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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로스쿨 리걸클리닉 공통 교재 개발
 발제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로스쿨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
염형국(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1. 로스쿨 리걸클리닉 운영의 중요성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과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던 시스템
은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로스쿨 체제로 크게 변화되었다.
로스쿨 제도도입의 주된 취지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
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
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미흡하
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
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이처럼 로스쿨은 단순히 법학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의대 학생들이 레지던트, 인턴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것과 같이, 로스쿨의 학생들에게도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
출 수 있도록 하는 리걸클리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근거이다. 로스쿨에서는 학생
들이 장래 법률전문가로서 처하게 될 다양한 업무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
걸 클리닉은 미국 등의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 방법으로 실무 교수의 지도
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법률상담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
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리걸 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나서서 변호
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법률서비스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실제사건을 다룸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이
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법률지식을 구
체화하고 다면화한다. 리걸클리닉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를 익힐 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하여 공익인권에 대해 접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통로이기도 하다. 로스쿨 설치와 운영의 근거법령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는 로스쿨의 교육내용 중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리걸 클리닉의 목적이 봉사라는 사실은 리걸 클리닉이 강한 공익성을 띤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강한 공익성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소외된 계급, 계층의 이익을
위한 리걸 클리닉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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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리걸 클리닉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리걸 클리닉과 인권이나 외국인, 장애인, 여성
등 특히 인권분야에 대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1)
리걸 클리닉의 공익성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담보된다. 지역사
회에서 법률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계급과 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익
성은 보장된다. 법률서비스는 공공재의 일종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변호사의 과소현상
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2) 그리하여 리걸클
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로스쿨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형사, 행정사건 등 일반 법률상
담을 제공하는 리걸 클리닉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장애인
등의 개별 분야의 리걸 클리닉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변호사의 양성을 담당하게 될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법 제1조에 명기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부합하고, 법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
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더
욱 전문화시킨 변호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로스쿨
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4)
2. 로스쿨 리걸클리닉 운영의 한계
우리 로스쿨 과정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배워야 하고, 졸업
직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의 로스쿨 도입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고 변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리걸클리닉 과목
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이유로 리
걸클리닉을 제대로 된 실무과목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
움 이외에도 리걸클리닉 운영 과정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제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5) 리걸클리닉이 효율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실무를 전담하는 교수진이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수행해야
1)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2)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3)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외법논집」제29집, 한국외국어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8.
4) 염형국, “로스쿨에서의 공공법률서비스와 실무수습과목의 연계방안”, 2008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주
최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전망과 모색’
5)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로스쿨처럼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리걸클리닉 운영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들이 지
역공동체와 밀착해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이 리걸클리닉을 만들어 놓으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그 로스쿨에 사건을 맡기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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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전임 실무교원들의 변호사업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실무
교원으로 로스쿨에 들어왔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스쿨생
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소송을 수행하는 외부 변호사의 보조자
역할에 그치고 직접 의뢰인의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도 제한된다. 리걸클리닉에서 학
생의 공식적 지위와 권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리걸클리닉의 최대 장점인 학생의 실
제 변호사 역할수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로스쿨 인가조건 중의 하나가 20% 이상의
실무교수 확보였는데 그렇게 둔 실무교수를 전혀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
소한 실무교수가 교육과정에서라도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리걸클리닉제도가 제
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 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고 임상교수 및 지도변호
사를 두어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법률상담, 자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을 전담하면서 최고법원클리닉,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여성아동인권클리
닉, 인간존엄성 클리닉, 국제거래클리닉, 소비자분쟁클리닉, 민사실무클리닉, 집단소송
클리닉, 장애인권클리닉, 조정클리닉, 약관규제법클리닉, 형사실무클리닉, 형사변호클
리닉,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피해자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 사회적경제클리닉, 표현
의자유클리닉, 엔터테인먼트법클리닉 등 18개에 이르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6) 다
른 로스쿨에서 자교의 여건에 맞게 임상교수 내지 지도변호사를 두고 리걸클리닉 과
목에서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리걸클리닉이 필수과목이 아니고, 커리큘럼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에서
의 필수과목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거의 모든 대학에서 리걸클리닉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임에도 시간과 예산은 많이 소요된다. 아직 커리큘
럼도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보니 어떤 것을 리걸클리닉의 실습내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리걸클리닉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우선은 리걸클
리닉 수업을 보다 표준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토
대로 하여 리걸클리닉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교육내용과 운영에 관한 표준매뉴
얼을 만들어 다른 교과목과 같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건접수와 조사, 소송수행에 지출되는 비용과 소송수행을 담당할 외부 교수들
의 영입비용, 리걸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조직 비용 등을 로스쿨들
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리걸클리닉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
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 내 부설 로펌을 설치해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
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은 대부분 부설 로펌을 설치해 외
부 협력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
6)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http://slcc.snu.ac.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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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임료는 협력변호사들이 상당부분 가져가지만 일부는 부설 로펌에 할당돼 로스
쿨생들의 실무교육지원비로 쓰이고 있다.
3. 로스쿨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
가.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문자로 된 판례나 교과서 등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일하게 될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해

이론 공부와 실무가 조화를 이루고 실제 구체적인 현장․살아있는 사건의 당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의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법조인이라고 느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답이 있는 사건보다 오히려 판례도

없고 애매한 사건이 더 많다. 실제 사건을 마주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토의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로스쿨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리걸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사건 당사자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속 윤리가 아닌 법조인으로서 살아있는 윤리를 접하게 되며 올바른 직업적 자기정체
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0월 19일 전국
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담당교수들이 모여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를 발족하
였다. 리걸클리닉협의회는 로스쿨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
한 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25개 로스쿨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하며, 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협의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로스쿨 리걸클리닉
과정을 표준화하고, 리걸클리닉 과목마다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안내해줄 표준 매뉴얼 작업이 시급하다. 현재 25개 개별 로스쿨마다 리걸클리닉 과목
을 운용하는 수준이 편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로스쿨 학생들의 교육불
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 운영을 표준화하고, 로스쿨
간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리걸클리닉 수업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로스쿨
간 수업 편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리걸클리닉 매뉴얼의 역할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은 각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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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리걸클리닉센터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리걸클리닉 담당교수를 위한 리걸
클리닉 운영의 가이드라인,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리걸클
리닉 실무과목을 지도하는 지도변호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리걸클리닉
과목의 표준적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리걸클리닉 담당교수는 큰 어려움 없이
리걸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참여학생은 리걸클리닉 과목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
측하며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지도변호사들도 이전보다는
좀더 부담을 덜 갖고 리걸클리닉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리걸클리닉 개별과목의 수업과정을 표준화한다. 아직 각 학교별로 리걸클리
닉 과목의 진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여하는 학생
들도, 지도하는 변호사도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진행할지 예측가능성이 전혀 담보
되고 있지 않다. 상담클리닉, 조정클리닉, 형사변론클리닉 등 많은 로스쿨에서 진행하
고 있는 리걸클리닉 과목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과 지도변호사들의 예
측가능성을 높이고, 각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 운영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 제작을 통해 로스쿨 실무교육의 수준을 높여 애초
에 로스쿨 도입의 주된 취지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다. 현재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시에 합격하여 실무로 배출되는 많은 변호
사들은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만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
에 대한 감각을 갖추지 못한 채 어떻게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의뢰인을 만나며, 실
제 사건을 접하였을 때에 어떻게 이를 수행할지, 법률서면을 어떻게 작성할지 어려워
한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법이론만 배웠지, 실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여 어
떻게 사건을 수행할지에 대해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이
제작되고, 이를 통해 각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이론과 실무감각
을 함께 갖춘 법률가로서 실무에 뛰어들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 구성
이번에 제작하는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은 ①리걸클리닉 운영매뉴얼, ②상담 및 지역
사회법률구조클리닉 매뉴얼, ③형사변론클리닉 매뉴얼, ④조정클리닉 매뉴얼 등이다.
아래의 리걸클리닉 표준매뉴얼의 골자를 담안 매뉴얼 초안은 별첨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리걸클리닉 운영매뉴얼에서는 일반적인 리걸클리닉센터 조직현황,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예시, 개별 리걸클리닉 과목의 운영방법, 송무 실습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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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상담 및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매뉴얼에서는 법률상담의 개요, 강의의 구
성,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외부기관 방문상담 운영, 상담클리닉의 문서양식, 법률상담
수행보고서 예시, 검토의견서 예시, 케이스 라운드의 발표자료 예시 등을 제시한다.
형사변론클리닉 매뉴얼에서는 형사변론클리닉의 개요, 형사변론클리닉의 운영, 형사변
론 기본요령 안내, 형사변론 서면작성요령 안내, 형사변론 서면 예시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정클리닉 매뉴얼에서는 민사조정의 개요, 조정클리닉의 운영실무, 조정
클리닉 관련서식, 조정클리닉 보고서 예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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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리걸클리닉 운영매뉴얼
1. 리걸클리닉의 운영
가.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무엇인가?
리걸클리닉 교육의 내용과 현황은 각 로스쿨의 인적, 물적 기반에 따라 다양하다. 리걸클리
닉 교과목과 센터 운영에 관한 필수요소를 정리하고, 모범적인 ‘운영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리걸클리닉 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건의 접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조사, 법률검토, 증거의 수집과 정리, 해결방안의
제시, 문서의 작성과 소송·조정·중재 등 각종 법적 절차의 진행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
는 임상적 방법의 법학교육을 말한다.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1970년대부터 매우 발전하여 마치 의과대학병원처럼 교육과 연
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기준」 및 「법학전문대
학원 평가기준」에 의하여 센터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수항목이다. 현재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은 리걸클리닉을 각 로스쿨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 로스
쿨 리걸클리닉 교육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실무교육방법을 넘어 법률봉사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다원적이고 종합적인 법학교육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 리걸클리닉의 필수요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4.4.3. 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 평가기준>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리걸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클리닉 과정
을 개설하고 있다.
◎ (2) (적절한 내용 구성)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리걸클리닉 운영을 통한 송무실습 실적이 있다.
◎ (5)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개별 또는 집합적인 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
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 (6)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
원을 확보하고 있다.
○ (7)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리걸클
리닉을 위한 자료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8)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가 적정하다.
평가기준은 로스쿨 인증평가를 충족하기 위한 리걸클리닉의 필수요소(평가기준 4.4.3.)와 리
걸클리닉의 공익성(평가기준 4.4.5.)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의 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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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임상과목의 실시에 적합한 경험을 충분하게 보유한 법조 실무교원의 주도하에 현실
적으로 발생한 실제사건의 해결을 통해 분쟁해결 능력과 지식을 배양하도록 운영되어야 한
다.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및 조정 능력, 의뢰
인과의 면담기법 등을 배양하기 위해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정리, 의견서 작
성, 재판 방청 등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리걸
클리닉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 조정참여 경험, 문서작성 등에 대해서 교원이 개별 면담 또
는 첨삭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입학정원에 따라 최소 송무실습 실적을 정하고 있다. 입학정원 100명 이상 로스쿨은
7건 이상, 100명 미만 ~ 60명 이상 5건 이상, 그리고 60명 미만 3건 이상이다. 또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결과를 자료집의 형태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리걸클리닉 운영비(인건비 제외)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100명 이상은 3천만원 이상, 100명 미만 ~ 60명 이상 2천만원 이상, 그리고 60명 미만은
1천만원 이상이다. 센터의 조직면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유급담당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요소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자료로 아래 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운영규정’, ‘운영방침’ 및 ‘송무실습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중요하다.
<리걸클리닉 평가자료>

1.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2. 리걸클리닉 운영 방침 및 현황
3.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직원현황 및 조직표
4. 직원 임금지급 실적표
5. 의견서 등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6. 리걸클리닉 자료집
7. 송무실습 가이드라인
다. 리걸클리닉의 조직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리걸클리닉 센터장 이외에 리걸클리닉 전담교
수 내지 전담변호사를 둘 필요가 있다. 리걸클리닉 전담교수 내지 전담변호사는 로스쿨로부
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외부로부터 사건을 수임7)하고 소송수행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한편 내외부의 전문가 확보가 리걸클리닉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리걸클리닉 전담교수·전담변호사 뿐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객원교수나 전
임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개별 리걸클리닉 과목을 수행하도록 한다.

7) 외부사건을 수임할 때에 수임료를 받을 것인지, 무료로 수행할 것인지는 개별 로스쿨의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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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센터의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교수·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개별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내외부 교원들의 임상교원 회의체, 전담교수·전담변호사·
업무직원 등이 포함된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의 조직
도는 다음과 같다.

