무사시험
대법원
1차-2차-3차

응시자격 제한

법학 관련 과목 이수

없음

없음

관련업무종사자 우대

없음

1차 혹은 2차시험 일부면
제

선발인원결정
방식

선발예정인원 사전 결
정
(현행 1,000명)

최소합격자 공표
(현행 200명)

1차 혹은 2차시험 일부
면제
선발예정인원
사전 결정
(현행 120명)

시행기관

사법연수원 및 각급 기
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및 변리사사무소

대한법무사협회 및 법
무사사무소

기 간

2년

1년

12주

실무수습

22)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입
증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23)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는 사법연수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무수습을 어떤 방식으로 시
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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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당 자격사 관련 법령 등.

법무사 선발방식을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한 것은

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이

다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법원 등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표

년에 제정된 사법서사법 법률 제

호 에서는 사법서사가 되고자 하

는 자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하였는데 제 조 제 조 제 조 이때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인가기준 등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개 법원종사자들이 자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5> 법무사 자격 획득 기준의 변화
시행일

자격요건

1954. 4. 3

- 선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1963. 5. 1.

- 5년 이상 법원서기 및 검찰서기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
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1973. 2. 24

-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1986. 10. 1

-

15년 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1990. 3. 1

직에 있던 자
-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1997. 1. 1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2003. 9. 13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주: 1990년에 사법서사법 이 법무사법 으로 바뀜.
자료: 사법서사법 , 법무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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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년 사법서사법 을 개정하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 혹은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자격조건이 명시되었고 사법서사법 법률 제
호 제조
법률

호

년에는 사법서사고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사법서사법
하지만 실제로 사법서사 혹은 법무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년에 와서였으며

년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도 법원 및 검

찰청 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가 법무사 자격 취득의 주된 통로였다

년 법무

사 자격부여에 대한 규정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사법 법률 제

법무

호 제 조 고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법무사시험 합격자로 선발

제도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에게는 차 시험 혹은 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호사 자격을 획
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변리사법 제 조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 외의 선발통로를 변리사시험 합격자로 단일화한 것은
개정을 통해서이다 표

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년법

년까지는 변리사시

험 합격자와 아울러 특허 관련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었다

년 법 개정 이후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는

없어지고 특허청 근무경력자에게는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
고 있다 제 조의

단 이러한 개정과 아울러 적용범위가 과거 급 이상이던 것이

급 이상까지로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특허청 공무원 전체가 차 시험 혹은 차 시험
중 일부면제 대상이 되었다

24) ｢법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
․
․
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
․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
․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5) ｢변리사법｣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
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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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특허 관련 종사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연혁
적용시작연도

내 용

직 위

특허행정사무 종사기간

1961

시험 면제

3급 이상

3년 이상

1973

시험 면제

3급 이상

5년 이상

1998

시험 면제

5급 이상

5년 이상

1차 시험 면제

7급 이상

10년 이상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중 일부면제

5급 이상

5년 이상

2000
자료: 변리사법 .

선발 관련 규제의 문제점
가 선발인원 규제
정부는 건국 이래로 법조자격사의 숫자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변호사와 변리사
의 경우

년대 말까지 매년 사법고시와 변리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한 뒤 그

인원만큼만을 선발하였다 법무사는
관리하다가

년대 중반까지 전체 법무사 총정원을 국가가

년대 들어와서야 법무사시험을 통해 일정 숫자를 주기적으로 선발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선발예정인원에 근거한 자격부여방식이 자격사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자격사제도 일반에 대해 최소자격자 선발원칙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시험난이도를 지나치게 높이
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합격자제도를 병행하였다 하지만 변호사와
법무사는 적용이 유예되어 여전히 선발예정인원만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
의 경우는 다른 자격사들과 함께 법이 개정되어
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표

의

년대 초부터 최소자격충족자 선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선

발인원이 최소합격인원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주무관청이 자격사의 인력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기
준에 따라 선발인원을 정해 왔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단 여러 가지 증거들은 해당
주무관청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우선 변호사를 살펴보면 연도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년간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년까지

년부터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26) 법무사시험에 있어서도 변호사나 변리사처럼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두고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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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년대 내내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표

년대 후반부터의 선발

인원 증가는 등록 변호사 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는

년

명이던 것이 현재에

명을 넘어섰다 그림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두얼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난

에 따르면 소송의 양적 팽창 복잡한 소송사건의
년 동안 변호사인력 증가율은 소송 관련 업무 증가율보

다도 높지 않았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소송업무는 물론 소송 외의 다양한 영
역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인력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
음을 시사한다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인당 인구수는

명이

다표

[그림 4-6] 등록 및 개업 변호사 수(1962~2007년)
10,000

(명)

9,000
8,000
7,000

등록인원

6,000
5,000
4,000

개업

3,000
2,000
1,000
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 각년도; 신도철(2007), p.42.

27)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http://www.koreanbar.or.kr/notice/02_08.asp)에 따르면, 2009년 10월 현재
협회 등록 회원 수는 개인회원 9,647명, 준회원 1,359명으로 총 11,0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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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변호사 1인당 인구
영 국
(2008)

미 국
(2008)

2)

1)

일 본
(2007)

독 일
(2008)

캐나다
(2004)

호 주
(2002)

한 국
(2007)

3)

2)

4)

변호사(명, A)

1,162,124

155,323

146,910

24,302

-

-

8,174

인 구5)
(백만명, B)

311.7

61.2

82.3

127.4

-

-

48.2

1인당 인구
(명, B/A)

268

394

560

5,238

4476)

5586)

5,891

한국 대비(%)

5

7

10

89

8

9

100

주: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2002년과 2004년 기준임.
자료: 1) American Bar Association. 2) The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3) 일본변호사연합회. 4)
한국변호사협회. 5) IMF. 6) 한국은행(2007).

이는

년의

명에 비해

수준으로 하락한 것인데

년대 중반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원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변호사 인당 인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배 이상

높으며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변호사

인당 인구에 있어 우리나라와 함께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일본보다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사 형사 심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인당 수임건수를 비교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연평균

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건으로 일본의

배에

달한다
<표 4-8>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비교(2006년 기준)
제1심
대리가능건수(천건, A)

한 국
민사

일 본

형사

총계

민사

형사

총계

2,406

213

2,619

1,097

89

1,186

대리건수(천건, B)

433

88

521

224

87

311

대리율(%, B/A)

18.0

41.3

19.9

20.4

97.8

26.2

6,997

변호사수(명, C)
1인당 수임건수(B/C)

61.8

23,177

12.6

74.4

9.7

3.8

13.4

주: 일본변호사연합회 자료에서 2005년 4월 수치와 2007년 10월 수치의 평균값.
자료: 김도현(2007).

법무사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법무사제도 수립 이후
가 법무사의 총정원을 통제하였고 그림

년대 중반까지 정부

참조 총정원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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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한 신규선발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 왔다 부표

법무사제도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기 때문에 자격사 수가 충분한지를 평
가하기 위한 국제비교 역시 일본과의 비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법무사
일인당 인구수는

년 법무사 수 기준으로 약

명인데 이는 일본보다

가

량 높은 수준으로 양국 간 변호사 인당 인구수 차이와 유사하다 표
변리사는
가해서

년대 초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이
년대 들어서는 매년

명씩 선발하고 있다 부표

회에 등록된 개업 변리사 수는
은

명 수준이던 것이 이후 크게 증

년

명이 채 못 되던 것이

그 결과 변리사
년이 채 지나지 않

년까지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그림 4-7] 등록 법무사 수

6,000

(명)

5,000
4,000
3,000

정원

현원(사법연감)

2,000
1,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각년도.

<표 4-9> 법무사 1인당 인구(2009년)
일 본

한 국

법무사(명, A)

19,653

5,935

인 구
(백만명, B)

127.4

48.2

1인당 인구
(명, B/A)

6,482

8,121

한국 대비(%)

80

100

주: 인구는 양국 모두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대한법무사협회 웹사이트 및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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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0

하지만 우리나라와 특허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변리사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표

우선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변리사 인당 인구수는 배 가량 많다 특히 미국은 발명특
허가 아닌 상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들 인원이 반
영되지 못한 점 아울러 전체 등록 변리사 가운데

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특허변호사

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의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자 및 개업 변리사 수
4,000

(명)

3,500
3,000

특허청의
변리사등록자

2,500
2,000
1,500
1,000
500

변리사회 회원 중
개업회원

0
1960

197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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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자는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포함한 값임.
자료:

영국의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자격사 인당 인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대표적인 변리사 조직인
와

소속 회원 수로

변리사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특허나 상표등록의 대리업무는 면허가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특허 혹은 상표 관련 전문인력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
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의 변리사 인당 인구는 일본보다

가량 높다

28) <표 4-10>이나 이하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변리사 수는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 가운데 변호사
를 뺀 숫자이다. 이렇게 정한 근거와 관련해서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를 다룬 제2절 다. 2)를 참조.
29)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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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변리사 1인당 인구수
미 국
(2009)
1)

한 국
(2008)

일 본
(2009)

영 국
(2009)

4)

3)

2)

변리사(명, A)

38,347

2,576

7,822

2,334

인구(백만명, B)

311.7

61.2

127.4

48.2

1인당 인구
(명, B/A)

8,128

23,258

16,287

20,651

한국 대비(%)

39

115

79

100

주: 1) 미국의 변리사 수는 2009년 현재 USPTO가 제공하는 Entire Roster of Active Patent Attorneys and Agents에 수록된
변리사 수를 집계한 것으로, Patent Agent가 9,375명, Patent Attorney가 28,972명임.
2) 영국의 변리사 수는 2009년 현재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CIPA)에 등록한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의 수가 약 1,680명이며,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ITMA) 소속 상표변리사(trade mark attorney) 수
가 896명임.
3) 일본변리사회 웹사이트. 단, 일본변리사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등록자 8,202명 가운데 380명은 변호사임. 우리
나라와의 일관성을 위해 이들을 뺀 인원을 사용하였음.
4) 우리나라의 변리사 수는 특허청 등록자 가운데 시험을 통한 자격 획득과 특허청 경력자를 합산한 것임. 이는
전체 등록자 가운데 50%가 변호사이기 때문인데 이들 변호사들이 실제 특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는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은 제외하였음. 이러한 판단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문
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 참조.
자료: USPTO, ITMA CIPA, 일본변리사회 등.

나아가

년 년간 양국의 특허청에 신청된 특허 및 상표신청 건수를 변리사 수

로 나누어볼 경우 우리나라의 변리사 인당 신청건수는
배 이상 높다 표

건으로 일본의

건보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변리사인력은 여

전히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개별 직역들을 검토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직역들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명목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선발인원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격자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년대 중반 이후 선발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조치가

단행된 결과 자격자 수는 모든 직역에서 지난

여 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표 4-11> 2008년 한국과 일본 산업재산권 신청건수 및 변리사 1인당 업무
한 국
계

일 본

372,697

553,208

허(Patents)

170,632

391,002

실용신안(Utility Models)

17,405

9,452

특

디 자 인(Designs)
상

표(Trademarks)

56,750

33,569

127,910

119,185

2,334

7,822

160

70

등록 변리사 수
변리사 1인당 출원건수
자료: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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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자격자 수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수
준이며 법률환경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본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년대 중반까지 얼마나 과도하게 정원을 통제해 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궁극적으로는 최소자격충족자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선발예정인원이나 최소합격자 수를 충분히 증
원하는 방식으로 법률 직역 자격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
변호사의 경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실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대다수 주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 없이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변
호사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법학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 및 실무수습과정의 이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실무수습과정에서는 솔리시터의 경우 수습변호사로서 기존 경
력자와의 수습계약하에 년간 수습을 거치며 배리스터도 견습주임

의

지도하에 년간 견습기간을 거친다
만일 법무부가 영국 혹은 우리나라의 다른 직역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면 수습변호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실
무수습기관을 확보해야 하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경우 시험 합
격자를 공인회계사사무소나 회계법인 등이 모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공인
회계사회 혹은 국세청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실무수습의 원래 취지와 배
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와 같이 정부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들의 교육비를 모두 부담하
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부여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봉급과 수
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다른 자격들과의 형평성도 위배한다 과
거 이와 같이 교육비를 지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판사나 검사와 같은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으로 설정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판검사 임
용시험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를 아우르는 법률전문직 자격시험 사법시험법
제 조 이며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이 판검사 양성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 법원조직
법 제 조의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화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사법시험 합격자들 혹은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판사나 검사로 임용된다면 위와 같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제도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
나

년대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과반수 이상이 변호사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 운영방식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법연수원제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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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동업규제
자격사의 동업은 어떤 자격사가 동일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동업을 하는 동일 자
격사 간 동업 전문자격사가 아닌 사람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격사와 동업을
하는 자격사 비자격사 동업 그리고 변호사 등의 법률자격사가 회계사와 같은 다른
자격사와 동업을 하는 이종 자격사 간 동업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동일자격사 간 동업
년 변호사법 개정 이전까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가 동일 자격사끼리 법인

설립을 통해 동업을 하는 방식은 각각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합동법인으로 단일
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표

이 세 형태는 모두 상법 상의 합명회사에 해당한

다고 규정되었는데 일반 합명회사보다 추가적인 제한이 다음과 같이 부가되었다 첫
째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 이상의 자격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구성원
가운데 명 이상은 해당 자격 취득 후

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

년 상법 상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유한 과

민법 상의 조합에 상응하는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동업형태를 확대하였다
변호사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일반 유한회사나 조합에 추가해서 최소요구인원 요구경력 자본금요구 등
이 부과되어 있다
이처럼 동일 자격사 간 동업은 특정 형태만 허용되어 있으며 각 형태가 준용하는
합명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에 대해서도 상법 과 민법 상에 규정된 것보다 추가적
인 규제들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아래 열거한 것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30) 동일 자격사 간 동업은 앞서 <표 4-3>의 기업유형규제에 해당한다.
31)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82년에 도입되었다(｢변호사법｣(법률 제3594호)).
32) 특허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부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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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법조자격사 동업형태와 자격요건
변호사

인 원
경력제한
자본금
상법 상의
준용규정
자격사법상의
해당 조항

변리사

법무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특허법인

법무사합동법인

5인 이상

7인 이상

7인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 10년 이상 경력자 10년 이상 경력자
2인
2인
1인

규정 없음

10년 이상 법무사 경
력자 혹은 법에 정한
사법기관 종사자 2인1)

규정 없음

5억 이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합명회사

유한회사

조 합

합명회사

합명회사

변호사법
제40 58조

변호사법
제58조의2 17

변호사법
제58조의18 31

변리사법
제6조의3 10

법무사법
제33 47조

주: 1)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을 지칭.
자료: 해당 자격사법.

첫째 상법 이 규정하는 회사형태 가운데 합자회사 주식회사 형태가 별다른 근거
없이 배제되어 있으며 변리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유한회사 형태 역시 배제되어 있
다 회사 관련 조항은 현재와 같이 가능한 형태들을 특정하기보다는 꼭 배제되어야
할 형태들을 열거하는 방식 즉 원칙불허 예외허용방식
허용 예외불허방식

이 아닌 원칙

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최소요구 구성원수를 일반적인 합명회사 유한회사 조합보다 많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아울러 법무법인 유한 에 적용된 최소자본금 요구액 역시 의뢰인에 대한 손
해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구성원 경력에 대한 제한은 문제점을 지닌다 이 규정은 전문자격사로서의
근무연한과 그 사람의 직업적 능력 혹은 도덕성이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사실인가라는 점도 문제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조항은 법무
33) 회사형태 자유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히 할 점은 주식회사의 허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 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회사형태로서 주식회사를 허용하는 것과 누가 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현행 ｢변호사법｣처럼 법률 관련 회사의 소유를 변호사들에게만 제한하게
되면 주식회사와 현재의 법무법인(유한)은 몇 명의 사원을 허용하는가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
한 형태이다. 아울러 회사소유자격 제한하에서는 당연히 일반인들의 주식소유를 전제로 하는 주식시장 상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법률기업(law firm)의 회사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미국의 경우가 여기에 해
당되는데, 미국에서는 법률기업들이 대개 변호사들 간의 조합(partnership)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주식회사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률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률기업 역시 변호사들만이 지분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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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에서 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등에 있어

년 이상

경력자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재 법률 직역 기업들의 소유구조에 부과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은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자
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고
소유구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여 보다 자유로운 영업을 통해 질 좋은 서비
스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나 자격사 비자격사 동업
우리나라의 법률 직역에서는 자격사 아닌 자가 자격사를 고용하여 사무소를 개
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 조 제 항 변호사는 변호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 조 제 항 법무사와 변리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법률 관련 기업에 대한 비자격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왔
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워싱턴
분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일반인의 법률회사 지
이러한 규제들은 근본적으로 비자격사가 영업이

익을 목적으로 자격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
함이었다 그 외에도 대형 법률회사로의 시장집중 의뢰인 신뢰의 위반 무허가 법률
사무 취급 가능성 확대 등도 비자격사의 투자 허용을 금지하는 기본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일반인 투자 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
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년 월 호주의 법률회사인

최초로 증시에 상장되었다 영국에서는

은 세계

년 법률서비스법

개

정을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회사 지분소유와 경영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는 지분소유를 완전하게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채택하
지 않더라도 일반인 주주의 사적이익이 전문가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34) 정봉진(2008), p.226.
35) 정봉진(2008), pp.241～244.
36)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체영업조직(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s)이라는 새로운 기업형태가 도입되
었는데, 이를 통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양자가 증권 발행, 회사에 의한 법률회사 설립 혹은 인수 등으로 법률
회사를 소유하거나 비변호사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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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례와 같이 비변호사가

이상의 지분보유 등 경영상의 중대한 이해관계

를 갖게 되는 경우 소유적격성 테스트 를 포함한 특별한 허가요건을 부가할 수도 있
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가 이상과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유인이
있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에 의하면 변호사가 법률회사에 소속되는

근본동기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명성을 확보 유지
하는 장치

로서 법률회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률회사

의 존재이유가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의 명성을 유지하는 장치로서 역
할하는 것이라면 법률회사가 일반인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더라도 변호사들의 명성을
훼손할 수준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은 앞서 언
급한

의 경우 증시 상장 이후에도

의 다수 지분을 동 기업 내 변

호사들이 소유함으로써 비자격사의 지배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 판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등은 전문
자격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해당 법률회사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달
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 일반인의 의료법인 투자를 허용한 미국의 사
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객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자격사의 행위는 윤리규정 및 손해
배상책임의 결합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 정봉진

이 제기

하는 바와 같이 현재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보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률회사는 거의 없
다는 점도 기업 스스로의 통제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비자
격사의 지분소유 허용은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인의 지
분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기의 문제
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
다 우리나라도 향후 법률시장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자격사와 비자격사 간
의 동업 허용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종 자격사 간 동업
법률회사 영업규제와 관련한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은 법률가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즉 이종 자격사 간 혹은 복수 전문직 간 동업
37) 정봉진(2008), pp.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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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의 허용 문제이다 사회가 복잡 다양

화되면서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업무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조 직역이 확대되고 법률사
무소의 대형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법률뿐 아니라 조세와 회계 경영전략까지 일괄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종합자문서
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는 개인적 파트너로서나 전문법인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가령 세무 회계 등 여타 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또는 다른 서비
스에 연계된 서비스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수임료도 해당 전문자격사끼리
만 분배하지 않고 비법률가를 포함한 모든

의 구성원들과 분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조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와 동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자격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법
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제 조 제 항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변호사윤리규칙 제 조 아주 엄격하게 자격사 간 동
업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변리사는 변리사만이 특허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변리사법 제 조의 에 규정된 비변리

사와의 제휴 금지 규정 등은 변리사가 비자격자와 조합

형태로 동업을 하

고 이익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
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변리사법 제
조제항
법무사의 경우에는

년 월 법무사규칙 개정을 통해 법무사는 법무사 외의

사람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법무사는 법무
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속지
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
조제항

하지만이상의 개정은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와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동업계약 중 극히 일부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
다 즉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사건을 유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사법 제 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회에 해당 법무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조 이 규정은 법무사가 비자격자와 조합

형태로 동업

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아래에 서술하는
38) 이 조항은 법무사가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무사규칙｣ 제23
조 제2항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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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비자격자가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합동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자격자의

법률 관련 기업 지분소유 금지에서와 같이 법률가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 간의 제휴를
허용할 경우 법률가 의뢰인 간 특권

및 법률가의 전문직 독

립성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에게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
해 줄 것이 요구되는 반면 회계사들에게는 회계감사의 결과 등을 숨김없이 보고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직종 간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자칫 법률가 자격이 없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허가되지 않
는 법률업무의 제공이나 법무전문직에 대한 윤리기준의 위반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다 큰 공공정책상의 우려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가 바뀌어 감에 따라

년대 이후 변호사의 직무영역이 다변화되고 시장구
회원국들은 대체로 전문적 독립성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년

를 통해 복수 전문직 간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변호사
변호사와 동업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가비

또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는 법률가와 비법률가 간의
제휴

를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송 및 특허 변호

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 여타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직 간의 제휴형태는

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협동형 유형
으로서 상호 별개의 조직에 속해 있는 변호사와 여타 전문자격사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휘 감독형 모형

으로서 일정한

제한하에 변호사가 여타 자격사와 동업하고 수임료를 분배하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
적인 제한요건으로는 법률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
39) Slapper and Kelly(2009), p.556. 한편, 해당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66.(1) Section 39 of the Solicitors Act 1974
(which, in effect, prevents solicitors entering
into partnership with persons who are not solicitors) shall cease to
have effect. (2) Nothing in subsection (1) prevents the Law Society making rules which prohibit
solicitors
from
entering into any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persons who are not
solicitors,ng intstrict the circumstan in in
which they may do sots (5) Io as hereby declared that no rule of common law prevents barristers from entering
into any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persons who are not barristers.(6) Nothing in subsection (5) prevents the
General Council of the Bar from making rules
which prohibit barristers from entering into any such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restric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may do so.
40) 미국의 경우 1999년 미국변호사협회 내 MDP 위원회가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수임료의 배분 등을 통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모범변호사윤리규정(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개정을 제안하
면서 찬반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비록 이러한 방안이 변호사협회의 House of Delegates에 의해 거부되기는 했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MDP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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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전문자격사가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업무준칙
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가 그 대표적 예다
셋째 부가영업형 모형

은 법률회사가 비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가령 보험료율에 대한 송무업무 혹은
법률자문이 주 업무인 로펌의 경우 기업들에 보험가입 및 보험 관련 분쟁에 대한 자
문을 하는 컨설팅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영업형은 미국에서 아주
일반적이다 영국의 솔리시터도 부가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법률서비스를 영업활

동으로 보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 온 서구 유럽국가들에서는 부가적인 영업활동이 매
우 희소하다
넷째 계약형 모형

은 별도의 독립된 로펌과 여

타 전문서비스법인이 종합사업서비스 제공을 협력하는 사례이다 동 모형은 서구유럽
과 영국의 대 회계법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며 미국에서 최근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경우는 없다
마지막으로 완전통합형 모형

은 로펌과 여타 전문서비스법

인이 통합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변호사 조직은 현재의 대형 회
계법인 내 변호사들처럼 전체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와 관련한 최근 논

의의 핵심은 이러한 제휴형태 중 완전통합형 모형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법률자격사 입장에서 이종 자격사와의 동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전문자격사로서 법률서비스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전문적
독립성은 법률회사의 소유구조 제한이나 동업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윤리규정 및 손
해배상책임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를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공히 다양한 형태의 종합자문서