라. 리걸클리닉 운영규정의 정비
리걸클리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리걸클리닉 운영규정」의 정비가 필
요하다. 운영규정의 정비는 특히 처음으로 리걸클리닉의 책임을 맡은 전임교원에게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리걸클리닉 학생, 겸임교수, 송무지도변호사, 조교, 직원
등 리걸클리닉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에 활용되고, 그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길잡이
가 된다.
운영규정을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를 위한 가이드라인(매
뉴얼),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송무지도변호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상담자
문변호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규정(모범안)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과 구성
제3장 주요 활동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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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습과정을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리걸클리닉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
2.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교육
3. 학생들의 공익실습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4. 그 밖에 리걸클리닉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법률활동의 기획과 지원

제2장 조직과 구성
제4조 (조직) 리걸클리닉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임상교원, 겸임교수, 지도변호사, 자문위원을 두
고, 그 외 학생운영위원과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리걸클리닉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리걸클리닉 과목의 신규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
2. 리걸클리닉 과목 겸임교원의 추천
3. 리걸클리닉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의 선발 및 감독
4. 리걸클리닉 사무소의 공간배치 및 기자재, 비품, 소모품의 관리
5. 기타 리걸클리닉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의 신청 및 그 집행과 감독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실무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리걸클리닉의 목표를 이해하고 전문성과 경험으로 가진 학내외 인사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과 결산,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주요 활동
제7조(운영방침) 리걸클리닉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지향한다.
1. 실무 종사 변호사에 의한 직접 지도
2. 실제 사건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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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화된 공익 인권 분야 실습
4. 리걸클리닉 사무실과 지도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연계교육
5. 강의실 교육과 확연히 다른 유연한 교과과정 개발
6. 매학기 개설
7. 클리닉 과정 당 5명 내외 소수 정예의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운영
8. 법조윤리에 입각한 실무교육
제8조(전문 분야별 리걸클리닉 운영) 리걸클리닉 교육은 공익인권소송 일반 클리닉, 형사법 클리
닉, 노동법 클리닉, 국제인권법 클리닉 등 전문 분야별 클리닉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 구
체적인 클리닉 과정의 개설 여부는 매학기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제9조(교육방법) ① 전문 분야별 리걸클리닉은 실무 변호사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1. 학기 중 격주 단위로 변호사 사무실과 학내의 리걸클리닉 사무소를 오가며 지도한다.
2. 주 2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하되, 그 시간은 지도 변호사와 수강 학생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
적으로 지정한다.
3. 법률사무소에서의 교육은 실제사건의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법정 혹은 기
타 관공서 등에서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4. 리걸클리닉 사무소에서의 교육은 법률문서에 대한 강평 및 법률문서 작성법 등에 초점을
둔다.
② 소장은 전문 분야별 리걸클리닉 과정과 관계없이 리걸클리닉에 답지하는 법률상담 사건을
리걸클리닉 지원 학생들에게 배당하여 법률상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전문 과
정 리걸클리닉 지도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담방법 및 상담지도를 한다.
③ 리걸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기말에 전문 과정 단위로 소장에게 한 학기 수행한 업무
에 관한 보고서를 자료집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상담기록, 과정별 세미나 결
과, 지도변호사가 작성하도록 한 각종 법률문서를 넣어야 한다.
제10조(리걸클리닉 사무소의 이용) 리걸클리닉 과정에 들어 온 학생들은 리걸클리닉 사무소를 출
입하며 사무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비품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사무소의 관리를 위해 소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11조(리걸클리닉 법률상담) ① 리걸클리닉에서의 법률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되,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소장은 리걸클리닉의 법률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과정별로 수습학생들에게 당직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학생은 지정된 시간 동안 리걸클리닉 사무소에 상주해야 한
다.
③ 수습학생이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습학생은 상담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상담 내용을 사건별로 기록해야 한다.
2. 수습학생은 상담이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항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습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습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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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된다.
4. 수습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을 경우 반드시 소장이나 교
과 담당교수에게 질문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5. 수습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6. 수습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소송수행) ①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참여학생들이 실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지도변
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것을 포함함)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규정상의 법조윤리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참여학생들은 소송수행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전적 대가나 향응을 받
아서는 안 된다.
③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담당하는 소송사건은 실무교육적 가치가 있고 공익적 및 법률부조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제13조(홍보활동) 소장은 리걸클리닉 사무소에서의 법률상담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을 비
롯한 적절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예산) 예산은 OO대학교의 교비, 교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지출) 센터는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이에 상
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6조(기타) ①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실무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의한다.
②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실무교육위원회 및 원
장과 협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2. 개별 리걸클리닉의 운영
리걸클리닉은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임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제 변호사의 업무를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업무의 가장 기
본이 되는 상담클리닉부터 민·형사소송 클리닉, 조정클리닉 등과 개별 로스쿨의 특성에 맞
추어 공익인권클리닉, 조세금융클리닉, 지적재산권클리닉 등의 다양한 클리닉을 개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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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
개별 리걸클리닉 과목 중 상담클리닉은 학내 교수 내지 전담변호사가 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외부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위촉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리걸클리닉을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리걸클리닉센터와 외부변호사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학생 지도
를 외부변호사에게 일임하게 되어 외부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리걸클리닉 수업 간 편차가 크
게 날 수 있다. 리걸클리닉 수업 간 편차를 줄이고, 과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리걸클리닉 과목의 강의 계획을 표준화하고, 리걸클리닉 센터장이나 전담변호사가 해
당 외부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개별 리걸클리닉에서 상담 내지 소송사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
클리닉의 경우에 리걸클리닉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사건을 접수받거나 외부의 복지관,
센터, 공익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
다.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의 경우에 지역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리걸
클리닉 사건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건이 발굴되는 경우에 이를 리걸클리닉 전담변호사가
수임하여 해당 리걸클리닉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형
사변론 클리닉은 가까운 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담당하거나 주
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의 클리
닉 과목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물색하여 그 전문가를 클리닉 과목을 수행할 겸임교수로 위촉
하여 전문가가 수행해온 사건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사건에 참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조정클리닉의 경우에 일부 로스쿨은 가까운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기별로
일정한 수의 사건을 배당받아 학교의 교수나 외부변호사들이 이를 담당하고, 해당 조정사건
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리걸클리닉은 실습을 중시하는 교과목이므로,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은 많
지 않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즉 케이스 라운드(Case
Round)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각자 담당한 내용을 공개 설명하고, 반성적 회고를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공개 설명은 또
변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도 한다. 케이스 라운드
에는 외부 변호사와 학내 리걸클리닉 센터장 또는 학내 리걸클리닉 담당 교수가 참석한 가
운데 1학기에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9)
3 송무실습규정(가이드라인)의 마련

리걸클리닉센터 송무실습 규정(가이드라인)(모범안)

8) 서울대 로스쿨은 최고법원클리닉,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인간존엄성 클리닉,
국제거래클리닉, 소비자분쟁클리닉, 민사실무클리닉, 집단소송클리닉, 장애인권클리닉, 조정클리닉, 약
관규제법클리닉, 형사실무클리닉, 형사변호클리닉,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피해자클리닉, 국제인권클
리닉, 사회적경제클리닉, 표현의자유클리닉, 엔터테인먼트법클리닉 등 18개에 이르는 클리닉을 운영하
고 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http://slcc.snu.ac.kr/index.php
9) 이종근 외2, 『리걸클리닉 표준모델 개발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2014. 3.),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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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걸클리닉센터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구조사건에 대하여 리걸클리
닉 송무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무실습의 범위】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 ADR, 입법 청
원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법률구조 대상사건】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구조사건
2.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는 사건
3. 법적으로 중요하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건
4. 지역사회 구조적 성격이 있는 사건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법률구조가 필요성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4조【법률구조 사건의 선정】 ①센터장은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 사건을 선정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은 법률구조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으로 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제5조【수임계약】 ①의뢰인과 법률구조사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법률구조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구조수행팀의 구성과 의무】 ①리걸클리닉센터의 장은 구조사건이 정해지면 사건의 성
격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도교수, 지도변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구
성된 법률구조수행을 구성한다.
②법률구조활동에 있어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규정 등 법조윤리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사건에 참여하는 지도교수, 지도변호사 및 학생들은 소송수행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어떤 명목
으로라도 금전적 대가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법률구조팀원이 당해 법률구조사건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건수행】①법률구조팀은 당사자의 목적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법률적 쟁점을
도출하고 입증방법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
②법률구조팀은 법률구조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때에 당사자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대처방
안을 성실히 협의한다.
③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의 취하, 조정의 성립, 종국판결 등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구조팀은 사전에 센터에 이를 통지하고 적절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회의】①사건회의는 리걸클리닉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사건 회의와 개별 사건
회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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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체 사건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되며, 소송수행팀이 발표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③개별 사건회의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개최되며, 사건 진행 기간 동안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④지도교수와 지도변호사는 사건수행의 적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들
은 사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사건기록】 ①법률구조팀은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포함한 전체 사건기록 등을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보관한다.
②법률구조팀은 사건이 종료된 후 사건기록 등을 리걸클리닉센터에 송부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사건진행 중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법률구조를 완료한 경우 법률구조팀은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리걸클리
닉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자료집 제작】①리걸클리닉센터는 사건이 종료한 후 사건의 기록물을 정리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리걸클리닉센터는 법률구조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와 소송기록 등을 모아 매년 1회 이상 자료집
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리걸클리닉센터는 당사자에 관한 개인정보사항을 삭제하는 등 비실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①리걸클리닉센터는 지도변호사에게 사건을 착수하는 시점에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도변호사 등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③사건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은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진행과정에서 특별한 사
유가 발생하고 법률구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도의 비용을 의뢰인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들은 당사자와 상담, 협의 등을
통하여 얻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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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상담 및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매뉴얼
1. 법률상담의 개념
법률상담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모든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전에 의뢰인들을 만나서 법률상담을 하
고 있고, 위임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
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
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10)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
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제112조 제3호
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각 처벌하고 있
다. 즉,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자의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하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는 각각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부동산
중개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유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 중에도 계속 의뢰인에게 사건 진
행 및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주요 업무이다.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면서 의뢰인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에 관한 실무 공부를 하기 전에, 법률상담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법률 실무 공부에 대한 목적,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법률자문’과 ‘법률상담’을 따로 의미 구분을 하고 사용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률자문’은 서면 형식으로 법률상담이 진행되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담’은 서면 형식 이외에의 모든 형태의 법률상담에 대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리걸클리닉센터의 법률상담은 홈페이지나 전화, 협력단체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
형사, 가사, 기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은 법률 실무 교
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지도변호사 또는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진행하거나 로스쿨 학생들의 참관하여 지도변호사 또는 담당 교수가 진행할 수 있으며, 교
육적·공익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2.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의 운영

10)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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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 법률구조클리닉의 개요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에서는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실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건을 다룰 수 있다. 리걸클리닉센터의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침으로서 로스쿨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건 수행으로 공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수
행하는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서면 등의 법률지원, 소송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을 수
행할 수도 있다.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법률상담에서 연계되거나 지역 단체에서 의뢰된 사건의 서면작성
등 법률지원(소액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장)과 소
송수행을 할 수 있다.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통해 소송수행(사건수행 현
황 및 주요 사건 입양청구사건, 용역비, 난민불인정취소사건 등) 심의 의결을 거친 사건을
다룬다. 또한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외의 다른 클리닉(최고법원변론클리닉, 여성아동클
리닉)에서 연계된 사건 또는 공익소송 대리인단 참여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
나. 강의의 구성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에서는 리걸클리닉센터가 수행하는 법률상담 사건과 소송수행 사
건 등 법률구조 사건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진
행 방법을 강의하고, 상담 전 각 배정된 법률상담 사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수행한다. 각자 수행한 상담 사건은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는 케이스
라운드를 진행한다. 소송수행사건은 진행 사건을 소개하고 법률서면 작성 및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담당 사건의 서면 초안을 작성한 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고 강
평 강의를 하고, 최종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에 제출된다. 법률상담 및 수행사건 서면작성
이외에도 지역사회 법률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 특강(법률홈닥터, 지역
활동 공익변호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강의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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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에서 수행하는 법률상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상담 방법론에
대한 강의 및 법률상담 절차 안내, 상담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교육이 사전교육으로 이루어
진다. 강의 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리걸클리닉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건 중 학생이
진행할 사건을 배정한다. 학생들에게 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배정하고 자료를 공유하는데에
사건관리 프로그램(로탑)을 활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은 학생이 사전에 담당 사건의 쟁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
작한다. 배정받은 상담 신청 내용을 1차 검토 후, 쟁점 및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자료
및 질의사항을 작성하여 담당 지도변호사에게 확인을 받고 리걸클리닉센터 메일 계정을 활
용하여 신청인에게 송부(지도변호사 참조)하고 후속 메일 수신은 지도변호사가 확인하여 필
요시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다. 상담 일정은 사전 검토하는 상담일지 작성 및 지도변호사 검
토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인, 담당학생, 지도변호사의 일정을 확인하여 조율한다.
신청 내용 및 메일을 통해 추가로 받은 신청 내용 및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상담일지를 작
성한다. 작성한 상담일지는 사건관리 프로그램(로탑)에 업로드하고 담당 지도변호사에게 메
일을 발송(기한은 상담 일정 고려)한다. 지도변호사가 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이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 및 상담을 준비한다. 상담은 상담 시간 10분 전(필요 시 20분전)
지도변호사와 상담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상담 준비를 위한 미팅을 진행한 후 신청인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 복장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복장(가급적 정장)으로 하고, 학생이 주
도하여 신청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도변호사는 참관하며 지도변호사는 상담 종료 후 추가
질의 등에 보충하여 신청인 상담을 완료한다. 상담 종료 후, 학생과 지도변호사는 상담내용
에 대한 코멘트와 질문 등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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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보고로 법률상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행보고서는 상담 과정에서 확
인된 사실관계와 실제 상담에서 적용한 법리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상담 후 7일
이내 사건관리 프로그램(로탑)에 업로드하고 담당 지도변호사에게 제출한다. 진행한 상담
내용은 수업 중 케이스라운드 시간에 담당사건에 대한 개요 및 상담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
행하고, 법률상담 수행보고서는 연간 발행하는 리걸클리닉 자료집에 게재한다.
다. 소송수행 진행절차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수행하는 소송 중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학생들이 참여할 사건을
1~2건 선별하여 사건별로 학생 3~4명 배정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관리 프로그램(로탑)을 활용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배부한다.각 소송수행에서 필요한 서
면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교수와 지도변호사가 각 서면을 검토한다. 검토한 내
용을 바탕으로 서면의 쟁점을 토론하고 1차 서면에 대한 강평 강의를 한다. 쟁점 토론 및
강평 강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2차 서면을 작성한다. 최종 서면은 지도변호사와 담당교
수가 종합하여 최종 서면을 완성하여 사건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최종 서면에 강평 및 피드
백을 해준다.
3. 상담클리닉의 운영
가. 리걸클리닉 센터 무료법률상담
1) 상담 접수
가) 전화상담 접수
- 2인 1조로 상담을 진행, 조별로 돌아가며 당번을 정하여 공강시간에 사무실에서 상담접
수를 받고 상담을 수행
- A조(000, 000), B조(000, 000), C조(000, 000), D조(000, 000), E조(000, 000)
- 상담접수는 센터 전화로 받음, 정식접수를 원칙으로 함(단, 의뢰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
기를 원하지 않고 간단한 법률 질의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상담을 종료, 이 경
우에도 이름·연락처, 간단한 상담내용을 메모로 남기도록 함)
- 전화로 최초 상담접수시 <법률상담신청서> 작성함, 신청서 작성시 먼저 개인정보제공동
의를 받도록 함.
- 작성한 신청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2020-03-02 홍길동” 방식으로 바탕화면
에 저장하도록 함.
나) 이메일 상담접수
- 이메일 상담접수의 경우 담당조교가 당직일자와 순서를 고려하여 배당하도록 함
다) 의뢰인 직접방문
- 의뢰인이 사전에 시간을 정하여 방문약속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방문접수의 경우에 <의뢰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법률상담신청서>를 받도록 함