비스 수요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종합자문서비스법인의 보편화가 불가
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법률자격사들이 이와 같은 시장상황
을 간과하고 기존의 규제에 안주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전문직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일
반인의 법률회사에 대한 투자 및 이종 전문직 간의 동업을 점차 허용하는 추세인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완전통합형 제휴모형을 지향하되 단기적으로
는 계약형이나 부가영업형 등 여타 제휴모형을 제도적으로 허용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1)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담당하는 배리스터(barrister)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 등
법정변론을 제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리시터(solicitor)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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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와 같이 양적 규제로 인해 변호사가 과소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비자격자의 지분소유나 이종 전문직 간 동업 허용의
경제적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충분한 법조인력이 공급되어
법률서비스시장 내에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새로운 자본의 필요성이나 종합자문서
비스

와 같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영업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절 자격사단체 관련 규제의 현황 및 평가
가 개 괄
현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는 개업을 하려면 법이 정하는 자격사단체 즉 대한변
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격사 관련 기본
법들은 이들 자격사단체에 관해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표

은

이들 중 중요한 항목을 정리 비교한 것이다
정부가 모든 자격사들에게 해당 법정자격사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자격사단체가 주무관청이 수행해야 할 감독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전제하
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주무관청이 자격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하
는 것과 자격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자격사단체가 수행하고 주무관청은 자격사단
체를 관할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표 4-13> 법조 직역 자격사단체 관련 규정
변호사
법정단체명
협회감독관청
강제가입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강제가입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특허청
강제가입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대법원
강제가입

주무관청 등록업무의 대행 여부

O

X

O

협회등록에 대한 거부권 및 취소권

O

X

X

징계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수행

협회 및 법무부
사법연수원이
수행

특허청

지방법원

특허청이 직접 수행

대한법무사협회가 수행

협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한
회칙 제 개정 인가
총회결의내용의 보고
총회결의내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소권

O
O

O
O

O
O

O

O

O

협회서류의 열람권 및 제출요구권

-

O

O

주: 사법연수원이 담당하지만,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함.
자료: 해당 자격사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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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단체를 통한 주무관청의 간접감독방식은 직접적인 감독 징계보다 정보 비
대칭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신축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감
독이 수행될 수 있으리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특정 자격사단체에 정부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자격사단체 간 경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저
하하고 법률서비스산업 발전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격사단체를 통한 간접감독방식은 자격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강한 통제권 행
사를 전제한다 우리나라의 자격사 관련 법령은 이런 맥락에서 주무관청이 해당 자격
사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협회가 회칙을 제정 혹은 개정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
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사단
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격사
단체의 업무상황기록 및 그 밖의 서류를 언제든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사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으면서도 주무관
청이 실제로 자격사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한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뿐이며 대한법무
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에 대해서는 징계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결국 징계권을 보유하
고 있는 법원이나 특허청이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기관들은 자격사들을 관
리 감독하는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격사에 대한 사후 징계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
결국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자격사들에 대한 직접적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뒤 자격사단체를 임의
단체화하거나 반대로 자격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유지하되 징계권을 이양하여 협회가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 징계권이
이양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징계권 이양이 가지는 득보다는 실이 훨
씬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자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징계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과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변호사
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변호사법 제 조 신청자가
42) Ogus(1995)는 자격사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정보취득비용상의 우위 및 시장조정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
지고 있으나, 자율규제하에서 공공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경쟁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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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 조 및 제 조 등에 제시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이상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조 대한변호사협회
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조 법무부장관 역시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 사유가 있
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제 조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즉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권과
징계의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
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수행하는데 변호사법 제 조 제 항 변호사징
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설치한다 제 조 제 항

변협징계위

원회는 변호사법 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하며 제 조 변
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
조의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만을

심의한다 제 조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하는데 제 조의 제 항 징

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
조의 제 항
주무관청이 변호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징계권을 이양하는지 이양된 징계
권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변호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크게 법정단체인 경우 강제가입의무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
그리고 법정단체와 임의단체가 병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프랑스나 일본은 변호사협회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비해 영국은 법조협회

가 솔리시터의 활동을 관장하고 이들의 이익

을 대변하는 대표적 조직이지만 임의단체이며 법조협회 이외에도 영국법률협회
형사법솔리시터협회
등 여러 임의단체들이 병존하고 있다 독일은 공법적 성격의 단체와 사법적 성격의
43)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1. 영구제명2. 제명3. 3년 이하의 정
직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 견책제91조 (징계사유): ①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
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3. 직무의 내외를 막
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4)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5) 본 소절에서 소개하는 외국의 제도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무부(2001)를 참조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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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가 혼재하는 경우이다 즉 공법적 단체로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하는 연방변호사회

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임의

단체인 독일변호사협회

와 다수의 변호사단체가 설립

되어 있다 미국도 독일처럼 이원화된 체제이지만 구조는 다소 상이하다 즉 전국 규
모의 단체인 미국변호사협회

는 임의단체로 동 단체의 회

원가입은 변호사뿐 아니라 대학교수 기업체 간부 공무원 등 다양한 비법률가들에게
도 열려 있다
<표 4-14> 주요국별 변호사단체의 성격
국 가

성 격

내 용

일 본

법정단체

프랑스

법정단체

영 국

임의단체

∙법조협회(Law Society)는 솔리시터를 대표하는 임의단체
∙이 외에도 복수의 임의단체가 존재

임의․법정

∙전국적 변호사조직인 ABA는 임의단체

단체 혼재

∙주별 변호사단체는 임의단체 혹은 강제가입의무가 있는 법정단체

∙공법인인 변호사회 중심 시스템
∙지방재판소 관할구역별로 지방변호사회 설립 원칙
∙지방변호사회를 회원으로 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존재
∙공법인인 지방변호사회 중심 시스템

미 국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관할구역별로 하나씩 설립
∙지방변호사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변호사회 존재

∙법정단체인 변호사회와 임의단체인 독일변호사협회로 이원화
독 일

임의․법정
단체의
이원적 구조

∙연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연방 법무부가 감독)
∙지방변호사회는 강제가입. 주 법무부가 변호사에 대한 감독 수행
∙독일변호사협회에는 독일 변호사의 약 50% 가입
∙이 외에도 복수의 임의단체가 존재

자료: 법무부(2001).

한편 주 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강제되는 경우와

주와 같이 모든 현역 변호사의 가입이

주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단체 체제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변호사협회의 법적 지위만큼이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방식도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표

는 주요국들의 변호사 징계 담당기관 및 절차를 예시하고 있다 변호

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한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변호사회가 변호사에 대한 감독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변호사협회가 임의단체인 미국의 주에서는 변호사 등록
및 징계를 주 최고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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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요국의 변호사 징계체계
국 가

징계 담당기관 및 절차
∙변호사회가 변호사에 대한 감독․징계 권한 행사
∙징계권의 행사는 소속 변호사회가 주로 담당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보조적인

일 본

형태로 징계권 행사
프랑스

∙지방변호사회 이사회가 변호사 직무상의 감독 및 징계 담당
∙법조협회는 의뢰인 제기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과명령 권한
∙궁극적인 징계는 징계심판부(Disciplinary Tribunal)가 담당

영 국

- 징계심판부는 일반인 및 10년 경력의 솔리시터로 구성
∙징계심판부 판결은 고등법원 그리고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미 국

∙임의단체인 경우 변호사 등록 및 징계를 주 최고법원에서 관장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관장
∙변호사법과 변호사직업규정의 위반은 독립적인 변호사법원이 관장
- 관할법원 내 변호사회에 소속된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합의부
∙변호사법원 판결은 주 고등법원에 구성된 변호사항소법원, 다시 연방법원에 구성
된 변호사부에 항소 가능

독 일

자료: 법무부(2001).

또 독일과 영국에서는 변호사회 내에 독립성이 보장된 징계심판부나 변호사법원을
두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담당시키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변호사 징계와 관련
하여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제재절차로서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관
장하는 절차와 변호사법과 변호사직업규정의 위반에 대한 직업법원으로서 변호사법
원이 관장하는 절차로 나뉜다 변호사업무 관련 소송 및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재판
권은 지역변호사회 내에 설치된 변호사법원 주 고등법원에 구성된 변호사항소법원
연방법원에 구성된 변호사부에서 심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처럼 변호사협회의 법적 지위나 징계방식이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대한
변호사협회가 징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가 자격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되어야 하는
데 이하에 열거한 세 가지 문제점은 징계권 회수가 보다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전적 감독을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사후
처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특별한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하지 않
는 이상 대부분의 변호사 징계는 청구인의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감독기관에
의한 사전 감독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둘째 불법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건수가 적으며 징계의 수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으로

년 기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집행한 징계건수는 총

년 동안 연평균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 표

건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매년 전체 변호사의
이 가운데 과태료와 견책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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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였

으며 제명과 같이 무거운 징계가 부과된 경우는

년 기간 동안

건에 불과하였다

변호사들의 징계사유와 징계결과를 대조해 보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 수준 때문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
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징계위원은 총 명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판사 변호
사 등 법조인이 명이며 그 외에 일반인과 비변호사 법학교수를 각각 명씩 포함시
키고 있다 그림
<표 4-16>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1993~2008)
(단위: 명, 건)

징 계
연도

변호사 수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2,450
2,685
2,852
3,078
3,189
3,364
3,521
3,887
4,228
4,618
5,073
5,586
6,300
6,997
7,603
8,142

등록취소

0
0
1
2
1
2
3
6
5
6
8
11
45

등록거부

1
0
0
0
0
0
0
0
0
0
0
1
2

합계
14
9
5
12
11
144
15
13
19
15
17
42
34
47
34
37
468

제명
1
2
1
5

1

10

정직

과태료

견책

9
2
2
4
3
54
2
3
5
4
5
5
3
3
3
10
117

4
5
3
4
7
73
11
6
9
5
9
28
22
30
21
19
256

1
1

기각

각하

2
12
1
4
5
3
4
7
6
5
2
53

1

1
2
1
1
6

2
2
3
1
8
4
6
26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이들 명 중 총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에 의해 위원이 된다 징계위원 대다수가 현
직 변호사이거나 장래의 변호사인 상황에서 이들이 징계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
를 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46) 외환위기로 인해 징계건수가 급증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연평균 22건, 매년 평균 0.44%의 변호
사가 징계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징계건수는 결코 많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 대법원 산하 변호사등록감독위원회(Attorney Registration and Disciplinary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Illionis: IARDC)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조사된 변호사의 부당행위는 총 5,988건이었다. 여기
에 연루된 총 변호사 수는 4,190명인데, 이는 전체 등록 변호사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10배 가
까운 수준이다. IARDC(2008), p.10. 아울러 미국 California주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제2장 참조.
47) 이러한 지적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의 것으로는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2007),
․
p.482, 주간조선 , 2007. 10. 29, 세계일보 , 2009. 2. 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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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 관련 정보가 적절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고 있
다 현재 징계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인권과정의 에 징
계사실만을 공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수요자가 해당 변호
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유 때문이었는지를 확
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림 4-9]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 및 이의신청 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총 9명
판사(2) - 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2) - 법무부 장관 추천
변호사(3) - 대한변호사협회 선출
비변호사 법학교수(1)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일반인(1)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총 9명
법무부 장관(1)
판사(2) - 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2) - 법무부 장관 추천
변호사(1) - 대한변호사협회 선출
비변호사 법학교수 혹은 일반인(3)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권 부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이를 회수하고 변협을 임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단 변호사의 감독 및 징계 권한을 현재와 같이 법무부로 환수할지 아니
면 법원 혹은 제 의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48)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별 징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49) 미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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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확
보 그리고 징계 결정과정에 있어서 비법조인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
적이다

제절 결 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 리사회에 충분히 공급되는 것
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정부는 건국 이래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같은 전문자
격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처
럼 법률 직역에 대해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자격사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자격사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첫째 정부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에 대해 배타적 업무영역을 과도한 수준으
로 넓게 설정하였다 그 결과 자격사 선발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실제 업무능력이 불
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넓은 배타적 영역에 비해 선발인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통제해 왔다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셋째 자격사들의 동업 혹은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들은 전통
적인 업무영역 이외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하였다 넷째 정부가 자격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및 감독을 수
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 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영역에서 적정한 가격 수
준에 향유하는 것을 저해하였으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많은 장애를 초래하
였다 따라서 법과 질서에 기반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
한 법률자격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직역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은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 혹은 축소될 필
요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처럼 법률 자문 과 같이 광범위한 행위를 특정 자격사의 배
타적 영역으로 설정한 규정들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자격사시험은 채용시험이 아
며, 대체적으로 정부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ABA[1992]). 특히, 징계권은
최고법원에 의해 임명한 자로 한정하며 징계업무를 공평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가단체장, 혹은 단체장에 의해 임명된 자, 피고용인 등의 역할은 징계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행정적
인 서비스의 제공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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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발인원을 정하고 그 숫자만큼만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
소자격을 갖춘 이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험제도 운영의 근본적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정원통제
역시 완화 혹은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격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선
발인원규제나 소유구조통제와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직접
적 감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은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자격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격사별 징계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격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리 감독을 전제로 자격사단체들을
임의단체화함으로써 단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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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법조자격사시험 선발예정인원, 최소합격자인원 및 최종합격인원
(A) 변호사: 사법시험(1971~2008년)
연도

선발예정인원

최종합격자

연도

선발예정인원

최종합격자

1971

80

81

1990

300

298

1972

80

80

1991

250 300

287

1973

60

60

1992

290 300

288

1974

60

60

1993

250 300

288

1975

60

59

1994

250 300

290

1976

60

60

1995

290 310

308

1977

80

80

1996

490 510

502

1978

100

100

1997

590 610

604

1979

120

120

1998

690 710

700

1980

150

141

1999

690 710

709

1981

300

289

2000

790 810

801

1982

300

300

2001

950 1,000

991

1983

300

300

2002

1,000

998

1984

300

303

2003

1,000

906

1985

300

298

2004

1,000

1009

1986

300

300

2005

1,000

1001

1987

300

300

2006

1,000

994

1988

300

300

2007

1,000

1011

1989

300

300

2008

1,000

1005

주: 1990년에 사법시험령(대통령령 제12990호)을 개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일정 범위의 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3
조). 이 규정은 2001년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자료: 관보 ; 서울신문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 법무부, 법무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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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의 계속
(B) 법무사시험(1992~2008년)
연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수

연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수

1992

60

59

2001

100

101

1993

-

-

2002

100

100

1994

60

60

2003

100

100

1995

-

-

2004

120

120

1996

80

80

2005

120

122

1997

-

-

2006

120

123

1998

30

30

2007

120

121

1999

50

52

2008

120

120

2000

80

80

주: 1992년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1993, 1995년에는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음.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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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의 계속
(C) 변리사시험(1963~2008년)
선발예정
인원

최소합격
인원

최종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소합격
인원

최종합격자

1963

-

-

8

1986

-

-

11

1964

-

-

1

1987

-

-

15

1965

-

-

1

1988

-

-

19

1966

-

-

0

1989

-

-

14

1967

-

-

1

1990

-

-

19

1968

-

-

0

1991

30

-

30

1969

-

-

2

1992

30

-

30

1970

-

-

1

1993

30

-

30

1971

-

-

3

1994

30

-

30

1972

-

-

2

1995

30

-

30

1973

-

-

2

1996

60

-

60

1974

-

-

0

1997

70

-

71

1975

-

-

0

1998

80

-

80

1976

-

-

4

1999

80

-

81

1977

-

-

6

2000

120

-

121

1978

-

-

12

2001

200

-

200

1979

-

-

12

2002

-

200

202

1980

-

-

3

2003

-

200

204

1981

-

-

4

2004

-

200

200

1982

-

-

4

2005

-

200

203

1983

-

-

3

2006

-

200

225

1984

-

-

8

2007

-

200

202

1985

-

-

5

2008

-

200

주: 1991년부터 선발예정인원을 시험공고에 공표하기 시작함. 2002년부터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합격인원
을 공표함.
자료: 관보 ; 특허청, 특허청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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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Ⅲ■

변호사 동업규제 및
진입규제 의 타당성
토론자：권 성 연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대한변협 이사)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의
변호사 동업규제및 진입규제에 대한 토론문

대한변협 이사 권성연

들어가는 글
가 정확한 수요예측의 필요성
오늘 제 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의 주제인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변호사 동업규제및 진입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서비스의 정확한 수요에 대한 측정방법과 각 국가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법률 서비스 공급 에 대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전제되어
야 한다는 점을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 중국과 더불어 한국은 세계적인 무역확대에 따른 법률서비스
의 증대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서비스
가 과연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단순히 서구의 변호사수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의 수 등

인구대비 변호사의 수

대비

을 주요기준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그

러나 법률서비스는 이미 발표자도 일부 언급하고 있듯이 각국의 문화 및
역사적 배경 각 국가의 경제력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소송
제기율 경제적 전망 각 분야별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정도 등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의 공급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수년 전과 달리 이미 법률서비스 분야는 심각한 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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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

자보다도 더 무섭다 는 영국 속담처럼 실제 근래 들어 갑자기 법조 윤리
를 저버린 여러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정확한 수요예
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현재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들의 진로에 대하여 심각
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로스쿨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하여 로스쿨 수료자들이 변
호사가 되어도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
면 로스쿨의 기반자체를 흔들리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로스쿨과 대한변협 그리고 관련 유관단체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게적인 수요예측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이르
렀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한변협과 일변련의 교류과정에서 실제 일어난 에피소드 하
나를 소개하면서 본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 일변련과의 에피소드
경 대한변현과 일변련의 교류 행사의 하나로서 대한변협이 일변련을
방문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맞은 편에 않은 변호사가 마침 동
경 제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일본의 로스쿨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분이었기에 나는 일본 로스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스쿨 졸업자의 합격률이

년 일본의 로

정도인데 이러한 합격률에 비추어 로스쿨 도입

이 과연 잘된 것이라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애당초 일본에서 로스쿨 졸
업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 시험에 원칙적으로 한번 예
외적으로 두번 응시하면 붙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고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로스쿨 졸업자들이 번의 응시기회를 모두 써야 할 지경
이 되어서 걱정스럽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미래의 수요에 비추어 로스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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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잘 된 것 이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일본에서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이에 사실 부정확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예측
이 있었기에 예측된 수치보다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현재는 부족하다 일본
에서도 변호사회가 일본의 경제인 단체에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체의 연간 법률비용인 약

억엔 중

억 천엔 정도를 중소기업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관련자들이 담
배 한 갑의 값을 아끼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 변호사들
에게 담배 한 갑 이상의 매력을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앞으로 세계 무
역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 다수의 변호사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하여 변호사와 변호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기에는 동양의 문화가 서양과 달리 송사

와 동떨어진 면

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
대비 소송건수가 높이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문화가 한국보다 더 인적
관계를 중시하며 소송을 멀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더 나아가 야쿠자가 소액 민
사사건을 해결하여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는 일본 변호사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쿠자의 불법적 사건 해결도 소송
율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너도나도 한마디 하였다 한일 양
국의 변호사들이 점차 서로에 대하여 친숙해지면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어
갔으며 각자의 한일 양국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나누었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온 일본조차 제대로 된 수요예측방
법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급과잉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법
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변호사 동업규제및 진입규제의 타당성 논의의 전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
하고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발제문은 그와 같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비추어보
아 현행 변호사의 동업규제및 진입규제는 그와 같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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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제문의 논의 전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가 변호사

인당 인구 수의 계산방식의 중대한 오류

발표자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인당 인구의 수가 선진국의 예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
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는 중대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발표자도 일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에
서는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제도가 없거나 혹은 우리나라
의 자격사들보다 좁은 범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

세무사

명 등 총

명

년 현재 변호사
노무사

명

관세사

명

외에도 법무사
손해사정사

만명에 가까운 전문자격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법률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현황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변호사와 법률인접 전문자격사들의 수를 모두
합쳐서 총 인구수로 나누어야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법률전문자격사는 아래의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명 수준으로 프랑스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

제규모와 국민의 법률의식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도 결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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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276,298,000 52,943,000

82,259,500

58,520,688 127,291,000 47,357362

법조 인구
(법조1인당
국민 수)

1,038,290
(266)

95,124
(557)

142,204
(578)

38,785
(1,509)

24,258
(5,247)

8,238
(5,748)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

972,722
(284)

89,341
(593)

116,282
(707)

32,036
(1,827)

18,851
(6,752)

5,073
(9,335)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 자료
∙ 인구 : 미국, 영국, 독일(2000년)/ 프랑스(1999년)/ 일본(2001년)/ 한국(2002년)
∙ 법조인구 : 각국 법관, 검사, 변호사 수는 미국(법관은 2001년), 독일(검사는 2000년)을 제외하
고, 모두 2002년 기준
∙ 변호사 : 한국, 일본, 미국, 독일(2002년)/ 프랑스(2001년)/ 영국(2000년, 2001년)

나아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업무는 변호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약

만명 을 포함하면 오히려 공급과잉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인구당 변호사 수만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
고 있다
나 우리나라 변호사의 수임건수 통계의 오류
발제문의 표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호사

우리나라와 일본의 변호사
한국의 변호사
임건수는

인당 수임건수를 비교하면서

인당 연간 수임건수가

인당 연간

인당 수임건수 비교 는
년 현재

건인데 비해 일본변호사의 수

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크

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유사건 수가 변

호사 수임건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바 이를 기
준으로 변호사

인당 경유사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게다가 아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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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된 이후

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회원

인당 평균

경유사건 수는 급감일로에 이르고 있다

표

연도별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사건 수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본

안

143,698건

149,036건

163,135건

160,039건

178,143건

신

청

36,175건

39,770건

51,687건

67,851건

78,062건

등

기

26,634건

19,070건

23,646건

16,279건

24,537건

회원수

3,701명

4,140명

4,717명

5,219명

5,661명

표

연도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구 분

2003년

2004년

인당 평균 경유사건 수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본 안

38.8건

36.0건

34.6건

30.7건

31.5건

신 청

9.8건

9.6건

11.0건

13.0건

13.8건

등 기

7.2건

4.6건

5.0건

3.1건

4.3건

회원수

3,701명

4,140명

4,717명

5,219명

5,661명

다 법률시장 규모의 차이를 간과한 오류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
년 선정한 세계
리퍼드

대 로펌을 선정한 결과에 의하면 영국계 로펌인 클

챈스

링클레이터스
프레쉬필즈
가

억

만달러 조

조

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억원

브룩하우스

데링거

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로펌의 매출액은 각각
억

만달러 조

억

억

만달러

억원 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숫자도 각각
명

명

명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법률시장의 규모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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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으로 추산되는 바 이

는 세계

위 로펌의 연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위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총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전체 변호사
수

여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영국 미국계 로펌은 세계

대 로펌 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미국이 세계무역의 중심이며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는 언어와 준거법이
영어와 미국의 상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미 변호사들의 업무분야가 넓고
클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차이는 한국 뿐 아니라 영 미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공통적으
로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규모 상거래 환경의 근본적 차이를 극복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
서 한국의 변호사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도 법률시장이 선진화 된다거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영미와 한국의 변호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에게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라 로스쿨은 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임
정부가 변호사 수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불과 수
년 내에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에는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될 것이 분명
하다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터 우리나라의

부

개 로스쿨에 신입생이 입학하여 수학 중이다

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을 하게 되고 그 중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이면

만 변호사 시험에
명과 합쳐

명의 법조인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년

어서 불과

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년 만에

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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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명을 넘

년

년이면

명을 돌파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수가 이렇게 단시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각종 법률자격
사들에 의해 쪼개져 있는 법률시장은 증가되는 변호사들을 수용하기에 턱없
이 부족하게 되어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공급추이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근본 구도를 바뀌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발제문에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법
률시장 변화를 아직 반영하고 못하고 있다
마

변호사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분명히 구별하여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