- 19 -

-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시 가급적 의뢰인 란과 개인정보활용 동의란만 의뢰인이 직접 작
성하도록 하고, 사건개요 및 문의사항란은 간단히 별지에 메모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 등을 통해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함(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
하는 것임을 주지하도록 함)
- 가능한 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편안히 말씀할 수 있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
음.
2) 상담사건 배당
사전에 당번조를 정하여 당번조가 각 당번일에 접수한 사건의 상담위원(학생)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사건접수 건수가 유동적이어서 당일 접수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조
교가 조정하여 배정함)
3) 배당 후 상담
-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위원(학생)이 약속을 정하여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함, 다만 의
뢰인이 대면상담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화상담으로 대체 가능함
4) 검토
- 대면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①<법률상담보고서>와 ②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작성한 의견서 및 법률상담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메일 등을 통해 검토를 받고, 수정작업
을 거침
- 각 상담사건의 지도교수는 상담배당 메일이 나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안내함
5) 제출
- 최종 완성된 <의견서>를 의뢰인의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함
:메일 제목은 “[리걸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로 하도
록 함
- <의견서> 및 <법률상담보고서>를 legalclinic@legal.ac.kr 로 제출하도록 함
:메일 제목은 “[법률상담 A조] 00번 사건과제”로 하도록 함
- 의견서 송부 및 의견서·보고서 제출은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부득이한 사정
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교에게 연락하도록 함)
6) 2020년 2학기 당직일정 안내(A~E조)
일
6
13
20
27
11
18

월
7: D
14: D
21: D
28: D

화
9/1: OT
8: E
15: E
22: E
29: E
10/1~9 추석

수
목
금
2: A
3: B
4: C
9: A
10: B
11: C
16: A
17: B
18: C
23: A
24: B
25: C
30: A
및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업
휴업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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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12
19
26

17
24

25
26: B
11/1
2: B
8
9: B
15
16: B
22
23: B
29
6
13
- 위 당번조는 분반 순서

27: C
3: C
10: C
17: C
24: C

28: D
4: D
11: D
18: D
25: D
휴업
기말고사
휴업
이름순으로 배정함, 다만

29: E
5: E
12: E
19: E
26: E

30: A
6: A
13: A
20: A
27

31
7
14
21
28
12/5
12
19
필요한 경우에 수강생들끼리 자유롭게

당번조를 교환할 수 있음, 교환 후 조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
- 리걸클리닉 사무실은 평일(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12~1시 제외) 운영이
원칙이고, 공식휴강일 및 공휴일은 쉬도록 함
- 수강생들의 중간·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하여, 7~8주 및 15~16주는 원칙적으로 상담을 접
수하지 않음을 사전에 공지함
6) 상담 안내
가) 상담신청
①전화 신청: 02-1234-5678
②이메일 신청: legalclinic@legal.ac.kr
③방문신청: 리걸대학교 제1법학관 101호
※ 접수 가능시간: 학기 중 평일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제외
①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기간(매학기 7~8주, 15~16주)
② 방학기간(7~8월, 1~2월)
③리걸클리닉 상담소에서 관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상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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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기관 방문상담
1) 외부기관 방문상담 협조요청
- 지역사회 법률봉사의 일환으로 외부기관 방문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
음.
- 법학전문대학원 인근의 외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사전에 로스쿨 차원의 방
문상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함
- 외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방문상담을 어떠한 방식(1회성, 매달 정기방문 등)을 진
행할지 논의·결정
2) 외부기관 방문상담
- 사전에 해당 외부기관에 리걸클리닉 센터의 방문 법률상담에 대한 홍보를 요청
- 지정된 날에 지도교수와 배정된 조원들이 함께 외부기관에 방문 상담 접수를 받음
- 리걸클리닉 센터 방문상담과 동일하게 <의뢰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법률상담신청서>
를 받도록 함.
- 방문상담 접수도 정식접수를 원칙으로 함(단, 의뢰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간단한 법률 질의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간단한 상담 후 대
면상담을 종료, 이 경우에도 이름·연락처, 간단한 상담내용을 메모로 남기도록 함)

4. 상담 및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활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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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걸클리닉 법률상담 신청서

신청일자

2020-03-01

상담경로

①전화

리걸클리닉을

접수번호
②홈페이지(이메일)

③방문

예)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등

알게 된 경위

성명(필수)
전화번호(필수)
이메일(필수)
의뢰인

주소
생년월일
* 과거에 00대 리걸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사건 개요
및
문의사항

▶ 상담진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상담 종료 전까지 수집
및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담종료 후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
필수동의

고 상담내용을 00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상담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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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길 동

(서명)

나.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 및 형법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의거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리걸클리닉센터 법률
상담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위 서약인

(인, 서명)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센터장 귀중

다. 메일작성[예시]
제목: 법률상담 일정 및 추가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법률구조 클리닉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학년
000입니다.
(신청 주요 내용, 사건명)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신청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지도변호사인 000변호사와 함께 방문상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되며 (가능한 일자 및 시간 명시)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상담 일시를 보내주시면 일정 확정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드림
[공통 안내사항]
- 본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상 법적 문제는 복잡한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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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 센터는 상담내용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상담의뢰인은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센터 및 담당변호사나 학생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라. 법률상담일지

법률상담 일지
Ⅰ

사건접수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구 분

Ⅱ

□ 교직원

□ 학부생

□ 대학원생 □ 외국인 유학생

□ 지역주민(외국인 포함)

□ 협력단체 연계

신청내용
신청제목

사건의 개요

□ 소송제기·방어 □ 고소·고발 □ 진정사건 □ 법률자문
□ 기타

요청 및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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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담내용

상담차수

상담일

담당자

상담방식

전화번호

이메일

2020. 00. 00.
□ 메일

검토의견

안내사항 및 후속조치

관련소송 및 진정

(사건번호 :

)

진행경과

첨부자료
기 타

담당 변호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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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대면

마. 법률상담 수행보고서

법률상담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상담일시

2020000

사건명
작성자(학번,이
름)

의뢰내용

조치 및 답변

관련법령 및
판례
검토

후속 상담 및
소송연계 여부

지도 및 강평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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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담의견서

리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1차 상담) 의견서
(우)1000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 리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101호 리걸클리닉센터

의 뢰 인

○○○(010-1234-5678 / 이메일 abc@gmail.com)

상담일자

2020. 3. 2. 오전 10:00~11:00

결과회신

2020. 3. 6.

연락처

02-1234-5678 / legalclinic@legal.ac.kr

상담위원

○○○

지도교수

○○○

제 목

상담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리걸대학교 리걸클리닉입니다.
우선 저희 리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에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법률상담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 사실관계
나. 질의사항

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가. 00 사항에 대한 답변

3. 다시금 저희 리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상담이 귀하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법률적으로 문
제되는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위원 ○○○,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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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케이스라운드 발표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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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형사 변론클리닉 매뉴얼
1. 형사 변론클리닉의 개요
임상법학 과목으로 개설된 형사변호 클리닉은 각 단계별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인
권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변호인이 수행할 역할을 이해하고,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변호인의 조력에 대하여 숙지하
게 된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의 한쪽에 국가기관인 검사가 있을 때 저울의 다른
쪽에 있는 피고인 옆에 형사변호인이 있어야 비로소 저울은 수평을 이룰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형사법 이론이 어떠한 형태로 공판절차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실제 사건기록
을 통해 인식하고, 다양한 절차의 형사공판에서 바람직한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정립한다.
다양한 형사사건 유형과 내용을 접하고 세밀한 사건기록의 검토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인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형사절차법적인 실무지식 등을 체득하여 변호인이
제출해야 할 각종 형사법문서의 작성 능력 등을 배가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형사 변론클리닉에서는 담당 교수가 실제 변론했던 생생한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으
로 강의가 진행되는 바, 형사소송법 등 관련 조문이 실제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경험할 수 있다. 형사 변론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실제 형사사건 기록
을 접할 수 있고, 증거기록 검토, 피고인 접견, 의견서 작성까지의 변론준비 과정 및 실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변론 방법을 습득하고, 피고인 접견참관 및 형사법정 방
청으로 실제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형사변호인으로서 범죄를 바라보
는 관점(범죄는 대부분 인간의 욕구 및 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해, 피
해자에 대한 이해, 증거, 경험칙,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형사변호인에게 요
구되는 역할인 각 사례별 변론 기술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는 방
법을 익힌다.
2. 형사변론 클리닉의 운영
가. 형사변론클리닉의 주요내용
•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및 피고인에 대한 이해
• 형사변호인의 역할 습득을 위한 기초 강의(형사소송법 조문 개관, 형사증거법 강의)
• 담당 교수가 실제 변론했던 형사사건 기록·의견서·판결문 바탕으로 형사
• 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전반에 대한 습득(기록검토 방법, 의견서 작성방법, 증인신문 방
법 등)
• 형사변호인의 실무경험(담당 교수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 접견 참관, 형사법정 방청
등)
• 다양한 형사기록의 열람 및 변론
• 국민참여재판의 실상과 변론 요령
• 형사 피고인(의뢰인 등)의 면담 기법

- 30 -

• 형사공탁 등 다양한 변론 활동 방안
• 법률상담 Case Study
나. 형사변론클리닉 강의계획서
강의일

강의제목

강의내용
실사례를 바탕으로 한 형사변호인의 의미

1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의미

2

형사소송 단계별 형사변호인의 역할

3

형사증거 및 양형기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영장실질심사변론과 구속적부심 변론
영장실질심사변론과 구속적부심 변론
공소장 검토 요령 및 보석청구 등
공소장 검토 요령 및 보석청구 등
증거서류 검토와 증인심문
증거서류 검토와 증인심문
최후변론
최후변론
항소
항소
형사법정 방청
형사법정 방청

와 피고인에 대한 이해
수사 및 재판 절차별 형사변호인의 역할
실제 기록에서 증거법이 구현되는 방법
이해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 조사 참여 등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토
보석청구서 작성
작성한 보석청구서 제출, 검토
증인신문사항 작성
작성한 증인신문사항 제출, 검토
변론요지서 작성
작성한 변론요지서 제출, 검토
항소이유서 작성
작성한 항소이유서 제출, 검토
구체적 사건 진행 중인 형사법정 방청
형사법정 방청기 제출