고 있는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수호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변호사법 제 조는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변호사의 공공
적 지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 조는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에 종
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법률에 의해 이렇게 구체적인 공익활동 의무
를 부과한 예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
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무사법 제 조

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이러한 제한은 세무사는 집행유예기간 후

년

변리사는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만 변리사법 제 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엄격한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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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 법제의 뼈대를 이루는 큰 틀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변호사제도 개선방
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틀의 법제도와 취지에 맞는 방안을 도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바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를 명백히 구별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

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마

헌마

등

변호사제도는 국민들의 법률제도의 이용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법
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

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
며 변리사법 제 조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를 알선하는 중개의 업무를 행하는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제 호 제 조 참조

이들 업무는 법률사무 전반

을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하여 그 영역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술적이다
또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
며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공성이 특
히 강조되고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더욱 고양된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임
에 비추어볼 때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이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도 변리사 및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전문자격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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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에 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마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
하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의 위헌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협회에 보고하도
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유사한
여타의 전문직에 비하여 다소 중한 벌칙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변
호사를 그와 유사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
는 자로서 우리 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
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
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을 들어 위 법률조항에 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자

마

결정

변호사의 직무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
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 위촉
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
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
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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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 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
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경제와 경쟁의 논리를 기초로 변호사를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은 평
면에 놓고 취급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를 부과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며 변호사와 다른 자격사를 구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
판소의 법률해석에 반하는 처사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변협의 입장
가 동업규제에 대하여
고용규제
법인이 아닌 개인변호사의 분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것은 브로커에게 변호사
간판을 건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내 주는 병폐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개인변호사도 역량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여 분사무소에 근무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변호

사 없는 변호사 사무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개인변호사의 분사무소
설치를 계속 금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로는 브로커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하므로 변호사가 상주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일
주일에 몇 일 이상 하루 중 몇 시간 이상 체재하는 경우를 상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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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사실상 변호사 없는 변호사 분사무소 가
성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동업규제에 대하여
발제문은 법률회사의 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최소 구성원의 수와 구성원
경력에 대한 요건 완화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특성을 도외시한 주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동업규제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하에 변호사가 자본투
자자에게 예속될 경우 변호사에게 공정성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의 근간에서 유래되고 있는 조건이며 더 나
아가 실제 어느정도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에 의하여 법
무법인이라는 실체를 믿고 있는 수요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변호사 비자격사간 동업에 대하여
변호사와 자본을 가진 일반인과의 동업은 변호사가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무법인은 병원과 달리 고가
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
을 강하게 띠는데 이러한 특성은 자본의 속성과 친하지 않고 변호사가 자본
투자자에게 예속될 경우 변호사에게 공정성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한 마디로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큰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비자격사로 하여금 법무법인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예는 전무하고 지분투자를 허용한 예도 영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가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변호사와 비자격사간 동업문제는 명
분도 실리도 없는 방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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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종자격사간 동업에 대하여
의 의미와 배경
제도 이하

란 변호사와 회계사와 같이 서

로 다른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의 동업으로서
로 번역된다

이종 자격사간 동업 으

는 여러 자격사 간에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변호

사와 회계사 간 동업이 그 핵심쟁점이다

는 주로 다수의 고객을 감사

대상으로 확보한 회계법인들이 같은 고객에게 법률자문도 패키지로 제공하
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

나고 있는 현상도 회계법인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다른 전문직과의 동업은 금지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 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

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호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전문자격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종 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하
는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다른 자격사 간의

는 본질상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도

로서 법률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뿐 아니라

를 허용하지 않을

법 등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컨설팅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입의 문제점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본다

충실의무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와의 충돌
변호사법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
대방이 위임한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등 변호사와 의뢰인간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 조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

자 일방의 법적 이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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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그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호사의 핵심적 공익상
의무이다
그런데

는 동업체에 속한 변호사의 충실의무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 이

행에 강력한 장애요소가 된다

도입시 법률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대규

모 회계법인의 예를 보자 이들은 현재 국내 유수의 법인 대부분에 대한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회계법인이 변호사와

를 한다면 동업 중

인 변호사에게 기존 의뢰인을 위한 소송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수행하게 하
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회계사도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
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 조 제 항

물론 아직

가 법제화되지

않아서 회계사의 수임제한 업무에 법률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를 허용한다면 당연히 법률서비스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를

도입하더라도 감사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은 피감법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감사

법인은 피감법인을 위한 컨설팅업무의 수임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대립된 이해관계의 일방에 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피감법인
을 공정하게 감사해야 하는 회계사의 감사업무는 그 성격상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사례를 보면 회계법인이 변호사와의 동업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이미 확보된 다수의 피감법인들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계법인과 변호사 간의

는 공익상 바람직하

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밀유지의무의 무력화
변호사법상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률상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 조

법률상 허

용하는 경우로서 영리추구 등 상업적 이용을 이유로 한 예외는 없다 변호사
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적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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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 도입되면 동업체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생겨날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한
다는

가 지향하는 목적상 변호사가 다른 전문가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

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은 쉽게 이용 가능한 높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업체가 기업평가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회사 기
업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검토 단계의 기업구조조정이나 민 형사
상 분쟁을 자문하게 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고용 변호사가 동업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해당 기업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까
물론 동업체에 고용된다고 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를 도입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서 비밀유지의무의 성실히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는 이 문

제에 합리적 보완책 내지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 이는 변호사 제도와 양립하
기 어려운 동업체의 영리추구 속성에 기인한 본질적 결함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초래할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는

도입이 가져올 효용

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나아가 회계법인도 감사과정에서 얻은 비밀정보를 법률사무의 수임에 활용
하고자 할 유인이 나타날 수 있어 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윤리의무 침해의 위험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명한 이해충돌방지의무와 비밀
유지의무 외에도 다양한 윤리의무가 있다 예컨대 변호사법은 광고 방식과
내용을 제한하며
지하고

조

조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며 진실은폐 및 거짓진술을 금

독직행위를 금지하며

조

겸직을 제한한다

조

그 위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묻는다 이러한 강력한 윤리의무의 부여 및 그 위반에 대
한 제재는 다른 전문직에 없는 변호사 제도 특유의 것이다 이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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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헌법
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변호사가 지배할 수 있는 동업체를 허용하는

는 이러한 변호

사의 윤리의무의 이행과는 공존이 어려운 제도이다 비변호사에게 변호사로
서의 윤리의무를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반면에 비변호사에게 변
호사의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한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
다

도입의 취지는 동업체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전문서비스

사업활동을 하게 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변호사 업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
활동 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 즉 변호사 활동은

위임인

위촉인과의 개

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
률사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

였다 대법원

선고

마

결정

결국

에 의한 동업체 창

설은 대법원 판례가 밝힌 변호사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법조계의 오랜 자정노력과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법조브로커가 활개치
는 국내 법현실을 고려할 때

는 법조브로커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쉬

운 전문자격을 취득한 다음 합법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법조브로커의
서

남용을 막을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국내에

를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어

이종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할 경우 법률의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가 원스톱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법률사무 겸업은 많은

더욱이 만에 하나라도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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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기초로 그
리고 감사인으로서의 지위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여 법률사무의 의뢰를 요
구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회계법인은 고객의 비밀유지의무

를 내부 영업 목적상 위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고객의 이익의 대변자
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의존하는 피감법인의 주주들과 일반투자자들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불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변호사 선임의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다

또한 고객은

나아가 변호사들은 감사정보와 감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회계법인의 공격적 마케팅에 밀려서 도태될 우
려마저 있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탄탄한 명성과 고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로펌이나 청년변호사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은 업무성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법인 감사업무와 법률사
무를 겸임함으로써 예상되는 시너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 국내 도입에 예상되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이에 대한
반대를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다

는 효율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동업체는 이해충돌방지의무나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의
핵심적 윤리의무의 이행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 명백하다 즉

는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변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왜곡된 현실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호사업무를 포함한

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률 비전문가에 의해 부정확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변호사와 이종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할 경우 변호사와 이종자격사들은 간판
과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인데 외부에서는 같은 간판이 걸려 있
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전문가가 변호사인지 다른 자격사인
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데다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자격사
를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전문영역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까
지 제공하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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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이 변호사에게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반면 다른 자격사들에게는 이러한 공익적 의무가 크게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적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공
익적 의무를 요구받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공익적 의무에 대한 부담이 적
은 다른 자격사들과 동업을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이해의 충돌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효율성 제고라는 작은 이익을 좇으려다가 공익성이라는 큰 이익을 잃어버리
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종자격사간 동업은 장점과 문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환수 주장에 대하여
사람이 모인 단체는 원칙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외부적인 세력의 개입은 해당 단체의 자정능
력이 한계에 다다른 때에 한해 인정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단행 법률에 존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이고 더구나 법률
에 관한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한변협의
자율권 중 특히 징계에 관한 자율권은 일반 단체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판사
교수
서

인 그 외 외부인사

인 검사

인 변호사

인 법과대학

인으로 이루어진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차 징계를 결정하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의 변

호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협에게 속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차 징계권에 불과하

고 최종 징계권은 법무부가 행사하고 있는 바 현행 제도도 대한변협의 자치
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자체적인 징계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전체 변호사들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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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징계권 행사에 관한 자율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권이 충
분히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변협의 자율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마 변호사 단체의 임의단체화 주장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오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를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각종 법률의 제정 개정시 대한변협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 있
는 바 대한변협은

년

월

하여 회신하였다 이는 월평균

월까지 모두

건의 법률검토의견을 작성

건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공익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변협은

년

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추천한 것을

비롯하여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며 각종 특별검
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각종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북한인권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문제를 연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
하고 용산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건축 재개발 법률지원단 북한이탈주민법률
지원 노인법률지원 여성아동 인권관련 활동 이주외국인 지원 활동 등 국가
와 사회를 위한 각종 공익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임의단체화가 될 경우 유일한 수입원인 회비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변협은 회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익단
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한변협이 수행하는 각종 공익
적 활동은 중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변협의 임의단체화는 국익에 도움이 않고 오히려 변협이 담당하던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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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어
오늘 이와 같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변호사 동업규제 및
진입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변호사 제도의 미래를 위하여 로스쿨의 성
공적인 정착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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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발표자：이 철 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이 철 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리말
기존 사법시험제도는 법학교육을 파행화하고 다양한 법조인의 배출을 저해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사법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법조인 배
출을 위하여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다 로스쿨이 개원한지

년 반의 세월이

지났다
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 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로스쿨 졸업생의 얼마정
도를 합격시킬 것인지 시험의 수준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학생들은 불안해한다

년 후면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할 수 있는지가 가

장 큰 불안요소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불안하기
는 마찬가지다 개별 로스쿨에서는 교과과정도 확정되지 않은 채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강의방법도 토론식 수업이 좋다고 하여 생소한 소크라테스식
강의

를 시연해 보고 학생들의 반응에 촉감을 곤두세운다

기존 이론수업보다는 판례위주로 강의

를 해야 한다고들 들떠

있다 학생도 교수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혼란은 수십 년간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길들여진 법학교육의 방식
이 갑자기 도입된 로스쿨제도 하에서 적응이 쉽지 않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와 새로이 시도하는 로스쿨제도는 학제

와 법조

인 선발방식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법시험제도가 사법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년간 사법연수원의 실무교

1) 이러한 수업현장을 보고서 어떤 저명한 교수는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수업방식을 실험하였는데, 처음에는 학
생들이 ‘마루타’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안쓰러워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마루타’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
하고 있다. 지원림,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9.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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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수료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온 제도 선발 후 실무교육 임에 반
하여 로스쿨은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합하여

년의 교육을 받은 후 변호

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실무교육 후 선발 이다
이렇듯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해 볼 때 법과대학의 기본교육과정과 실무연수
과정을 통합한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실무교육에 중점이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편의상

로스쿨법 이라고 약칭한

다 제 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
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