다. 형사변론의 기본요령 안내
우리 형사재판에서의 공방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형사변론
서면은 상대방인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탄핵하고, 검찰의 주장 및 입증으로부터
우리(피의자 또는 피고인)측 주장을 방어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우리측 주장에 설득당하도록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서면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고,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인 검찰을 향한 것이 아니다. 형사변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론할 것
인가에서 출발하지 말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
다. 비록 불리해 보이거나 버거운 진실이라도 진실에서 출발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진실에 입각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인가는 철저히 전략적이어야
한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한 법 이론을 적용하고 아무리 치밀
한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당연히 파악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사실파악을 위해 할 역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호사
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파악된 사실관계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 숙달된 변호사는 보다 깊이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미숙한 변호사는 표면적인 진실에만 접근할 수 있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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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호사는 과감하게 진실을 직면할 수 있지만 연약한 변호사는 자기가 감당할만한 진실
만을 보고자 한다. 지혜로운 변호사는 유연한 태도로 진실에 접근하지만 어리석은 변호사는
자기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실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공개된 정보의 검색,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 심지어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사실을 파악한다. 얼마나 적확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폭
넓게 사실을 수집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주장의 질이 좌우된다.
또한 형사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검찰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이해
해야 한다. 상대방인 검찰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박하면 효과적인 반박이 되
지 못하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상대방은 '갑'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을'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반박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역공을 허
용하는 빌미를 준다.
검찰 주장의 논리비약, 모순, 근거의 희박, 편파적인 시각,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충, 상식이
나 법리와의 상충, 누락, 오류, 왜곡 등을 세심하게 가려내야 한다. 검찰의 주장을 막연히
부당하다던지 독단적이라고 판단하는 식의 반박은 효과가 없다. 과연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해 내야 한다. 이 역시 검찰 주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
러한 세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실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쓴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안 쓴 내용도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안 쓴 내용
에서 ‘사실상 다투지 않는 사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찔리거나 불편한 부분’ 등울 간파해 내
어 이를 지적해 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의 ‘반대해석’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명제를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차분하게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눈
살을 찌푸릴 정도로 몰아붙이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
가 날 수 있다.
검찰의 주장을 증거와 대비해 봐야한다. 증거를 꼼꼼히 살피면 모순이나 허점을 발견할 수
도 있다. 증거 없이 주장하거나 증거에 반하여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왜곡하여 주장한다는
식의 허점을 발견해야 한다. 검찰의 현재의 주장을 과거의 주장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교
묘하게 바뀌거나 한 것이 없는지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모순, 일관성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숙한 변호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단순논리, 흑백논리로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태도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고 일방적인 피해자도 없다. 선과 악의 구분도
때로는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런 모호함까지도 포섭하는 것이 진실이다.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법률적 주장은 쉽게 대항하기 어렵다. 항상 우리가 재판부
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림을 그린 후 이를 한 문단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주입시켜야 한다.
한편 내가 먼저 내 주장을 잘 검증해야 탄탄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내 주장을 곱씹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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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리고 재판부가 과연 설득당할 수 있는지, 꼬투리를 잡힐 내용은 없는지 객관적
인 시각에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검증과정이 없이 편 주장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하는 논리비약, 모순, 근거의 희박, 편파적인
시각, 무익성,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충, 상식이나 법리와의 상충, 누락, 오류, 왜곡 등을 피
해야 한다. 일부에서라도 누락이나 오류, 비약 등이 있으면 전체적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나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증거 없이도 주장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추후 증거조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서 뒷받침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향후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아직
확증이 없다면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추정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
하다. 확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면 전체적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어떤 주장은
단정적으로 해야 하고 어떤 주장은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확신을 담은 표현으로 주장해야 하
며 어떤 주장은 호소조로, 어떤 주장은 추측성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톤을 잘
조절해서 사실들을 배열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법률적 주장을 함에 있어서 판례나 주석서, 교과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파악한 사실관
계에다가 입법자의 창작물인 법률이나 상식, 조리를 직접 적용하여 추론해 내는 작업을 해
야 한다. 그래야 논리가 설득력이 있고 탄탄해 진다. 판례나 주석서 등은 이러한 논리를 검
증하고 보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짜깁기 식의 주장은 금방 허물어진다. 그리고 요건사실
이 있고 이러한 요건사실(또는 주요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있다. 이를 구분해 생각
해야 한다. 주장을 단순히 소설책 쓰듯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건사실과 이러한 요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들로 체계화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주장’보다는 ‘설득’이 힘을 발휘한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피력하는 연설가
나 정치가가 아니라 최종판단의 권한이 있는 판사나 검사 그리고 의뢰인이나 상대방을 설득
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사람이다. 판사에게 웅변자라는 느낌보다는 설득자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와 술어가 안 맞는다던지, 접속사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등 문법에 안 맞으면 논리가 끊기고 설득력이 없어진다. 재판부 입장에서 짜증이 난
다.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형사변론 서면 작성의 요령
①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의견서는 검찰 측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공소장에 담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대한
우리측의 주장·입증을 담은 서면이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
가 들어가야 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인정하는 사실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사
실은 부인하며,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항변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설시한다.
②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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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하는 문서이다.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다. 청구취지에는 "피의자의 석
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쓰고 청구이유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의
불비, 사실관계, 법률관계, 정상관계 등을 기재한다.
③보석허가청구서
보석허가청구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
된 피고인의 석방허가를 해달라는 청구를 말한다.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없고, 사안이 경
미하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기재한다.
④변론요지서
변론요지서는 우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써 주기를 바라는 판결문을 미리 써서 제시한다는 느
낌으로 쓰면 좋다. 판사가 변론요지서를 갖고 조금만 고치면 판결문이 되도록 하면 좋다.
⑤항소이유서
원심의 판결을 다투는 서면이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한 후 원심판결의 요지를 쓰고
그 문제점을 설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이므로 문제점만 설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어 무죄 또는 경미한 판결이 내려져
야 한다는 주장도 담아야 한다. 원심판결을 비난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문제점을 지적하되
판사들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⑥상고이유서
상고심은 항소심에 상고사유가 될만한 사유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이 있는
지를 사후심적으로 살피는 것이므로 철저히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상고이유 1점, 상고이유 2
점 등의 방식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심판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
야 하다. 모두에는 사건의 개요와 원심판결의 요지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고심은 중요
한 사건만 심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두에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
고심판사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보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본다.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서면이
나 증거를 인용하려면 아예 그 내용을 상고이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고이유서만으로 뭔
가 가슴에 찡하게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심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⑦항소이유답변서
항소심 판사는 가급적이면 제1심을 인용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작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한다. 따라서 상대방 항소이유가 제기하는 논쟁에 너무 휘말리기 보다는 제1심이 적절했고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이 다 판단한 것으로서 제1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제1심
판결을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 항소이유가 제1심판결에 대한 무리한 비난, 1심판
결에 대한 왜곡된 비판, 근거 없는 억지 반박 등을 담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제1심
판결을 변호하는 모습 또는 제1심 법원과 공동대응전술을 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⑧상고이유답변서
상고심판사는 가급적 2심판결에 관여 안하려는 유인, 즉 상고기각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
재한다. 심리불속행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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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야 한다. 상대방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사유가 개진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불복에 불과하므로 상고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설령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
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법리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원심판단이 적법하다는 점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심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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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조정클리닉 매뉴얼
제1장 민사조정의 개요
1. 민사조정제도의 이해
가.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소송이나 판결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민사상의 분쟁을 간이한 절차
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 등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
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와 협
상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분쟁을 평
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사조정은 소송과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로 종료
된다는 점에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수수료는 소송제기 시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리에
따른 일도양단적 결론보다 건전한 사회상식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
을 충분히 발언함으로써 민사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치 혹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이
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보호됨은 물론 분쟁으로 얼룩진 해결이 아닌 당
사자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며, 조정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이 자진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분쟁을 평화적이고 진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나. 민사조정 기관
(1) 민사조정법상 조정기관(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당사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
한을 가진다. 수소법원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 법원연계형 조정(court-connec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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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민사조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정기관이 아닌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
이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형식의 조정, 이른바 법원연계형
조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연계형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11)에 따
른 사무수행방식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법원에서 조정사건을 외부 기관의 비상임
조정위원에게 보내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정
사건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법원에 사무수행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법
원은 그 보고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
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사건을 소송으로 북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
연계조정은 외부조정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4. 29부터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조정실무책임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최초로 법원연계형 조
정을 실시한 이래 점차 법원연계형 외부 조정기관이 확대되어 현재에는 대한변호사회, 대한
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콘텐
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기독교화해조정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저작권위
원회 등의 외부조정기관 뿐만아니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법학전문대학원까지도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주요 담당자나 책임자를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법원에서 그 기관의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배정하면, 해당 조정위원이 직접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기관의 소속 다른 조정위원에게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 전문가
를 활용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데,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대표하여 법원의 조
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기관에 배정된 조정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총괄조정위
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조기조정제도(Early Mediation)
가. 조기조정제도의 의의
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
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
행는 조정을 말한다. 조기조정제도는 조정을 실시하는 시기를 종래의 증거조사 후 또는 변
론종결 전후에서 변론기일 전으로 앞당겨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
다. 즉 소장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되는 시
간(보통 2~3개월)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기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날부터 45일12) 이내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원하면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11) 10조(조정위원)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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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조정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소송으로 이행함으
로써 소송지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조기조정제도는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의 지연 없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정위원이 주도하는 편안하고 솔직한 분위
기 속에서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3월 15일부터 조기조정제도를 시범실시를 하다가 2013년 3
월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한 이래 다른 법원에도 확산되었다.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 조기
에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서 재판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으
로 기존의 민사조정제도와 동일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
기조정제도는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이
외부조정기관에 조정사건을 보내어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
를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사조정기관 파트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나. 조기조정제도의 특징
조기조정제도는 변론(준비)기일 이전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더 크게 비화되기 전 신속하게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위원은 판단자(decision-maker)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facilitator)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위원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양질의 조정
(Quality Mediation)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위원은 조정기일이나 조정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하여 조정을 하게 됨
으로써 유비쿼터스(Ubiquitous) 조정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위원은 조정기일 전 당
사자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면서 회합일시 및 장소도 협의하는 등 당사자
위주의 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정장소는 외부조정기관의 조
정실을 원칙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조정위원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기조정제도의 절차
[조기조정절차의 흐름도]

각 재판부

조기조정 회부

12)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조정사건은 조정위원의 전자우편계정에 접수
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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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담당 판사

법원연계형 조정

법원부속형 조정
①서울법원조정센터(상임조정위
원)
②비상임 조정위원(변호사)
③상근조정위원(요일제)

(외부 분쟁조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 공정거래조정원, 한국
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회, 한국거래소, 기독교화해중재
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고려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조정담당 판사
① 직접 조정
② 조정위원회 조정

조정담당 판사

(1) 수소법원의 조기조정 회부
수소법원은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 중 실질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조정을
희망하는 사건 등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변론(준비)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데, 이때 재판부의 참여관 등은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기조정의 취지, 조기조정의 진행 방법과 장소 등에 관한 설명을 적은 조기조
정 회부 안내문을 송부한다.
(2)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사건 배정
사건이 조기조정에 회부되면, 조정담당판사는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서 상근 조정위원이나 일반 조정위원 또는 외부 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
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다.
(3) 조정의 진행
법원부속형 조정의 경우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센터의 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진행하
며, 그 밖의 조정위원이나 외부 분쟁조정기관은 법원이나 법원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수행보고서의 형식으로 조정담당판
사에게 보고하는데, 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된 대로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을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한다. 비상임 조정위원은
의견청취의 촉탁 형식으로 사건을 배정받으나 사실상 조정사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담당하
는 책임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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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사건을 외부의 분쟁 해결 기관이나 비상임 조정위원에게
보내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의견 청취 등의 방식으로 조정사건을 진행
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법원에 사무수행보고서의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그 보고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
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사건을 소송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외부 분쟁 해결 기
관의 경우 중요 담당자나 책임자를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법원에서 그 기관의 조정
위원에게 사건을 배정하면 그 조정위원이 직접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내
부의 다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4) 조정의 종결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외부조정기관의 총괄조정위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에 사건을 처리하여 조정담당판사에게 사무수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괄조정위원은
행정처리의 기간까지 감안하여 40일 이내에 담당조정위원으로부터 사무수행보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로부터 1개월 한도로 연장허가를 얻
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총괄조정위원이 조정담당판사에게 사무수행보고를 하면 조정담
당판사는 사무수행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종국시에는 본
안재판부에 통보 또는 소송이행을 한다.
제2장 조정클리닉의 운영실무
1. 조정클리닉의 운영
가. 법원과의 업무협약체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부터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정을 수행하여왔고,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정클리닉을 운영중에 있다.
나. 조정클리닉 강의의 구성
조정클리닉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
1. 실제 사건을 다룸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나 조정당사자와 사이에서 발생하
교과목
목표

강의계획

는 실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
2.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고민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토론
함으로써 실무감각을 익히고 법조인으로서 보다 깊이 있는 안목과 시각을 형성함
주
강의내용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주차
- 리걸클리닉의 운영현황, 법률클리닉 과목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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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맡아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2주차

3주차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조정업무 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1
- , 조정제도의 특성, 조정의 요령에 대하여 강의함
조정업무 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2
- 학생들이 조정연구원으로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떤 자세와 요령으로 업
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함
민사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1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기준
방법

- 학생들이 당사자와 전화회의 및 대면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령을 강의함
민사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2
- 증거관계의 파악, 요건사실의 정리 등 요령에 대하여 강의함
실제 사건의 처리
실제 사건의 처리
중간고사 기간
실제 사건의 처리
실제사건의 처리
실제 사건의 처리
케이스 라운드1
케이스라운드 2
케이스라운드 3
케이스 라운드 4, 총평 및 마무리
기말고사 기간
출석
평소학습
발표
과제
합계
40%
40%
10%
10%
100%
성적평가는 Pass/Fail(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이루어짐
1. 출석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석시 F 부여함, 2회 이상 지각시
1회 결석으로 간주함

평가

2. 평소학습: 수강생 2~3인을 1조로 편성하여 각 조당 1개 이상의 조정
세부내용

사건을 수행함
3. 발표: 각 조는 수업 중후반에 진행되는 케이스라운드에서 사건의 쟁점
및 처리 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
4. 과제: 사건 처리를 완료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함

다. 조정클리닉의 교육적 의의
조정클리닉은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살아 있는 사건을 기초로 진행되므로, 조정연구원들이
해당 사건의 기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읽고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보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조항 정리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민사소송 및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관련된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조정클리닉에서는 조정연구원들에게 사건개요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요건사
실론’ 교재를 참고하여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는 실제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들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 양식에 따라 ‘민사실무II'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조정과정에서 요건사실 및 검토보고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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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실무 등 소송실무 과목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
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1개조에 속한 2~3명의 조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토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
력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당사자와의 전화회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감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향후 법조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기초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1명의 학생은 대체로
1개 사건에 대하여만 조정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사건을 접하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나, 이를 극복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 학기 말마다 케이스 라운
드를 개최하고 다른 조들의 사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정클리닉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조정클리닉 흐름도]
법원

총괄조정위원(센터장)

리걸클리닉 조정센터

조정위원

조정연구원

교수

1개조 2~3명의 학생으로 구성

총괄조정위원(센터장)

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재판부에서 계속 소송진행(보고서 참고)

가. 조기조정사건의 회부
총괄조정위원은 학기 중에는 법률클리닉 수업의 수강생, 방학 중에는 집행부 학생을 중심으
로 하여 조정연구원을 섭외하고 조정연구원을 1개조당 2~3인씩으로 편성하고, 조정담당판
사에게 처리할 수 있는 조정의 수를 요청하면, 조정담당판사는 그 수만큼의 조기조정사건을
회부한다. 법원에서는 조정사건을 회부할 때 관련 기록(소장,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PDF
로 첨부한다.
나. 조정위원 및 조정연구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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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 조정센터 담당직원은 본교의 교수님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 조정위원
에게 관련 사건 파일, 조정위원 안내문 및 담당 조정연구원의 연락처 등을 첨부하여 메일을
보낸다. 이와 동시에 조정위원을 보조할 조정위원들에게도 사건기록파일, 조기조정제도 안
내문과 서식, 조정사건 업무처리 매뉴얼을 함께 송부한다. 조기조정사건은 배당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될 것이 요망되므로 조정센터는 사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사건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 사건의 접수 및 검토(screen)
사건을 배정받은 조정연구원들은 기록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등을 1차적으로 검토
하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다. 간혹 기록의 스캔 상태가 불량하여 주요 부분의 내용을 파악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센터를 통하여 법원에 연락하여 기록을 재송부받도록 하며, 누
락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13)의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조
정센터를 통하여 법원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제출서류의 확인시 주의할 점은 조정사건이 아
닌 ‘본안사건’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안사건의 사건번호는 기록상 답변
서 혹은 조정회부결정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의 사
건 검색에서 조정사건 번호로 우선 검색한 후 관련사건내용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조정연구원들은 파악한 사건의 개요를 기초로 사건개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조정위원에
게 보낸다. 사건개요 보고서에는 ① 제목(사건번호와 사건명) ②사건의 당사자 ③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④당사자의 주장을 위주로 적도록 한다. 보고서 작성시 사건명을 잘못 적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데, 정확한 사건명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의 사건일반내용
탭의 기본내용의 ‘사건명’이나 기록에 첨부된 조정회부결정문 기재된 2000머00000 사건명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원고
의 주장 → 피고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순으로 정리한다. 조정위원은 조정연구원들이 보
낸 사건개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록을 검토하므로, 조정연구원들은 사건 수령 후 7일 이내
에 조정사건을 파악하여 사건개요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권고된다.
[사건개요 보고서 샘플]

※ 2OOO머○○○○○ 대여금 사건에 대한 정리
1. 사건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S은행(이하 “원고은행”)
피고 :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
2. 사건의 개요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은행은 2007. 6. 22. 피고회사와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원금 125,000,000원,

13)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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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3개월 CD유통수익률 + 10%, 지연손해율 연

25%, 변제기는 2010. 6. 20.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및 금전 대여함.
2)

피고는 대여 원금 중 20,025,626원 만을 변제함.

3) 원고은행은 피고회사에게 대여금 잔액 104,974,374원, 위 금원에 대한 이자 112,336,114원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회사는 부도 처리되어 폐업신고(2008. 9. 29.) 및 해산간주(2012. 12. 3.)되었음.
2) 피고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甲에 대하여 파산 선고(2009. 9. 30.) 및 면책결정 확정(2010. 2. 8.).
면책 당시 甲의 피고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음.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항변함.
다. 원고의 재항변
본 사건의 소구채권은 甲의 피고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라. 조정기일의 확정
(1) 당사자에게 전화회의(전화연락)
조정연구원은 사건개요 파악 후 즉시 담당 조정위원에게 연락하여 대면회의가 가능한 일정
을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순차 전화 연락하여 회의 일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담당 조정위원
의 일정을 파악할 때 조정위원이 전화회의를 통하여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 혹은 대면
회의에서 당사자가 지참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은 서류의 존재여부 등을 같이 확인하여
전화회의시 이를 반영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당사자들에 대한 전화회의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위원 지정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하는 것이
법원의 권장사항이므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진행내용에서 송달 내역을 확인한 후
연락을 하도록 한다. 다만 4~5일이 경과한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조정센터
를 통하여 법원에 확인하여본 후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아직 조정위원 지정 결정문이 송
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조기조정에 회부되었음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록상 소장이나 답변서에서 당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혹 기록
상에서 당사자의 연락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센
터에 문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당사자의 연락처는 없지만 소송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조정위원 지정 사실과 전화 예정시간을
미리 알린 후 통화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할 경우 조정연구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
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조정센터 담당직원을 통하여 리걸
클리닉 조정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문자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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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조정위원인 교수님께서 직접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이때 해당 조정위원의 약력 등을 적절히 소개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화통화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진행하되, 사건에 관하여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조정연구원들이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은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청취한 당사자의 의견은 모두 꼼꼼하게 메모한 후 ‘조정사
건 검토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주의할 점은 전화연락시 당사자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기조정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대면회
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법원이 아닌 외부조정센터로 방문하는 것을 번거로
워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대부분 조정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답변이 나온 이후에는 조정절차의 진행이 극히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문제는 조정연구원이 조정의사 여부를 묻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참석
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의 약력 등을 밝히며 사건 분야의 전
문가이며, 아래의 조정클리닉 운영현황 및 사건 유형별 점유율의 통계자료14)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건이 대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실제 조정 성립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
급적 당사자들이 대면회의에 가급적 참석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기를 권유한
다. 그러나 당사자가 끝까지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기조정절차를 종결한다.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은 어려우나 조정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회의를 활용하
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조정클리닉 운영현황]
연도

처리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조정성립

54
80
38
39
40
28
279

대면

비대면

계

대면

22
30
8
11
11
7
89

0
0
1
1
2
1
5

22
30
9
12
13
8
94

18
17
8
11
13
13
80

대면회의

조정

조정불성립

성립률

비대면
전화회의O

전화회의X

13
29
20
14
13
7
96

1
4
1
2
1
0
9

계

(%)

32
50
29
27
27
20
185

40.74
37.5
23.68
30.77
32.5
25
31.9

조정
성립률(%
)
55
63.83
50
50
45.83
35
52.66

[사건 유형별 점유율]
사건명

처리건수

사건점유율(%

조정성립률(%

)

)

대면회의
조정성립률(%
)

14)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조정센터에 접수된 279건의 조정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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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대금

2

0.72

50

50

2

리스채무금

2

0.72

100

100

3

면책확인

2

0.72

50

100

4

소유권이전등기

2

0.72

0

0

5
6
7
8

관리비
근저당말소
수수료
임금

3
3
3
3

1.08
1.08
1.08
1.08

33.33
33.33
0
33.33

100
33.33
0
100

9

추심금

3

1.08

0

0

10

계약금

4

1.43

100

100

11

공사대금

4

1.43

75

75

12

채무부존재확인

4

1.43

50

66.67

13

신용카드대금

5

1.79

60

75

14

부당이득금

7

2.51

57.14

60

15

약정금

8

2.87

37.5

40

16

용역비

8

2.87

37.5

42.86

17

청구이의

8

2.87

25

40

18

구상금

9

3.23

22.22

40

19

사용료

9

3.23

66.67

75

20

임대차

14

5.02

35.71

50

21

양수금

19

6.81

31.58

55.56

22

부동산명도(인도)

21

7.53

42.86

69.23

23

물품(매매)대금
건
기
손해배상
저
지
합계
대여금
기타15)

26
1
26
1
2
30
55
25

9.32
0.36
9.32
0.36
0.72
10.75
19.71
8.96

42.86
0
23.08
0
0
20
16.36
28

72.22
0
37.5
0
0
31.58
36.36
38.89

24

25
26

만약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조기 조정 회부 안내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정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면회의 전까지 조정진술서를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고 이를 조정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 조정진술서는 사건기록에
편철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정위원만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조정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연
구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리걸클리닉 조정센터의 메일 계정을 안내한다.
(2) 대면회의 일정 확정 및 안내
당사자와의 대면회의 일정은 사건수령 후 2~3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 추가 대면회
의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수령 후 4~5주 이내로 정하도록 한다. 대면
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조정연구원은 리걸클리닉 조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일정을 알리고 장소
를 확정하도록 한다. 조정은 리걸클리닉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등 조정클리닉에서 1건만 다룬 사건 및 사건명으로는 상세 내용
을 확인할 수 없는 기타(금전) 청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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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법학관 내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하여 조정연구원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조정연구원들은 당사자에게 최종 확정된 조정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마. 사건의 쟁점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조정연구원들은 정해진 조정기일로부터 2~3일 전까지 사건의 법률적, 사실적 쟁점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고 조원들 간의 토의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조정센터는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들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 양식을 기
본으로 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양 당사자의 청구취지와 부
인 및 항변사항 등과 인정되는 사실관계, 결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요건사실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서술해야 한다. 가급적 문
장은 주어+일시+상대방+목적+행위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결론에서는 조원
간 법률적·사실적 쟁점, 관련 법리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친 후 도출한 결론 및 조정가능성
을 간결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조정센터는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 및 민사실무II
교재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정연구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보고서 샘플]

검 토 보 고 서
작성자
조 정
관 할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 고

주식회사 S 은행
대표이사 H
위 지배인 J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피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청산인 甲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8-28

조 정
경 과

작성일

2OOO. 0. 0.

사 건

2015가단○○○○○ 대여금청구에
대한 조기조정(16머○○○○○)

조정기일 : 2016. 1. 1.

【검

토】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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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310,488원 및 위 금원 중 104,974,374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
1) 원고은행은 2007. 6. 22. 피고회사와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원금 125,000,000원,
약정이율 연 3개월 CD유통수익률 + 10%, 지연손해율 연

25%, 변제기는 2010. 6. 20.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및 금전 대여함.
2) 피고는 대여 원금 중 20,025,626원 만을 변제함.
3) 원고은행은 피고회사에게 대여금 잔액 104,974,374원, 위 금원에 대한 이자 112,336,114원
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피고의 항변
1) 피고회사는 부도 처리되어 폐업신고(2008. 9. 29.) 및 해산간주(2012. 12. 3.)되었음.
2) 피고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甲에 대하여 파산(2009하단6974호) 선고(2009. 9. 30.) 및 면책결
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6974호) 확정(2010. 2. 8.). 면책 당시 甲의 피고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음.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소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3. 원고의 재항변
본 사건의 소구채권은 甲의 피고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
한 대여금채권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4. 검토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생략)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검토
(생략)
다. 조정가능성에 대한 검토
(생략)

바. 조정방향 검토회의
조정위원은 대면회의 전 1~2일 전 조정연구원들과 만나 조정방향 검토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득이 대면회의 당일 조정실에서 미리 만나 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
는 일찍 도착한 당사자들이 밖에서 내용을 들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은 조
정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 및 검토보고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며 동
시에 조정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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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면회의
대면회의는 조정위원의 주재 아래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 및 대리인, 조정연구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연구원들은 조정 전 미리 조정실에 도착하여 좌석 배치를 하고 조
정 당사자를 안내를 하는 등 조정준비를 한다. 대면회의시에는 합의서의 작성하거나 출력하
는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조정위원은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조정연구원으로서 사건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석하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기조정 사건은 원고 등 당사자가 조
정신청을 한 사건이 아님에도 법원에서 조정에 적합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조정에 회부한 것
이라는 취지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며 일단 법원의 뜻을 존중하여 조정의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정을 진행한다.
대면회의는 먼저 당사자가 차례로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후 차례로 생각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면 조정위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해결책 협의를 위
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 일방을 다른
방에서 대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위원이 교대로 면담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첨부한 양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이 절차상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작성
하여 송달할 것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
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을 안내하도록 한다.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조정
위원이 조정연구원들에게 조정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여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아. 사무수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위원은 조정연구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정회부사건 사무수행보고서
의 초안을 완성하여, 조정연구원들이 위 사무수행보고서 최종안을 총괄조정위원 및 조정센
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사무수행보고서 작성은 가급적 대
면회의가 종료된 직후 조정연구원들과 조정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회부사건 사무수행보고서와 합의서를 함께 총괄조정위원에게 전달
하면, 총괄조정위원이 사무수행보고서에 서명 후 법원에 제출한다. 예외적으로 조정의 결과
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거나 본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의 작성은
사정상 피하면서) 강제조정 형식을 원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 보고서 중 조
정절차에 대한 의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도 역시 사
무수행보고서 작성하여 총괄조정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보고되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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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복귀되어, 변론절차 혹은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자. 조정사건 종료절차
조정연구원들은 조기조정사건이 종료되면 그동안 작성한 모든 서류를 총괄조정위원, 리걸클
리닉 조정센터 담당 직원, 리걸클리닉 편집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메일의
제목은 ‘2000머00000사건 리걸클리닉 최종보고서’ 로 작성하도록 한다.

서류에는 사건개

요보고서, 검토보고서, 사무수행보고서 외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서, 대리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위임장 등도 포함된다. 전화회의 당시 당사자들의 조정의사가 없어 대면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정연구원들은 검토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사건개요보고서와 사무수행보고서와 함께 검토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유의사항
(1) 조정처리기간의 엄수
조정사건은 법원과의 행정업무 처리상 사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40일을 초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알려서 총괄
조정위원 명의로 조정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담당판
사로부터 조정기간 연장 결정을 받으면 30일을 한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비밀유지의무
대한변협은 2013년경 성명서를 통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많게
는 수십 명의 로스쿨 학생이 관여해 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조정 과
정에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한변협신문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조정절차의 경우 관여 주체가 아직 학
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소송자료가 함부로 열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바 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의 일환으로 리걸
클리닉 조정센터 사무실 내에는 파쇄기를 비치하여 조정사건이 종료한 후에는 출력한 기록
을 모두 파쇄하고, 조정이 종료되면 그동안 이메일로 송부받은 모든 자료는 파기하도록 안
내하고 있다.
제3장 관련서식16)
1. 조정위원 지정결정문(양식)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한 ‘조기조정제도안내’에 첨부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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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위원 지정결정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사

건

2020머

원

고

○○○

피

고

○○○

정
임대료 등

주

문

1. 이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총괄조정위원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를 지정한다.
2. 총괄조정위원은 직접 또는 담당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아래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사무(조정에 관여하는 일)
나.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무(조정담당판사의 촉탁을 받아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무를 수행하는 일)
3. 총괄조정위원 또는 담당조정위원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합의의 성립 여부
나. 합의사항
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회합 상황

이

유

민사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

조정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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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기조정 회부 안내문
총괄조정위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센터) 사건

조기 조정 회부 안내문

❐귀하의 사건은 조기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귀하에게 지정된 조정위원 ☞ 총괄조정위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오늘부터 조정절차가 진행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조정(Early Mediation)은 변론기일 전에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하는
조정입니다.
☞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
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등 적임자인 외부 전문 조정기
관에서도 조기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조정기간은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때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당사
자 쌍방이 모두 원하면 연장가능)
☞ 조기조정기간 중에는 소송절차가 중지되므로(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귀하는 조정기간 동안
조정위원의 주재하에 상대방 당사자와 대화하고 조정위원과 함께 분쟁해결책을 찾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총괄조정위원이 조기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총괄조정위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담당조정위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겸임교수, 연구원 및 교수의 지도를 받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지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
10조 제3항). 이에 따라 원고·피고 등 당사자와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의견청취
를 하고(전화회의), 원고·피고 등 사건관계인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대면회의).

※주의사항 : 대면회의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조정회의실, 법원조
정실에서만 가능하고, 그 밖의 사적 장소에서의 회합은 금지됩니다.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아래 조정진술서를 팩시밀리,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진술
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위원만 읽어보고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로 하며 사건기록에는 편철되
지 않습니다.

※조정진술서 (최대 A4 용지 2장 이내, 글자 12포인트)
- 내용 : 사건개요, 분쟁원인,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정, 귀하가 생각하는 분쟁해결안
▶조기조정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14
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그것
으로서 본안사건은 종료됩니다.
▶조기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소송으로 복귀하여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부 참여관 ○○○ (전화 02-000-0000)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전화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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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서(양식)

(합의서 양식)

■ 주의사항 ■
1. 이 합의서는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합의서는
가능하면 1면으로 작성하시고, 2면 이상일 경우 당사자 모두가 간인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들은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서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3.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14
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조정위원께서는 법원에 제출할 ‘사무수행 보고서’에 이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합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정위원(서명) :

사 건
원 고
피 고

합 의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___________ (2019가단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이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합의일 2020.
합의내용

.

.

1.

2.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고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소송대리인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피고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소송대리인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4. 사무수행 보고서(양식)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용)
※가능하면 1면으로 작성.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항 기재 금지

조정회부사건 사무수행 보고서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
(전화 02-000-2640 팩스 02-000-0000 이메일 0000@scourt.go.kr)

사

건 : 2020머___________

(2019가단______________)

당 사 자 : 원고 _________ (연락처:

)

피고 _________ (연락처:

)

※당사자의 연락처는 조정시행과정에서 파악된 현재 연락가능한 연락처(휴
대전화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조정위원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
담당조정위원 : ______________ (전화 : _______________)
조정사건 배당일 : 2020.
보 고 일 : 2020.

.

.

.

.

1. 합의의 성립여부 : □ 성립 /
2. 합의사항

□ 불성립

(※합의서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합의불성립시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필요성이 없는 한 보고하지 아니함)
1. 피고는 원고에게 ~
2.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조정형식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 불필요(소취하 등으로 종결시)
4.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회합 상황
가. 전화회의
- 조정위원 ______ : 2020.