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는 능력

제 조는 변호사시험의 목적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

즉 실무능력의 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물론이고 법령에 의하더라도 로스쿨은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변호사시험의 목적은
실무능력의 검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
험에서의 실무능력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무가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의 범위
와 방법을 설정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변호사시험법상의 실무능력의 평가에 관한 그간의 준
비와 논점을 정리하고자 하며 나아가 개별 로스쿨별의 특성화에 관하여 변
호사시험과 관련 범위 내에서 살피기로 한다

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3) ◉ 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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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기본방향
시험의 방법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및 논술형 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시험법 제 조

항

항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공법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선택과목

로 한다 시험법 제 조

형사법 형법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으

항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선택과목 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
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과목이다 시행령 제 조

시험 합격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
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시험법 제

조 항

4) ◉ 변호사시험법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
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
시험만 실시한다.
(④-⑤항 생략)
5) ◉ 변호사시험법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6)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
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
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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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시험 만점과 선택형시험 만점 비율은

이다

선택형 필기시

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
기시험 만점의

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

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시행령 제 조
공법

형사법 과목과 민사법 과목

항

선택과목의 각 만점의 비율은

이다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

법 과목 만점의

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

점의

퍼센트로 한다 시행령 제 조

항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실무능력의 개념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정의되는바 시험법 제 조
여기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란 바로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7)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
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항 생략)
[별표 3]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별표 4] :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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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의미한다고 본다
변호사시험법

제 조

항은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한다 및 논술

형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
다 고 규정하여 논술형 필기시험에 내용적으로 실무능력 평가 를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상의 법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서 실무능력의 평가 는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평가의 내용인

실무 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론성향 교수측에서는 실무교육의 요체가 소송형식인 문서의 작성 변론
의 기법이나 요령 등 소송기술의 훈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는 단순한 기
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무계 진출시에 별도로 교육할 일이고 분쟁처리에서
종국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이론이므로 로스쿨에서 중요하게 교육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다
실무교수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실무교육에 대하여 소송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변론기술 등을 포함하여

구

체적 사안에 적용된 실정법이나 법 이론을 발견해 내고 법적 사고와 논리
를 가지고 법적 추론
한 모든 교육 이라는 견해

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

일반적으로는

무처리에 관한 교육 을 말하지만 넓게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제적 업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한 의

견서 작성 계약서 작성 입법기술 등 제반 법률가가 실무적 처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 이라고 하는 견해

법률가가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에 있어서 법적인 사안에 법률지식을 적용하여 실제에 활용하는 활동을 법
적인

실무 라고 보고

법정에 갇혀버린 변호사 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입

법 및 정책수립은 물론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방된 변호사 로서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의 법적 활동 이라고 넓게
정의하는 견해

실무가의 법적인 행위가 실무 이고 학생으로 하여금 법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실무가처럼 생각 하고 행동 하게 가르치는 것을 실무교
육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8) 구상진,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저스
티스」통권 제117호(2010.6.), 260-261면 참조. 각주 32)-34)에서 이론성향 교수의 구체적 주장을 예시하고
있다.
9) 이은기,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서강법학」제10권 제2호(2008.12.), 34면.
10)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 교육”, 「저스티스」99호(2007.8.), 179-180면.
11)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인권과 정의」Vol.406(2010.
6.), 50-51면.
12) 진홍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 제3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0.8.30.),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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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스쿨에서 실무교육과 실무의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는 것은 실무교육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요체는 실무교육이 어떻게 로스쿨
교육의 전체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비롯한 교육의 진정한
목표 내지 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에 있다는 주장은

의미 있는 제언

이라고 본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더
라도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의 목표는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수준
을 지향하여야 하며 최소한 변호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
수준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실무능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의 목표를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수준

이라고 설

정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이는 변호
사시험에서 실무능력의 평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도 하다
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법무부 산하

의 의견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는

사이에

이하

팀 이라고 함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 결과를 발

표하였다 발표된 회의결과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시험당국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실무능력과 평가와 관련하여

팀은 사법연수원

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의 유형으로 선택형과 논술형 사례형 및 기록형 의 주
요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회의결과
13) 김홍엽, “로스쿨 실무교육의 방향”,「인권과 정의」Vol.406(2010. 6.), 4면.
14)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의 중간점검“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 제3
회 학술대회 발표자료(2010.8.30.), 23-24면 참조.
15) 2009. 5. 초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변호사시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시험 시행방식 개발, 과목별 문제
유형 연구 등을 위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가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법무연수원 교수 1명, 법학교수 3명 총 10명으로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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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범위 및 기준
법적 문제 해결에 활용되지 않는 학설상 논의 등은 제외 특히 논술형은
실무상 빈발하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
로스쿨 과정의 충실 이수 사법연수원

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

검증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 작성을 포함하되 교육 및 시험부담 등을 감안하
여 필수적인 서식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으로 정함
필수서식의 종류는 각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선정

공포

문제 유형
구

분

주 요 내 용
o 법률지시 측정형 위주
o 통합형은 30% 이내

선택형

사례형
논술형
기록형

o 지문 수는 5지 선다 이하
o 논점 추출형, 쟁점 제시형 외 주장 제기형 출제
o 통합형은 최소 1문제 이상 출제
O 법률서류 전체를 완성하는 형태
O 30-50쪽 내외 분량으로 구성

나 시험문제 유형과 출제의 원칙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필
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법 제 조

항

팀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과목

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가 정한 출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선택형

위원회는 선택형의 목표를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측정하기 보

다는 실무상 또는 이론상으로 매우 중요하여 법률실무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측정한다
사례형

실제의 문제해결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이론적인 쟁점이

많은 문제 또는 판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전형적 분쟁유형을 통하여 확립된 이론 및 판례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을 평가함이 필요하다
기록형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통하

16)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9.12.29.), 7-8면.
17)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9.12.29.), 24면, 54면 참조
18) 법무부, 위 공청회 자료, 26면, 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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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리적 구성능력을 보여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

년차들이

처음 접하는 민사변호사 연습기록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서식에 관한 지
식은 측정하지 않으며 시험에서 서식은 제공하기로 한다

기록형 문제와 실무능력의 평가
가 출제범위
팀은 논술형은 실무상 빈발하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로스쿨이 실무교육기관이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한 당연한 실천명제라고
할 것이다 논술형의 문제유형을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세분한다
기록형은

변호사시험법

다 에 근거하여 특히

제 조 소정의

논술형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

실무능력 평가 를 위한 유형으로 보인다 위

팀도

공청회 자료에서 기록형은 실제의 사건기록과 유사한 모의기록을 제시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무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법률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
한 문제유형이라고 설명한다
팀은 기록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제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서류 전체를 완성하는 형태 를 제시
교육 및 시험부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서식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형은 일본에서도 실시한 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어떤 시험에
도 유래 없는 최초의 시도인 바 그 출제형식과 수준 등에 각별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를 선발하는 시험이므로 그 내용에 있

어서는 의뢰인의 주장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는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
그러나 실무교육이 서식위주의 형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비록 기록형의 출제범위에 관하여 필수적인 서식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록형 시험이 특정서식을 전제로 그 서면을 완
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관행화된 서식의 암기자체는
수험생에게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에서 기본서식은 제공하여야
19) 법무부, 위 공청회 자료, 28면.
20) 법무부, 위 공청회 자료,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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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 출제유형
기록형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형은 소장 작성형 준비서면
작성형 법률의견서 작성형 등 가지 유형이 유력하다
소장작성형 문제는 소장 작성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의뢰
인

즉 원고가 원하는 소송 유형을 제시한 후 해당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이

다 이 문제의 주된 평가요소는 흩어진 사실관계 중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취합하여 요령 있게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준비서면작성형 문제는 소제기 후 제출된 답변서 각 준비서면 및 증거
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유형으로 소송
진행과정을 기록에 현출하여 실체법상 공방 외에도 소송법상 하자에 대한
판단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된다
법률의견서작성형 문제는 소장 작성 방식과 비슷하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사실관계를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 중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평가요소가
된다
다 실무능력평가 기준에 관한 논의
팀은 변호사시험에서 실무능력의 평가기준을

사법연수원

년생 정도

의 실무능력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년생 정도의 실무능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애매하다

팀에서는 사법연수원
하고 사법연수원

년차의 의미에 관하여

위원회는 사법시험을 합격

년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의 법률지식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기초적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것 으로 보고 있다
21) 법무부, 위 공청회 자료, 15면. 28면, 89면 등.
22) 진홍기, 앞의 발표문, 55면.
23) 현재 사법연수원은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법연수원 1년생의 과정은 제1학기와 제2학기 과정을 말
한다. 1학기 6개월과 2학기 중 4개월은 사법연수원 내에서 원내교육을, 2학기 중 나머지 2개월과 3학기 6개
월 도합 8개월은 법원검찰변호사
‧
‧
‧ 법률관련 전문기관에서 2개월씩 실무수습을 하며, 마지막 4학기는 연수원
내에서 원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 지원림,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29.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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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스쿨 수료생을 사법연수원
적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년차 즉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기초

정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스럽다
사법연수원

년차라 함은

하더라도 최소한

년과

년간의 법과대학 정규교육 교양과정

년을 제외

년의 심화된 수험공부를 통하여 법률지식을 쌓아

왔고 사법시합격으로 이를 검증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기본적
실무교육을 하기에 법률지식의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년차에는 연수원 내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본적 법률지식을 실무에 적용하
는 능력만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소정의 적응기간만 거치면 바로
실무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처리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 과정은
롭지 못한 기간이며

년 동안에 기본적 법률지식을 소화하기에도 여유

기초적 법률지식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실무교육까지

병행해야 하는 강행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과정에서의 실무교육을
사법연수원

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에 가깝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법연수원
의미가 사법연수원

년차 정도 의

실무능력의

년차 교육을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면 변호사시험의 출

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만일 사법연수원

년차로 입소할

때를 의미한다면 결국 사법시험의 출제수준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검토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로스쿨의 학생선발방식 로스
쿨법 제

조

항 단서 참조 은 법학교육의 개방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도입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학지식의 평가 없이 선발한 로스쿨재학생과 법학시험을 통과한 사법연
수생과는 기본적 법률지식 소양면에서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 로스쿨 입

25) 전성수, “변호사시험 공법에 대한 토론문”, 변호사시험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29. 12.
29.), 98면.
26)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1학년 학생 중 법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약 3분의 1 수준이다.
27) 전성수, 위 토론문, 98면.
28) ◉ 로스쿨법 제23조 (학생선발)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
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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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사법연수원

년차와는 기본적 법률지식에서 차이가 있는 현실을 사

실 그대로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법학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로스쿨에서는 법학에 대한 기
본적 개념과 실무에 대한 기초적 수업이 병행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전자
가 중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로스쿨 수료생에게

바로 실무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처리능력을 갖는 사법연수생
년차의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법 실무능력은 변호사처럼 행동하
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만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현실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실무능력 평가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만 테스트해야 할 것이고
사법연수원

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팀이 제시한

부분은 완화 내지 제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시험 방법과 수준은 로스쿨교육의 가이드가 된다 최초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은 불안하다 지도하는 로스쿨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로스쿨 교육현장이 헤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시험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비자
인 수험당사자를 불안하게 하는 현실은 로스쿨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모의시험을 통하여 출제의 방식과 수준을 공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의시험 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로스쿨교육에 가장 적합한
내용과 방식의 실무능력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부터

까지 실시된 변호사 모의시험의 평가가 조속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한 제 의 제 의 모의시험 과정은 과도기적 혼란을 극복할
방안이 될 것이다
사적인 견해로는 모의시험 사례형과 기록형의 경우 에서 출제자가 모범답
안의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이는 응시생들에 대한 수험준비의 방향
제시가 될 것이고 시험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당분간 로스쿨 교육 범위와 수
준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9)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로스쿨 학생선발시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로스쿨법 제23
조 2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법조양성시
스템의 중간점검“ 전국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 제3회 학술대회 발표자료(2010.8.30.), 16면.
30)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로스쿨법 제
2조)은 변호사연수 등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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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특성화
전국