.

. / 2020.

.

. 원고 _____와 전화회의

- 조정위원 ______ : 2020.

.

. / 2020.

.

. 피고 _____와 전화회의

나. 대면회의
- 2020.

.

. 회합(장소:

, 참석자:

)

5. 조정절차에 대한 의견
가. 조정위원이 생각하는 적정한 조정안 또는 분쟁해결방향(합의성립시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안을 2.항에 기재하였을 경우 생략) :
나. 합의실패이유 :

보고자 총괄조정위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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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참가 신청서(양식)
조 정 참 가
사건

신 청 서

2020머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

이름 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

위 사람은 이 사건 조정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0.

.

.

조정참가인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6. 조정위원 사무수행기간 연장허가신청
조정위원 사무수행기간 연장허가신청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사

건 : 2020머___________

당 사 자 : 원고 _________
피고 _________
총괄조정위원 : ____________

(※총괄조정위원이 있는 경우)

담당조정위원 : ____________

(※총괄조정위원이 있는 경우)

조정사건 배당일 : 2020.

.

.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 사무수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 사유 (해당 사유에 체크)
□ 당사자 쌍방의 동의
□ 기타 (

신청인 조정위원

)

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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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면회의 기일지정 안내 등 공문(양식)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우편번호 : 03063
주소 : 서울특별시 000000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
━
시행일자 : 2020. 00. 00.
수

신 : 서울특별시 000000
주식회사 ○○, 대표자 ○○○, 대리인 ○○○

참
제

조 : 2019가단000000 대여금청구에 대한 조기조정(20머0000) 사건 담당자 앞
목 : 2019가단000000 대여금청구에 대한 조기조정(20머0000) 사건 대면회의기일

및 기타 안내사항에 관한 건
━━━━━━━━━━━━━━━━━━━━━━━━━━━━━━━━━━━━━━━━━━
1. 귀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 외 2명의 2019가단000000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의 조정위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총괄조정위원 △△△이 지정되었습니다.
2. 총괄조정위원 △△△은 이 사건의 담당조정위원으로 □□□교수(○○○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를 지정하였습니다. 담당조정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조정위원은 아래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사무(조정에 관여하는 일)
나. 민사조정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무(분쟁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
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2) 담당조정위원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합의의 성립 여부
나. 합의사항
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회합 상황
3. 대면회의기일은 2020. 00. 00. ○요일 00시이며, 장소는 서울특별시 000000 ○○○법
학전문대학원 000호 리걸클리닉 사무실입니다.
4. 대면회의기일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대면회의기일에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을, 일반사원인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
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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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로스쿨 리걸클리닉 공통 교재 개발
 토론

이정원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에 관한 토론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장 겸 리걸클리닉센터장 이정원
<토 론>
1. 발제문 1면에서 “리걸 클리닉의 목적이 봉사라는 사실은 리걸 클리닉이 강한 공익
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공익성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소외된
계급, 계층의 이익을 위한 리걸 클리닉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
셨는데, 금번 로스쿨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과 각 법전원의 지역특화형 리걸클리닉
교육방법론의 개발과는 약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통리걸클
리닉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은 자칫 각 법전원이 소재한 지역적 특색과 각 법전원이
처한 특유의 상황을 고혀하지 않고 개발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러한 시각을 불식시킬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2. 발제자께서도 현 법전원 리걸클리닉 교육운영의 한계를 발제문 2면에서 기술해 주
고 있습니다. 현재의 각 법전원 리걸클리닉 교육운영상 드러나고 있는 교육적 한계를
극복할 다른 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3. 발제자께서 첨부하신 별첨자료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서, 향후 우
리 법전원들의 리걸클리닉 교육실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나 별첨자료에 기재된 사항들을 원안 그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 법
전원의 재정 및 인적구성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러한 각 법전원 사이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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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로스쿨 리걸클리닉 공통 교재 개발
 토론

박재윤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 12. 4. 리걸클리닉협의회>

로스쿨 리걸클리닉 매뉴얼 개발에 관한 토론문

박재윤1)
1. 1. 리걸클리닉의 공익성
지난 1년간 리걸클리닉협의회가 발족하여 로스쿨 체제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클
리닉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온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발
제자이신 염형국 변호사께서 협의회의 성립과 정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리걸클리닉의 목적이 사회봉사이고 그에 따라 공익성을 띤다는 발제자의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공익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고 그 실현방식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도 이러한 우리의 실천적인 고민을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며 리걸클리닉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토론자로서는
사실 지나치게 높은 목표의 설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 과연
현재 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파악해서 한국에서 변호사의 과소현상을 지적하는 것
에 약간의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공공의대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변호사
업무의 속성과 전통적인 관행 및 교육방식을 무시한 채 풀려고 하면 무리가 생길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의 본래의 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윤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직업인이고 전문가입니다. 로스쿨 교육의 공익성은 이러한 직업성과 전
문성에 기반한 것이지,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로스쿨 학
생 중 공익적 기관에 종사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려도 있습니다. 추후에 발제자와 자세
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2. 교육여건과 전망
발제자가 예로 들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클리닉 과
정을 전담하는 교수는 물론 내외부의 변호사들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
고, 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1)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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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담교원을 둘 수 있는 재정적인 측면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Pass or
Fail 방식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전면적으로 완화된 것이 작용하지
않는가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로스쿨의 학사운영 엄정화 방안과 배
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다른 로스쿨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대의 성과를 단순히 서울대니까 그렇다고 치부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체 로스쿨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시
급한 것은 지난 3주기 인증평가기준에서 완화된 리걸클리닉의 재정기준을 다시 강
화하고, 클리닉 전담교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점이 예상될 것이지만, 한 번 추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속한 한국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2주기 인증평가시까지는 클리닉 과정
이 필수과목이었지만, 현재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
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론자도 센터장의 직을 맡고 있지만, 본래 전공수업의 부담
으로 인하여 클리닉 수업을 맡지는 못하고 외부 변호사의 협력을 통하여 겸임교원
형태로 2개 정도의 클리닉 수업을 매 학기 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장이
각자 외부 변호사의 수업과정에 관여하기 쉽지 않고 공통되는 활동영역을 마련하
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향후 학생들이 클리닉 수업을 외부 실무수습을 가는 것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센터장의 지도로 리걸클리닉 전반의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 저희 로스쿨에서는 외부 자문 변호사들을 활용하여 학내 자문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확보하고, 장
래 클리닉 수업이나 실무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변호사의 본
래적인 공익적 활동이 기존 변호사의 부수적인 프로보노 활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면,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본래적인 활동을 하면서, 클리닉 교육과 연계하는 것
을 찾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3. 매뉴얼의 내용
4.
매뉴얼의 구성에 대하여 발제자의 제안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
로 클리닉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담에 대한 원칙과 유의사항 등을 배우는 게 중
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리걸클리닉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상담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무료상담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지
도교수(변호사)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상담건마다 수준 높은 의견서를 작성해주거
나, 소송을 지원하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일종의 변호사 쇼핑을 하
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이나 단체에서 상담을 의뢰하
는 경우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상담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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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의뢰인
들은 기존 법조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걸클리닉의 세심한 노
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뢰인을 상담하는 경
우 통역이나 다른 여러 측면에서 리걸클리닉의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
습니다. 기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단체들과의 전문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기존 관공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기관들은 사실 법률적 조력에 대
한 필요성을 그다지 절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령, 법률구조공단은 대
표적인 법적 구조기관이지만, 리걸클리닉과는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나 그 지원을 받는 기관들도 유사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현
재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중심의 사회적 지원체계 속에서 리걸클리닉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공강시간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존 교과과정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을 감수한
다는 로스쿨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담의견서에
있어서 학생들이 검토한 후에 다시 학생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는 것도 어떤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발제자는 구체적인 매뉴얼의 예시로서 형사 변론클리닉과 조정클리닉을 제시하였
습니다. 구체적인 송무의 경험을 어떤 형식으로 가질 것인지는 각 로스쿨마다 실
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경험하도록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외부에서 진
행되는 실무수습과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정클리닉의 경우도 현재 몇 개 로스쿨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조정제도 자체가 법원의 기능과 관련된 것
이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클리닉 수업
에 적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
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매뉴얼의 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
용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지 발제자는 물론 다양한 분들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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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
- 서울대 로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김주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
- 서울대 로스쿨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공익법률센터장)

1. 서론
로스쿨이 도입된지 이제 만 12년이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이 글에서는 서울
대 로스쿨의 운영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운영모델이 가능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함.
본인은 서울대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바 있음.
2011년 2학기와 2012년 1학기에는 외부 지도변호사로 리걸클리닉 교육에 참여하였
고, 2013년 1학기와 2학기에는 방문학자로 학내에 체류하면서 리걸클리닉을 강의하
였고, 2019년부터는 전일제 객원교수겸 공익법률센터장으로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
먼저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도입 및 변천과정 살펴본 후 한국 로스쿨 리걸클리
닉이 지향해야할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변천과정
가. 제1기 (2011년~2012년): 익스턴쉽(Externship1)) 방식으로 운영
서울대 로스쿨은 2010. 8. 31. ‘임상법학과목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2009년도에 입
학한 로스쿨 1기생이 3학년이 되는 2011년 1학기부터 임상법학 강좌를 개설함. 2011
년 1학기에는 총 9명의 학생들이 임상법학 강좌를 수강하였는데 이때는 외부에서 활
동하는 지도변호사 6명이 1~2명의 학생들의 지도를 맡는 형식이었음. 분야는 건설,
형사, 공익인권, 경쟁법등으로 각 분야를 전공하는 학내 담당교수들 4명이 각각 섭외
한 지도변호사들을 학생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1) externship은 field placement라고도 하는데 교원 및 외부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학외에서 법률가로
서의 업무를 실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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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법학과목은 학기당 1학점 과목으로 개설되며, 학생별로 최고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학점인데 반해서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었음.
실제 운영 방식은 학생지도센터가 임상법학 수강자의 이력서 및 임상실습을 지원한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지도변호사에게 송부하고 임상실습대상자는 지도 변호사
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지도를 받거나 과제를 부여받은 후 이를 제출하는 방식임. 학
기 중이므로 한 학기 동안 2~3 차례 정도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리
걸클리닉이라기 보다는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익스턴쉽)에 가까운 형태로 운
영됨.
법학연구소의 법률자문실과 각 센터를 통해서 외부 지도변호사 물색이 이루어졌는데
학내에 리걸클리닉 전담조직은 부재하였음. 전임교수들도 외부 지도변호사의 물색에
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의 수업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임상법학 과목 수강생 수는 2011년 1학기에 9명, 2학기에 7명, 2012년 1학기에는 수
강인원 부족으로 폐강되었으며, 2012년 2학기에 7명이었음.
이와 같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했던 이유는 임상법학과목에 대한 학점이 1학점에 불
과했던 것에 비해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학교 내 강의, 외부변호사 사무실의
방문 및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의 시간을 요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과목 수강
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임.
나. 제2기 (2013년~2015년 1학기): 외부변호사에 의한 학내 리걸클리닉 방식으로 운
영

제2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2가지 있었는데 우선 임상법학과목의 학점이 2학점으로 늘
었고 총 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임.
두 번째는 학생들이 외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가 학
내에 와서 리걸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임.

2013년에는 필자가 방문학자로 체류하면서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각각 15명을 지도
하였음. 2014년 1학기에는 조정욱 변호사가 15명을 지도하였고, 2014년 2학기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윤지영, 차혜령, 박영아 변호사가 총 23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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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학내에서 가르친다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전임교수나 전일제 교원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변호사에 의해서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실무가의 영입이 어려워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었음.

다. 제3기 (2015년 2학기~2018년): 다양한 주제로의 확산 및 양적인 확대

2015년 2학기부터 다양한 외부 지도변호사를 확보하여 종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체재로 바뀜. 2015년 2학기에는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동천의 양동수변
호사, 디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 덕수의 정민영변호사, 국선변호전담 한연규 변호사,
이석준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각각 8명씩 총 48명을 지도하여 수강인원이 대
폭 증가하였음, 2016년 1학기에는 총 9명의 외부변호사가 각 8명의 학생들을 지도하
여 72명까지 늘고,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는 총 7분의 외부변호사가

56명을 지도하였으며, 2018년 1학기에는 7분의 외부변호사가 55명을, 2018년 2학기
에는 6분의 외부변호사가 54명을 지도하였음.

이 시기에는 공익인권, 사회적 경제, 형사국선,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의 리걸클
리닉 강좌가 개설되고 수강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리걸클리닉의 확산기라고 평
가할 수 있음. 다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학내 임상법학을 지원하는 조직이 부재하였
고, 책임자인 전임교수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음. 그리고 외부 지도변호
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이 부재하여 각각의 지도변호사들이 각각의 취향에 따라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됨. 강좌에 따라서는 실제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라. 제4기 (2019~현재) 상근 전담교원과 전담조직에 의한 운영

2019년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큰 변화를 도모함.

1) 상근 임상교수: 우선 2019년에 필자와 소라미 변호사를 임상법학을 전담하는 전일
제 객원교수로 채용하여 풀타임 임상교수시대를 열었음. 2020년에는 임상법학을 전공
하는 외국인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였고 (Stephan Sonnenberg), 총 5명의 상근 임
상교수를 임명하여 임상법학 전담 풀타임교원이 8명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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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률센터: 종전에 상근인력이 없었던 ‘리걸클리닉센터’를 상근조직을 갖춘 ‘공
익법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임상법학을 관장하는 상근 조직을 갖춤. 공익법률센터는
임상교원뿐 아니라 3명에 달하는 상근 지도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2명의 상근직원을
채용함.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던 학내 공간들을 리모델
링하여 ‘공익법률센터 본관’ 및 ‘공익법률센터 본관’으로 조성하였으며 여기에 임상교
수들과 지도변호사들 그리고 상근직원들을 배치하고 학생 실습공간을 조성하여 임상
교원 및 학생들간 협업구조를 갖추도록 함.

3) 강좌수 및 수강생수의 증가: 임상교수의 증가와 더불어 강좌수와 수강생수가 급증
함.
<2019년 1학기 이후 강좌수 및 수강생수의 증가>
임상법학 강좌수
총 수강생수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8
8
55
69

2020년 1학기
13
98

2020년 2학기
17
118

4) 실제 사건의 증가: 풀타임 임상교수가 늘어나고 공익법률센터가 지역사회 법률구
조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리걸클리닉에서 실제사건을 다루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
함.

5)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성: 공익법률센터가 학내 법률상담, 지역사회 법률구조, 공
익단체와 연계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치고 법무실습, 프로보노, 공익진로개발까지 담당
하게 됨에 따라 임상법학과 로스쿨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성이 강화됨.

6) 임상교원 교육훈련: 임상교원 커뮤니티가 형성됨에 따라 임상교육 방법론에 관한
워크샵 등 임상교원 교육훈련이 활성화됨.

마.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변천을 가져온 동인

이상과 같은 변천과정을 보면 2011년 첫 임상법학 강좌가 도입된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괄목한 만한 변화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처음에 로스쿨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익스턴쉽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가 학내에서의 강좌로 변천하였으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외부지도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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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한 후 양적인 증가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상근조직 및 상근교
원을 갖춘 형태로 발전하였음.

특히 최근의 변화에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로스쿨 운영을 맡았던
원장단의 의지와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예산의 확보, 전임교수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교원 물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장단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물론 리더십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
은 아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다수 전임교수들의 지지들이 없었더라면 이러
한 괄목할만한 변화는 어려웠을 것임.

3. 한국 로스쿨교육에서 리걸클리닉(임상법학)의 위치 및 목표
한국의 로스쿨 교육에서 리걸클리닉이 전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가. 리걸클리닉의 위치

우리나라 로스쿨 평가기준에 따르면 로스쿨에서의 교과목은 크게 1) 이론교과목 2)
연습교과목, 3) 실무과목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리걸클리닉은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실습과정, 법조윤리, 모의재판 등 5대 필수 실무과목과 더불어 실무과목
으로 분류되어 있음.

하지만 평가기준은 ‘실무과목은 습득된 법이론을 실제의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
식에 관한 과목으로서 전임교원 내지 실무가가 수강생에게 실제 사안 등을 가지고 법
조인으로서 해결하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평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의 과목을 말함.’이라고 규정하
여 실무과목의 범주가 매우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연습교과목은 민사법연습, 형사법연습, 헌법연습, 행정법연습 등과 같이 이론적
지식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
국 ABA 기준에서 경험적 교과목(Experiential Courses)의 하나로 Simulation에 해
당한다고도 볼 수 있음. 연습교과목의 특징은 사례를 다루더라도 실제 진행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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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 또는 모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로스쿨 평가기준은 리걸클리닉의 경우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연습교과목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평가기준은 리걸클리닉을 실습과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습과정
은 현장학습과정을 포함한 익스턴쉽(Externship 또는 Field Place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우리나라 평가기준상으로 리걸클리닉은 실무과목의 일종이지만 다른 일반 실무
과목들과는 달리 학생들의 ‘체험’을 중시하는 경험적 교과목(Experiential Courses)
에

해당하며,

다른

경험적

교과목에

속하는

Simulation이나

익스턴쉽(Field

Placement)과는 달리 ‘학내’에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리걸클리닉의 목표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음.
1) 리걸클리닉은 실무과목이므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실무적인 지식과 기법의 연
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법률적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창구역할을 해
야 한다.
3)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법조인으로
서의 공적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 실무과목으로서의 리걸클리닉

우리 평가기준은 리걸클리닉이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
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건의 쟁점정
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및 조정 능력, 의뢰인과의 면담기법 등을 배양하기 위해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정리, 의견서 작성, 재판 방청 등 단계별로 나누
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평
가기준에 따르면 리걸클리닉의 주된 목적이 법률 실무능력를 체험적으로 습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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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걸클리닉이 단순히 법률가로서의 실무 기술 연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미국 ABA의 기준에 따르면 리걸클리닉을 비롯한 경험적 교과목의 경우 원칙, 이론,
기술, 법조윤리를 융합하고(integrate doctrine, theory, skills, and legal ethics),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자질을 실제로 발휘해 보도록 하는 한
편(engage students in performance of one or more of the professional skills
identified in Standard 302), 학습한 법률가로서의 자질의 근저에 깔린 개념을 발전
시키는 것(develop the concepts underlying the professional skills being
taught)을 목표로 삼아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리걸클리닉에서 서면 작성, 구술 변론 등 실무적인 기술이나 감
각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사건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론과목에서
배운 법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로
스쿨 평가기준도 문제해결능력, 이를 위한 분석 및 조정능력을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기술 연마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예일대 전학장인 Heather

K. Gerken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로스쿨 학위는

'Thinking degree'임.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실무를 넘어서서 문
제해결을 가르쳐야 하고, 법률적 지식과 실무기술의 습득보다는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 하는데 리걸클리닉은 이에 가장 적합한 과목에 해당함. 리걸클리
닉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더라도 극히 적은 수만 다루므로 실무적 기술이나 감각을 익
히기에는 오히려 적절치 않음. 오히려 리걸클리닉에서 익혀야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
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예리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
률가적 사고방식이라 할 것임.
(2) 사회봉사기회 제공

로스쿨 평가기준은 리걸클리닉이 사회봉사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리걸클리닉과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
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봉사 목적

- 70 -

의 송무실습이란 금전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송무수행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
정하는 한편, 사회봉사기회라 함은 자선 내지 기부, 단순노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을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할 경우 리
걸클리닉은 단순히 실무경험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무료 법률구조를 비롯한 법률을 통한 공익활동에 학생들을 참여
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 ABA기준은 다음과 같이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공익적 법률구조 등 프로보노 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리걸클리닉이나 실습과정과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점에서 우리의 평가기준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미국 로스쿨이 리걸클리닉의 사회봉사적 측면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보다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함.
2020-2021 Standard 303. CURRICULUM
(b) A law school shall provide substantial opportunities to students for:
(1) law clinics or field placement(s); and
(2) student participation in pro bono legal services, including law-related public
service activities.

다만 우리나라가 로스쿨을 처음 만들 때 있었던 ABA 기준에는 legal clinic과 pro
bono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음. 아래와 같이 실제 사건을 다룰 기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프로보노 활동 기회 부여에 대한 요구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가기준에도 리걸클리닉이 사회봉사적인 성격을 갖도록 규정하지
않았나 싶음.
2007-2008 Standard 302. CURRICULUM
(b) A law school shall offer substantial opportunities for:
(1) live-client or other real-life practice experiences, appropriately supervised
and designed to encourage reflection by students on their experiences and on
the valu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one’s ability to assess his or her performance and level of competence;
(2) student participation in pro bono activities; and
(3) small group work through seminars, directed research, small classes, or
collabora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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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진로개발

로스쿨 평가기준상으로 리걸클리닉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공익적 진로에의 진
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평가기준상 특성화 교육
과 관련한 선택과목의 수를 일정 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화교육
이 현장학습과정과 연계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화 교육이 학생
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로스
쿨이 어떠한 특성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특성화 목표와 관련한 리걸클
리닉의 개설이 장려될 수 있고 이러한 리걸클리닉에서는 해당 분야로의 진로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서울대 로스쿨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이 세 가지 분야를 특성화 분
야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와 관련한 리걸클리닉의 개설 및 운영이 목
표로 설정될 수 있음.

참고로 미국 ABA기준에는 리걸클리닉이 어떠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데 대한 내용
은 존재하지 아니함.

4. 한국 로스쿨 리걸클리닉(임상법학)의 구성요소
한국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음.

따라서 한국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모델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적절히 확보하여 결합
시킴으로써 만든다고 볼 수 있음.
1) 임상법학에 참여하는 학생들
2) 임상법학을 가르치는 임상교원
3) 임상법학에서 다룰 사건 내지 프로젝트
4) 임상법학을 지원하는 물적 시설과 스탭(Staff)조직

이하에서는 앞에서 본 리걸클리닉의 위치 및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서울대 로스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확보하여 결합시켜 왔는지를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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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리걸클리닉의 성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걸클리닉과목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존재임.

미국 로스쿨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학
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내기 때문임.
– 부담 없는 Bar 시험
– 재학중 관심사 중 하나인 취업의 경우 리걸클리닉이 도움된다고 생각
– 졸업학점의 1/3까지 채울 수 있는 학사제도
–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경험이 있어 실제 사건을 다루려는 의지
– 리걸클리닉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와 전통
– 리걸클리닉의 경우도 학점으로 평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요인들이 존재함.
– 과중한 판례 암기를 요하는 변호사시험 부담
– 다수의 필수과목과 변시관련 수험과목 수강부담
– 리걸클리닉학점이 2학점에 불과
– Pass/Fail의 평가방식
– 실제 사건에 대한 두려움

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시제도의 개편 등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함. 하지만 현재의 주어진 제도적 환경하에서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극복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사전 신청 및 선발방식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과거에는 임상법학과목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수
강신청기간동안 수강신청을 받았음. 그런데 임상법학과목이 Pass/Fail 방식이어서 부
담이 없으면서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주제와 관계없이 우선적
으로 수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클리닉의 주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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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수강신청을 빨리 한 학생들이 수강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2019년 2학기에 필자가 개설한 클리닉에 한하여 사전 신청제도
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일정한 시간 이상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것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신청을 한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였음. 이어서
2020년 2학기에는 전담교원들이 개설한 클리닉에 한하여 당해 클리닉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신청서 양식으로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강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수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결과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질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수업에 대한 열정이 증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음.

(2) 학점의 문제

서울대의 경우 리걸클리닉 학점이 종전에 1학점이었다가 2015년부터 2학점으로 늘어
난 이후 수강생들이 대폭 늘어났음. 따라서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해서는 3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서울대의 경우 임상법학과목 운영지침을 개정하
여 종전에 2학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학점 내지 3학점으로 유연화하고 1학점당
최소 40시간의 임상실습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현재 2학점인 정규학기 리걸클
리닉을 3학점으로 늘리거나 2학점의 클리닉에 계절학기로서의 리걸클리닉과목 1학점
을 접목시켜 (해당 리걸클리닉을 수강한 학생들에 한하여 관련 계절학기 리걸클리닉
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리걸클리닉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참여의지도
고양시키는 것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대의 경우 종전에는 리걸클리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4학점으로 제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제한 역시 철폐하였음.

(3) 임상법학 필수과목화

서울대는 아직 임상법학을 필수과목화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졸업요건으로 프로보노
(봉사) 시간 요건을 신설하면서 리걸클리닉 프로젝트 수행시간을 프로보노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졸업요건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우려되어 실행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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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식의 문제

서울대는 리걸클리닉을 P/F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서울대는 P/F방식의 경우
(서울대에서는 이를 S/U로 표기하고 있음)에도 P+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1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의 경우 1명을 P+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나마 학생들의 의지를 자극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5) 취업이나 네트워킹과의 연계

리걸클리닉을 수강하는 것이 취업이나 네트워킹에 유리하도록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유수의 로펌 파트너들 또는 공익단체의 리더들이 객원임상교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의지를 자극할 수 있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2020년 2학기
에 넷마블 상무이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 변호사를 겸
임교원으로 초빙하여 엔터테인먼트법 클리닉을 개설하였는데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
는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음.

(5) 신입생 선발 기준관련

신입생 선발시 일을 해본 경험을 평가요소로 반영할 경우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다루
는 임상법학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신입생 선발기준에 이
를 반영하는한편, 임상교수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6) 학생 자치조직과의 관계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학생들 주도하에 운영되는 고려대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과는 달리 학교 주도, 교원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대 로스쿨은 이미 각종 학회
중심으로 학생 자치조직이 있어 리걸클리닉을 위한 새로운 자치조직을 만드는 방향으
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공익인권법학회, 프로보노 학회 등 연관성이 있는 학회들과
의 간담회 등을 통해 리걸클리닉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향후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이나 조정클리닉 등과 같은 특정 클리닉의 경우에는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리걸클리닉 참여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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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교원

리걸클리닉의 구성요소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임상교원임.

미국 로스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
음.
– 다수의 풀타임 임상교원 확보
– 임상교원 교육, 채용, 정보교환을 위한 커뮤니티
– 전임교원들도 리걸클리닉에 적극 참여

반면 우리나라 로스쿨의 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
– 취약한 로스쿨 재정에 따른 풀타임 임상교원의 부재
– 전임교원의 실무수행 제약
– 임상교원의 지위 불안정
– 임상교원 커뮤니티의 부재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음.

(1) 상근 임상교원의 확보

서울대 리걸클리닉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수의 상근 교원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임. 하버드 로스쿨과 스텐포드 로스쿨에서 임상교원을 활동한 경력을 가진 1명의
외국인 전임교원, 그리고 실무경력을 가진 7명의 임상교원을 구비하고 있음. 또한 각
종 분야에서 활동하는 7명의 겸임교원을 확보하여 좀 더 최신의 실무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에서의 임상교육에 전념하는 전일제 임상교원을 확보하는 것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겸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실제 사건, 최신 실무경향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데는 겸임교원이 유리한 측면이 있
음. 반면 바쁜 실무에 겸하여 교육을 담당하다보니 강의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따라서 과거에 다루었던 사건들을 학기마다 반복해서 다루어
사실상 Simulation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함. 전일제 임상교원은 보다 충실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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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준비가 가능하지만 빠르게 실무경험이 소진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겸임교원만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전임 임상교원을 다수 확
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임 임상교원들이 리걸클리닉의 사건 확
보를 위해 실제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임상용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임상교원들은 전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 신분이라서 짧은 계약기
간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문제,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비상근 임상교원의 확보

서울대는 비전임교원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전임교원의 유형으로 전일제 임상교수와
비전일제 외래교수라는 유형을 신설하였음. 과거 임상법학 강좌를 강사로 강의하던
실무가들을 겸임교원으로 채용하였음. 그리고 과거에는 임상법학 강의를 맡은 외부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감독이 거의 없었는데 상근임상교수, 상근 지도변호사, 상
근 직원이 겸임교수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상교원 워크샵 등에도 점진

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3) 전임교원의 참여

임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임교원들도 중재, 조정, 공익인권 클리닉 등 변호사
개업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클리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원들의 임상법학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전임교원들의 관심부족,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됨. 다만 임상교원과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 강좌를 개설하거나 전
임교원이 상근지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리걸클리닉을 개설하는 현상은 시도되고 있
어 조만간 실제 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보임.