개의 로스쿨은 각기 특성화분야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로스쿨 제도의 상징이라 하겠다
로스쿨법 제 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
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을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는바 특성화
분야의 활성화는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크게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분야 교육이 개별 로스쿨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여부에 초조해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인 로스쿨 학생에게는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
인 이 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통과 후의 문제라고 인식할 것이고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합격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선발 후 실무교육 의 구조를 취하는 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특성화 교육
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나

실무교육 후 선발 이라는 구조를 취하는 로스

쿨에서는 특성화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쉽지 않는 태생적 한계
를 내포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표방한 특성화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의 처방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서둘러 예상합격률을 공시하
는 것이다 로스쿨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학생이라면 변호사시험에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이 되기 위하여 특성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의 처방은 특성화과목이수를 변호사시험에 반영하는 것이다 일정 학
점의 특성화분야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면
특성화과목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위 첫째 처방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둘째의 처방은 적극적인 특성화분야 활성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무작정 둘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
31) 각 대학의 특성화분야는 각 대학이 로스쿨 인가신청시에 특정한 분야이며, 특성화분야에 대한 연구와 활성화
는 로스쿨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다.
32) 실제로 로스쿨 교육현장에서는 변호사시험과목 위주의 강의가 중점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학교별
특성화 분야는 로스쿨 선택의 중요 기준이 되어야 할 터이나, 로스쿨 입학시험 관리경험에 의하면 전혀 그렇
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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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현행 시험제도 하의 선택과목 시험제도를 재검
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외에 선택과목 개 과
목 을 두고 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지만 실무능력 평가를
우선시해야 할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유력하다
이처럼 선택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특성화과목 이수를 변
호사시험에 반영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시험부담도 경감되며 특성화과목도
활성화 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선택과목으로 선정된 과목들
은 비록 변호사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배제되지만 학교별 특성화분야로 연
계시킬 때 오히려 그 과목들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맺는 말
변호사시험에서 실무능력의 평가는 로스쿨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모두가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로스쿨제도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한 로스쿨의 현장교육은 실무
능력의 평가에도 그 척도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그 나머지의 역할은 변호사연수제도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이정표가 없는 길은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 모의시험과 그 평가 및 공개를
통하여 실무능력평가의 출제유형과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클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특성화분야는 사법시험제도를 침몰시킬 수 있었던 상징이다 변
호사시험 때문에 특성화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다 시
험합격률의 상향화 공시가 급선무이다 나아가 선택과목 시험제를 취소하고
특성화과목 이수제로 대체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에

변호사시험법

제

가 구성되고 제 회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는 출제방향 및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3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2009.6.), 13면 참조.
34)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0. 10. 9. 실시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장소, 2012년도 실시 예정
인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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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험법 제

조

관리위원회에서는 합격률 예상치를 신속히 공시하여 수험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상합격률은 로스쿨이 수험학원이 아닌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정진할 수 있도록 로스쿨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는 선에서 결정 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법령을 개정하여
선택과목 대신에 특성화 과목 이수로 대체하는 작업도 위 관리위원회가 적
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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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Ⅳ■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토론문
토론자：차 순 길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토론문
차 순 길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서언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변

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해 주신 전남대 이철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은 우리 로스쿨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로스
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 것인지 좋은 방향을 제
시해 주었다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현행 변호사시험법과 시험주관기관인 법무부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상황을 설명드리고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부분과 로스쿨의
특성화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되 실무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수준 등에 대해 법무부나 로스쿨에서 계속
적으로 연구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
가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감각을 두루 갖춘 우수법조인력 양성을 위
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전국

개 로스쿨 총 정원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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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 이 개원하였

로스쿨제도는 학부 졸업⟶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이론

실무교육 ⟶변호사

시험 의 구조를 골자로 하며 로스쿨 수료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 변
호사시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은
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조

나 변호사시험 준비 경과
변호사시험법 제 조 제 항은 변호사시험의 방법으로 선택형과 실무능
력평가를 포함하는 논술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적 법률분야 과
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술형을
도입한 이유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법적 분석능력과 응용능력을 심도있게 측
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을 정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과목별 공법
구위원회

민사법

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형사법

법조윤리

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에 관한 공청회

문제유형 연

변호사시험 실시방안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

와 과목별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서 논술

형 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되 사례형은 법률사례문제에
대한 논술형 답안 작성방식 논점추출형

쟁점제시형

주장제기형 으로 통

합형 문제는 과목당

문항씩 출제하고 기록형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본

과목에 한함 은

쪽 내외의 사건기록을 제공하고 법률적 쟁점을 분

석 결론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로 논의하고 다만 교육 및 시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법률서식의 종류는
가급적 필수적인 서식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을 중심으로 하기로
출제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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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법률지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실
무와 관련된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을 지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응의 기준이 제시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위와같이 논의

된 문제유형

난이도 등을 포함한 출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 회 변호

사시험 모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법조윤리 과목에 대해서는 문
제유형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 유형을 확정 공표한 다음 이를 변호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기록형 문제 유형까지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부터 문제유형연구위원회를
중 문제유형을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

다
또한 법무부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 강화 및 실무계의 로스쿨 교육 지원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검

찰업무와 관련하여 로스쿨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생의 검찰 실무실습을 실시하고
터 전국

학년도

로스쿨 재학

학기 기생

학년

학기 부

개 로스쿨에 검사들을 실무교원으로 파견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다 제 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년 최초 시행되는 변호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제 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총 명으로 구성하였고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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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시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장소

년도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심의하였습니다
토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과 관련하여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정규과정 이수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
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고 법
조윤리시험이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의 전제가 되는 시
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는 필기시험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
고
최초 실시되는 시험인 점과 시험 일정 시험 관리 등 현실적 요인을 고
려하여 당초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응시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한 제주에서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
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도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첫 시험 시행 후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 권역 서울 대

전 대구 부산 광주 에서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
습니다
최초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시험 기본
최초의 변호사시험을

에서 응시자격 규정 취지
경 시행하기로 하였고

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를 공지하였으며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
변호사

시험 홈페이지에도 이를 추가로 공지한 바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조
기 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나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험을

중순경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심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자격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
2)
로 운영 합격 점수는 만점의 퍼센트 객관식 지 선다
문항 분 시행
3) 변호사시험법 제 조는 법학전문대학원 년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
득자로 시험자격을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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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 채점위원 및 검사 등 시험 관리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채점기간을 최
소화하여 상반기 내 가능한 한 월 말경 합격자 발표를 추진하기로 하였
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위원

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일본 등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변
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가급적 금년

월 내에 결

정하고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가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된 모의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
식을 도입하였으나
시행 결과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 저장

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등 답안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답안 제
출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이
므로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
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노
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험의 방식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공표
한 문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향후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유형이
나 난이도 등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출제방향과 수준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추가적인 모의시험 실시방안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모의시험이 실시된다면 많은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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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출제방향이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

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에 있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국민들의 염원이나 법조계의 기대는 전문대학원인 로스
쿨을 졸업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통해 곧바로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자질
을 갖춘 사람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
는 기대치 내지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염원을 현실적인 교육여건 부족만을 이유로 치부해 버리
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
을 갖춘 법조인 양성은 변호사연수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방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좀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로스쿨 협의회의 입장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로스쿨 교육과정에 실습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
규 변호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실무수습 후 법
률가 진출시 고령화 문제 등을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로스쿨 교육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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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능력 자질을 갖춘 변호사가 배출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
겨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고 로스쿨
을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
게 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변호사로 활동함
에 필요한 실무능력이 배양되도록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로스쿨에서의 법률교육은 실무와 연계된 교육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로스쿨 성공의 최대 요인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
히 실무교육이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일본 로스쿨은 실력저하를 초래하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본 로스쿨의 문제점은 우리 로스쿨 제도에도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아니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
기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실무수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학계와 실무
계가 공조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로스쿨 자체적으로 업무협약 체결 실무연수 협조 엑스턴
쉽 과정 개발 등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러한 교육과 실무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조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도 향후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
에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
록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법률복지 확장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로스
쿨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

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발간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의하면 특
성화와 국제화의 취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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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고 세부 평가항목
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해외연
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충분히 반영 시행되고 있는가가 세부평가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중 교육목표 영역에
서 특성화 목표 및 전략 항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적

물적 여건 사

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
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어 현재 각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자 법률신문에 로스쿨 선정시 특성화 여부가 주요 선

정지표였으나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거나 시험과목이 아니어서 학생
들이 무관심한 관계로 특성화 과목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취지의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
나 특성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격률을 높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심
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하는 반면 응시생의 법률지식 수준 및 응용 능력 사법연수원 수료자
배출 인원 등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의 경우 충실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나 국제화를 통해 우수하고도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이유로 특성화교육은 시험에 연
계되어야 제대로 활성화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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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목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특성화 과
목을 시험과목으로 연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으로 더 심
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성화 분야의 경우 다양한 특성화를 통해 각 분야
에서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인가 당시 로스쿨별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로스쿨 자체의 교과과정 개발 교수 요원 확보 수업 방식 개선 노
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맞춰 현대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커리큐럼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외국의 로스쿨
과 학생교환 프로그램 신설 외국 교수 강좌 개설 등에 대한 협약체결 등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이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분야로 직역 확대
가 가능하다는 도입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로스쿨에서 자체적으로 특
성화 과목을 졸업 이수 과목으로 하는 등 충실한 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호사시험에서 특성화 과목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며 지
정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본 지정토론문에 게시된 일부 의견이나 생각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포럼에 참가한 지정토론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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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2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u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여야 한다.
l 2013년 예비시험제도 도입여부
u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u 국회 법사위 부대결의의 형식으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 - 채택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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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3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로스쿨 장학금제도 확충 – 법무부 입장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모든 로스쿨은 그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방안은 인가준비로 인한 과도한 비용지출 등으로 로스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장학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v 현재 인가 당시의 전액장학생 비율 50% 이상 약속을 지킨 학교는
강원대학교와 건국대학교뿐이고,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이
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는 10% 미만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이
고 있음.
2010-10-03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4

l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로스쿨의 총정원을 늘리거나 총정원제를 폐지하는 방안 –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설치인가 기준을 낮추면 로스쿨의 숫자와
종류도 다양해짐.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짐. 그뿐 아니라 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형
태의 로스쿨을 도입하게 되면 로스쿨의 문은 더욱 넓어질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별 정원: 40~150명
입학정원 40명, 5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9개, 60명, 7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4개로서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50%
를 넘어서고 있음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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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5

l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로스쿨의 총정원을 늘리거나 총정원제를 폐지하는 방안 –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로스쿨을 인가하는 완전한 준칙주의로
가는 것이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긴 함. 하지만
로스쿨 총정원의 70~80% 정도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법률가 수요가 적은 마당에 당장 총정원을 폐지
하거나 늘릴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대학(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간,
법학전문대학원 선정대학과 배제대학간 의견(신규진입 및 과소정
원 해소)통일 필요함.

2010-10-03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6

l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로스쿨의 총정원을 늘리거나 총정원제를 폐지하는 방안 –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

로스쿨의 총정원문제는 변호사직역 확대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
다는 반론도 적지 않음

§

법조직역 현황
v

변호사 이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
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
(단위 : 명, 2009. 12. 기준)

변호사

11,014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3,519

1,354

8,694

5,925

공인

손해

공인

노무사

사정사

중개사

1,508

5,901

74,227

합계

101,128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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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7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변호사시험법안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한 이유로 ‘로스쿨 설치에 따라서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
률가양성으로의 전환’이라는 논거가 주로 제기되고 있으나, 변호사
시험이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한다는 측면이 간과됐다는 점이 문
제로 드러나고 있음.

§

로스쿨 입학정원이 2천명에 불과한 극소수에게만 기회가 부여되는
체제라는 점, 등록금이 연 2천만원이 넘는 가장 비싼 교육비가 요구
돼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입학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음.
v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 현황: 최대 성균관대
2,000만원, 최저 충남대 863만원
2010-10-03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8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v 입학생의 선발이 객관적 기준보다는 대학의 주관적 기준에 더 많이 의존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 출신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
라, 특정 대학 졸업생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 예년의 특정 대학 출신
의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과 비슷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전체
적으로 100%이상 증가함으로써 학벌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 등
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v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조일원화방

안에서 공무원인 판사 및 검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한다고 할 때
변호사시험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음. 공무원
임용시험의 성격을 갖는 시험의 응시조건으로 특정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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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9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u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로스쿨을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과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음.

§

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

로스쿨 이외에도 공인된 법과대학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맞지 않음.
일본과 달리 認可를 신청한 대학 중 25개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치를
인가한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여전히 70여개 대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 학부 법학교육
및 로스쿨 법학교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임.
2010-10-0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로스쿨 인가신청시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사의 비율이 2009년도에 40%이상,
2010년 45%이상, 2012년 50%이상이 되어야만 만점을 받도록 인가기준을 제시함.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
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
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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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11

l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서열이 정해진 대학입학현상을 고려할 때, 소위
sky 대학을 비롯한 유명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의 비 법학 학부출신으로 입학정원의 상당수가 채워지고 있음
v

2010학년도 로스쿨 최종합격생의 총 2,000명 중 1,970명은 국내 71개 대학
출신이고, 30명은 외국대학출신임. 국내 71개 대학 중 10명이상 합격자를 배
출한 대학은 25개 대학임. 이 중 sky 대학 및 유명 사립 3개대학(이화여대, 성
균관대, 한양대)의 졸업생이 6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이 유지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지 못한
대학의 법학전공자는 오히려 설 자리가 없으므로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이든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과도기적으로 적어도 3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법학전공자로 채우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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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인증제 도입
지금까지의 학부법학 교육 :
사법시험과목을 위주로 하는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
의 주입식 교육을 하였음.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하여 법
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은 고사하고 교양교육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비판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됨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법학부)의 경우 그 이
전에도 소수의 졸업생만이 법조계로 진출하였고, 대부분의 졸업생은
각종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취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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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인증제 도입
법학인증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의 학생들은 비전부재의 상황에
빠져 있음. 법과대학은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학부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
도록 하여야 함
법학을 전공한 졸업생과 사회의 법률 수요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법학교육인증제
를 생각할 수 있음
- 이미 공학이나 경영학 등에서 도입한 인증제를 학부 법학교육에 도입하여,
교수․학생․대학 및 사회로 구성된 하나의 교육 체계를 구성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법률 전문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필요가 있음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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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인증제의 실시
당초 법학교육 인증제는 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2005년 변호사자
격시험법안을 마련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
원 졸업자 이외에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를 예정하고,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법학교육인증을 받은
법과대학의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지난 5월에 있었던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 주최로 열렸던 학부 법과
대학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간담회에서도 기존 학부법학교육에
대한 법학인증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결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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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법학교육인증제의 실시

법학교육인증의 주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미 2000년 법학분야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평가자체가 주요업무에 속하므로 법학교
육인증기준의 마련, 법학교육인증결과의 활용방안의 제시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됨
법학교육인증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법
학전공자로 채우는 것을 제도화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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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0.3. 현재 전국 법학교수 현황
§
총 1,516명: 전임 교수 1,175명, 실무교수 341명
§ 근속연수 별 전임교수 현황: 1-4년 229명, 5-9년 353명, 10-14명 188명, 15년 이상
405명
§ 직급별 전임교수 현황: 정교수 554명, 부교수 317명, 조교수 265명, 전임강사 39명
 법학교수들의 법관임용
u 법원조직법 제42조
÷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
용한다.
v 1. 판사·검사·변호사
v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
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v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v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v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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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교수들의 법관임용

u 진정한 법조일원화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라는 법률가 집단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므로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검사경력자, 법학교수도
판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음.

u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에

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관경력도 없고, 검사경력도 없는 법학교수들이
있어서, 법조경력이 없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학부법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학교육의 파행현상이 있음. 이를 바로 잡고 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성과물들이 판사직 수행을 통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된 대학의 교수들도 판사로 임용될 필요가 있음.

u

법원조직법 제42조 개정안
÷

②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v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v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v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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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법학교수들의 변호사 자격부여
u 변호사법 제4조
§

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v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v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란 우리 사회에서 법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추상화된 기준임. 다만 이것이 현행법제
하에서는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거쳐서만 취득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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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교수들의 변호사 자격부여
u

법학교육은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전문직
업교육이라면 그 교육자가 그 실무 직업세계의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임. 양성시스템의 일관성, 정당성
을 위해 선행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임.

u

변호사 자격도 없는 선생들이 가르친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주관하고
평가하는 시험을 거쳐서 얻게 된 실무가의 자격이라는 것에 얼마나 정
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법이론의 연마와 실무가의
양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당하는 교수들을 통합된 법률가계급(Jurist)
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실무계 자신들의 정당성을 스
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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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교수들의 변호사 자격부여
u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 요건
4년제 법과대학(법학과 또는 법학부 포함)에서 법학전임교수로서 5년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재직한 자로 하는 안
§ 법과대학(법학과 또는 법학부, 대학원 포함)에서 7년 이상의 법학전임
교수경력을 가진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하는 안
§ 대학에서 법학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는 안
§ 대학원을 설치하여 법학전공을 개설한 4년제 대학의 법학교수직에 재
직중인 자로서 3년 이상 법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는 안

§

u

변호사법 제4조 개정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v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v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v 3. 공인된 대학에서 법학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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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예상가능한 법률가일원화방안
u 1안: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들에게만 변호사자격 및 법관자
격을 부여하는 방안
u 2안: 법학전임교수들에게 일체 변호사자격 및 법관자격을 부여
하지 않는 방안
u 3안: 법학전임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만 부여하는 방안
u 4안: 법학전임교수들에게 법관자격만 부여하는 방안
l 1안은 법학교수집단의 강제적 분리를 가져온다는 점

에서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임. 3안역시 ‘변호사자
격부여 = 변호사개업’이라는 불필요한 의구심만 불러
온다는 점에서 4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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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법률가일원화 방안 토론
토론자：배 병 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법률가일원화 방안 토론문
배 병 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들어가면서
발제문은 변호사시험응시자격 및 법률가 일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변
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 법학교육인증제 도입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가일원화방안과 관련해서
는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변호사시험의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대안의 첫째 방안으로 법무부
에서 제시한 로스쿨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제시한 로스쿨의 총정원을 늘리거나 총정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둘째 방안으로 변호사
시험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전공자 비율확대와 관련해서는
입학정원을 과도기적으로

이상 또는

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을 법학전공자로 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학전공
졸업생과 사회의 법률수요를 연결하는 방안 법학인증을 받은 법과대학의 법
학사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충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법률가일원화방안으로는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부여를 제시하
면서 일정한 경력이 있는 법학교수에게 법관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
습니다

전제사실에 대한 다른 의견
장학금 비율
먼저 발제문에서 전제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제자
는 로스쿨의 장학금의 지급비율과 관련해서 전액장학생 비율과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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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생의 비율을 일견 전체 재학생 중에서 등
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는 학생의 숫자 비율로 해석하여 종래 이 수
치를 근거로 정치문제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년과

년 로스쿨인

가 신청과 본인가 신청 당시에 인가기준으로 로스쿨 재학생 중 장학금을 지
원받는 학생 비율이라는 항목에서의 도표에 전액 장학생 수라는 표현이 있
었습니다 당시 모든 대학들은 이 도표를 전체 학생수에서 장학금을 지급받
는 학생의 수로 이해하였고 그렇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 당시에도 모두 그렇게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
학금 지급비율은 재학생 전체 등록금 총액 중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전액을
말할 수도 있고 재학생 전체 인원수 중에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 총수로
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고 로스쿨
측에서도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현재 전국
금 비율은

개 로스쿨의 장학

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남대학교는 입학정원

전자의 수치는

를 넘고 있고 후자의 수치는

명

명 즉

명에
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의 기준
다음으로 예비시험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로스쿨 입학생의 선발이 객관적 기
준보다는 대학의 주관적 기준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
스쿨 입학시험의 기준에 관한 개념인식의 차이로서 자칫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 입학시험의 전형
요소는 크게 법학적성시험

공인 영어성적 학사과정에서의 성적 구술

면접 등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요
소를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배점을 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구술면접도 집
단면접이나 개별면접 개인질문 금지 사전에 지문을 공개하고 충분히 이해
하고 난 이후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입학지원자
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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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지
장학금 지원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족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
습니다 로스쿨의 장학금은 로스쿨이 정착할 때까지 당분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협의회는

년에 이어

년에도 교육부에

억원의 로스쿨 지원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
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로스쿨의 논의가 늦었지만 도입은 빨랐던 일본은
정부예산으로 매년

천

백억원 이상을 로스쿨에 장학금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장학금으로 약

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법시험제도하에서 사법연수원의 예산형태로 매년
수백억원이 지원되었고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로스쿨하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변호사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종전 사법연
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 총정원
둘째 로스쿨의 총정원을 늘리거나 준칙주의를 도입해서 총정원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도 발제자와 같이 변호사직역문제와 함께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려

년간 로스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

년 로스쿨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재조정

해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
한 변호사양성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하려면 로스쿨 재학중 다양한 학문과
과목을 접한 후에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 매년

명의 입학정원하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백명의 불합격자가 양산됩니다 변호사시험법상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니다

년이 경과하면 합격률은

로 한다고 하더라
번의 시험을 칠

로 고정되게 되어 있습

의 합격률은 아무리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이라고 외치더라도 시

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으로 줄이고 학교당

명

명 기준으로 재분배하여야 하고 로스쿨을 준비하

고 있는 몇 개의 대학을 로스쿨로 진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다닌 학생들은 변호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법조실무능력을 확인하는 변호사시험이 되어야 로스
쿨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161

예비시험
셋째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년 국회에서 재론한다고 하고 있

지만 학계에서는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논의해야 한
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로스쿨법을 개정해서 법학사의 비
율이

분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학교육인증제
넷째 법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해서 제안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
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대학평가를 이용해서 전
국

여개 법과대학 및 법학과에 대하여 법학평가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

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년전

년에 실시한 법학평가를 기초로 하

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학평
가의 결과 우수한 법과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여 교육역량평
가사업의 일환으로서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로
스쿨의 사정으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물론
로스쿨이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로스쿨에서도 학문 후속세대양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로스쿨이 정착되기까지는
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로스쿨의 입장에서는

년이상이 걸릴 수 있습

년간 법학의 암흑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
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을
상대로 하는 법률시장에서 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
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년에 준비작업을 거쳐

년에는 대학교육협

의회가 법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여 법과대학이 법학을 유지하는 등불이 되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 일원화
마지막으로 법률가 일원화 또는 법조일원화의 방안으로 제시한 법학전임교
수들에게 법관자격만 부여하자고 하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아가
일정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예를 들면
학의 부교수 또는

년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년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년제 대

년제 대학의 정교수로 재직중인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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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서
년

월

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로스쿨의 역사는 크게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제도는 태생적으로 포태기에서는 일본보다는 앞서
있었지만 출산은 일본보다 늦었다는 점에서는 좀더 신중한 준비를 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여년간 로스쿨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하면서도 도상연습

으로만 하고 실제 실시프로그램을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당시 법학계에서는 로스쿨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
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도 로스쿨의 출산준비보다는 한담하
기에 바빴고 결국 자생적으로 출산을 하기 보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다른 빌미를 이유로 덤으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입법된 로스쿨제도는
관심 밖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물건은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고 시행되자마자 예비시험이라는 덫에 걸려서 변호사
시험법이 한번 부결되는 등 논란을 빚었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년

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우리나라

년의 실무 법조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논의
를 통해서 로스쿨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이 아닌 법과
대학에서도 법학인증제도를 통해서 법학의 실무와 이론 무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법학도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
스쿨과 법과대학은 다른 트랙이 아니라 법학이론과 실무를 생산하는 법률시
장을 버티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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