(4) 임상교원 커뮤니티에의 참여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임상교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대 로스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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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클리닉 자체의 발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임상교원 커뮤니티에 해당하
는 한국 리걸클리닉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심포지움 공동주최,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 공동개최 등을 통해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다. 임상법학에서 다룰 사건 내지 프로젝트

임상법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임상법학이 다루기에 좋은 사건 내지 프로젝
트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임.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활발한 사건 및 프로젝트 창출
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학생들의 실제사건 변론수행을 제한적으로 허용
– 클리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선택
– 학생을 지도할 변호사가 상근하는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존재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요인들이 있음.
– 로스쿨생은 물론 변시 합격자도 6개월간은 사건수행에 제약
– 로스쿨이 정부재정에 의존하므로 정치적이거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취급
하는데 제약
– 상근 변호사를 갖춘 공익단체들이 제한적
– 로스쿨의 실무참여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변호사단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음.

(1) 로스쿨 평가기준상 교육성과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방식 (송
무 뿐 아니라 조정, 상담, 입법 등)의 클리닉 모델 개발

송무를 다루는 클리닉의 경우 실제 사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
다 다양한 주제로 실제 사건을 다루는 클리닉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① 형사, 민사처럼 전통적인 기본 법분야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능력이나 법적 분석·추론능력을 함양하는 클리닉, ②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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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클리닉과 같이 송무를 다루되 특수한 분야의 송무를 다루는 클리닉, ③ 국제
거래나 소비자분쟁, 엔터테인먼트 법과 같이 전문 업무분야를 다루는 클리닉, ④ 표현
의 자유, 사회적 경제, 국제인권, 여성아동인권, 인간 존엄성, 장애인권 클리닉과 같이
공익인권분야를 다루는 클리닉, ⑤ 조정클리닉, ⑥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과 같이
다양한 클리닉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2020년도에 개설한 클리닉 과목들>
학기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2020-1

강좌명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임상법학1

2020-1

임상법학1 (인간 존엄성 )

2020-1
2020-1
2020-1
2020-1
총 강좌수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임상법학1 (국제거래 )
임상법학1 (소비자분쟁)
임상법학1 (민사실무)
특별임상법학(지역사회법률구조)
13
임상법학2 (집단소송)
임상법학2 (국제거래)
임상법학2 (여성아동인권)
임상법학2 (소비자분쟁)
임상법학2 (민사실무)
임상법학2 (장애인권)

2020-2

임상법학2 (인간 존엄성 )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2020-2
총 강좌수

임상법학2 (엔터테인먼트법)
임상법학2 (표현의 자유)
임상법학2 (사회적경제)
임상법학2 (형사변호)
임상법학2 (형사실무)
임상법학2 (성폭력아동학대피해자)
특별임상법학 (조정실무)
특별임상법학 (지역사회법률구조 1)
특별임상법학 (약관규제법)
특별임상법학 (지역사회법률구조 2)
17

(표현의 자유)
(사회적경제)
(형사변호)
(형사실무)
(국제인권)
(성폭력아동학대피해자)
(최고법원)
(여성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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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정민영
이경호
이석준
김혜영
황필규
신진희

김주영
소라미
Stephan
Sonnenberg
이용국
이현종
조인영
소라미
김주영
이용국
소라미
이현종
조인영
김남희
Stephan
Sonnenberg
김병규
정민영
이경호
이석준
김혜영
신진희

김주영/조인영
소라미
이소은
김남희

특히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의 경우에 학생들이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직접 법률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69건이었던 공익법률센터의 법률상담건수가
2020년도에는 11. 20. 현재 174건으로 대폭 늘어나 학생들의 상담을 위한 상담건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2) 일정한 지침에 따르되 클리닉이 자유롭게 프로젝트와 사건을 기획하거나 맡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실제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을 다룬다는 것이므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리걸클리닉에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건을 다루거나, 특정한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이 사회적
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사건 다루는 것이 더 더욱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리걸클리닉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클리닉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서울대 로스쿨의 클리닉에서 특정한 사건을 다룬다고 할 때 이는 해당 클리
닉이 다루는 것이지 서울대 로스쿨 또는 서울대 로스쿨 산하의 공익법률센터가 다루
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임. 이렇게 클리닉이 학교로부터 다소간의 독립성과 자율
성을 갖는 것은 로스쿨 뿐만 아니라 해당 클리닉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을 다룰 경우 해당 클리닉이 주체가 되어 다루는
것으로 함으로써 학교와 로스쿨을 다소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렇다
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학교와 클리닉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클리닉 담당교원이
마음대로 실제 사건을 맡을 경우 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서울대 공익법률센
터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만들어 위원회가 지침에 따라 심
사하고 해당 사건의 수행여부 및 비용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소송심
의원회는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인 전임교수들과 임상교원들 중 일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3) 복잡하고 큰 기획사건이나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도록 1학기, 여름계절학기, 2
학기에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

서울대의 경우 아직은 임상법학을 계절학기로 개설하지 않고 있으나 장차 계절학기로
의 개설을 계획하고 있음. 아울러 1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 학생들 전원이 참여하는
동계법무실습 프로그램에 리걸클리닉 수강에 앞선 사전 오리엔테이션적 요소를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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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법무실습과 리걸클리닉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4) 로펌이나 공익단체 단위로 클리닉을 개설하여 로펌 및 공익단체가 클리닉과 협업
으로 주요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로펌이나 공익단체 단위로 클리닉을 개설할 경우 사건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
될 수 있으나 아직은 특정 로펌과의 협업 등이 조심스러운 상황임. 다만 앞서 말한 1
학년 동계 법무실습을 300여개의 공익기관들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기
관들과의 협업이 리걸클리닉에 필요한 실제 사건 및 프로젝트의 확보로 이어지기 시
작하고 있음.

라. 임상법학을 지원하는 물적 시설과 스탭조직

마지막으로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물적 시설과 스탭
조직이 필요함.

우리 로스쿨 평가기준상으로도 리걸클리닉에 대한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상근 직원을 두도
록 하고 있음. 이 뿐 아니라 리걸클리닉의 경우 리걸클리닉 담당교원과 지도변호사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내방하여
상담을 하거나 조정기일을 진행할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인 교수 연구실이나
강의실과는 다른 법률사무소 유사의 공간이 필요함. 아울러 리걸클리닉은 상시적인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므로 상근 직원들과 상근 지도 변호사들의 스탭조직들도
갖추어야 하며 임상교원들도 스탭조직으로서의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2019년 8월 전용면적 약 40평 규모의 공익법률센터 본관을 마
련한 이후 새로 임용된 임상교원들을 위해 2020년 8월 역시 전용면적 약 40평 규모
의 공익법률센터 별관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공간은 모두 임상교원, 지도변호사들을
위한 개별 집무실과 더불어 상담, 조정 및 내부 회의를 위한 회의실, 학생 협업공간,
창고 및 탕비공간을 갖추어 협업에 적절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서울대 로스쿨은 공익법률센터규정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와 임상교원회의를 조
직하였고 부록 3과 같은 조직도를 갖추어 임상교원 및 지도변호사들, 상근직원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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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하였음.

5. 맺으며
이상에서 한국 로스쿨 리걸클리닉 운영모델을 서울대 로스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음.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다른 로스쿨에 비해 월등한 예산상의 혜택 등에 힘입
어 리걸클리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는데 단순히 예산만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니었으며 학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내부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이러한 서울대 로스쿨의 운영사례가 다른 로스쿨에도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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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3주기 개정) 중 리걸클리닉 관련부분

4.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고, 엄정하게 관
리되어야 함.
l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전문적 능력을 갖
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무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 교과과정에 실무교육이 적절하게 반영
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함.
l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및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 등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실제사건
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걸클리닉을 운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
야 함.
l 교과과정 전반에 특성화 및 국제화 프로그램과 관련 과목 등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반
영되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졸업생의 진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영되
어야 함.
4.4.3. 리걸클리닉 평가요소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리걸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클리
닉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 (2) (적절한 내용 구성)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
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리걸클리닉 운영을 통한 송무실습 실적이 있다.
◎ (5)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개별 또는 집합적인 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 (6)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7)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리걸클리닉을 위한 자료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8)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가 적정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실제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적 대응방안연구 및 송무수행 등 임상
과목의 실시에 적합한 경험을 충분하게 보유한 법조 실무교원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① 민·형사 사건을 나누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제사건의 해결을
통해 분쟁해결 능력과 지식을 배양하도록 운영되는지 평가함.
② 사건의 쟁점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및 조정 능력, 의뢰인과의 면담기법 등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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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정리, 의견서 작성, 재판 방청 등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① 리걸클리닉 운영비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 다음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 입학정원 100명 이상 3천만원이상, 100명 미만 ~ 60명 이상 2천만원 이
상, 60명 미만 1천만원 이상
② 리걸클리닉 운영비에서 국고지원금은 포함하되, 인건비는 제외함.
[평가요소 ◎ (4) 관련]
입학정원 100명 이상 7건 이상, 100명 미만 ~ 60명 이상 5건 이상, 60명 미만 3건 이상
[평가요소 ◎ (5) 관련]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 조정참여 경험, 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 교원이 개별 면담 또는 첨삭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
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6) 관련] ① 유급 담당직원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② 사무조교는 직위에 대한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조교를 포함함.
[평가요소 ○ (7) 관련] ① 자료집은 정식 책자의 형태가 아닌 가제본의 형식도 무방함. 예
컨대 학생들의 보고서를 묶은 자료집 등.
② 사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처리 되어야 함.
[평가요소 ○ (8) 관련] 리걸클리닉 운영 초기 가이드라인 및 자료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
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숙지되고 있는 경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4.5. 리걸 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평가요소]
(1) (실무경험의 적합성)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
하다.
(2) (사회봉사기회 제공)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사회봉사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목적 달
성에 적합하다.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
원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1) 관련] ①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인 단체, 법률사무소 등 실무수습기관별로 실습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요소 (2) 관련] ①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이란 금전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송무
수행 행위를 의미함. 단, 실비 변상적 금전지급은 가능함.
② 사회봉사기회라 함은 자선 내지 기부, 단순노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을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함.
[평가요소 (3) 관련]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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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의 2020-2021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중 리걸클리닉 관련 부분
Standard 303. CURRICULUM
(b) A law school shall provide substantial opportunities to students for:
(1) law clinics or field placement(s); and
(2) student participation in pro bono legal services, including law-related public
service activities.

Standard 304. EXPERIENTIAL COURSES: SIMULATION COURSES, LAW CLINICS,
AND FIELD PLACEMENTS
(a) Experiential courses satisfying Standard 303(a) are simulation courses, law
clinics, and field placements that must be primarily experiential in nature and
must:
(1) integrate doctrine, theory, skills, and legal ethics, and engage students in
performance of one or more of the professional skills identified in Standard
302;
(2) develop the concepts underlying the professional skills being taught;
(3) provide multiple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4)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 performance, self-evaluation, and feedback
from a faculty member, or, for a field placement, a site supervisor;
(5) provide a classroom instructional component; or, for a field placement, a
classroom instructional component, regularly scheduled tutorials, or other
means of ongoing, contemporaneous, faculty-guided reflection; and
(6) provide direct supervision of the student’s performance by the faculty
member; or, for a field placement, provide direct supervision of the student’s
performance by a faculty member or a site supervisor.

(b) A simulation course provides substantial experience not involving an actual
client, that is reasonably similar to the experience of a lawyer advising or
representing a client or engaging in other lawyering tasks in a set of facts and
circumstances devised or adopted by a faculty member.

(c) A law clinic provides substantial lawyering experience that involves advising
or representing one or more actual clients or serving as a third-party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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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field placement course provides substantial lawyering experience that (1)
is reasonably similar to the experience of a lawyer advising or representing a
client or engaging in other lawyering tasks in a setting outside a law clinic
under the supervision of a licensed attorney or an individual otherwise qualified
to supervise, and (2) includes the following:
(i) a written understanding among the student, faculty member, and a person in
authority at the field placement that describes both (A) the substantial lawyering
experience and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feedback and self-evaluation;
and (B) the respective roles of faculty and any site supervisor in supervising
the student and in assur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the experience for the
student, including a clearly articulated method of evaluating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i) a method for selecting, tr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with site
supervisors, including regular contact between the faculty and site supervisors
through in-person visits or other methods of communication that will assure
the quality of the student educational experience. When appropriate, a school
may use faculty members from other law schools to supervise or assist in the
supervision or review of a field placement program;
(iii) evaluation of each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by a faculty member;
and
(iv) sufficient control of the student experience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are met. The law school must maintain records to document
the steps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which shall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written understandings described in
Standard 304(d)(i).
(e) Credit granted for such a simulation, law clinic, or field placement course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and the anticipated
quality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student.
(f) Each student in such a simulation, law clinic, or field placement course shall
have successfully completed sufficient prerequisites or shall receive sufficient
contemporaneous training to assure the quality of the student education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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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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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
- 서울대 로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손창완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
토론문
손창완 (연세대학교)

○ 2+1 학점안은 리걸클리닉 과목의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제도일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만 모든 리걸클리닉 과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데 구체적인 수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는 리걸클리닉 과목에 5학점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P/NP 과목이다
보니 해당 과목을 과다하게 수강할 경우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을 수강하지 않
고 졸업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경우 해당 제한
을 폐지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돠 대비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해 신입생 선발기준에 직장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약
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경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로는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임상교원 확보의 문제
- 수준높은 임상교원 확보가 리걸클리닉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의
방안은 로스쿨 평가기준에 최소한의 임상교원 확보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비정년트랙으로라도 전임임상교원을 확보하는 경우 교내에서 수준높은 교육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임상교원의 경우 겸직을 당연히 허용하여야 하며, 교내 법률사무소
의 개설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로펌과 공익단체와의 협업
- 교내에서 리걸클리닉 운영의 한계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 외부 로펌과 공익단체와 협약을 맺어 리걸클리닉 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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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제한하는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도입기부터 관여해 왔던 토론자의 입장에서 10년 이상
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아직은 갈 길이 요원하고, 이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정적 요인으로 리걸클리닉 운영을 위한 물적 지원
이 부족한 상황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리걸클리닉 교육을 수행할 인적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서울대의 예를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로스쿨 제도의 발전에 리걸클리닉이 기여할
바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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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
- 서울대 로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게디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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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제

박선아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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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

조영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토론문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조영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1))
1. 발제에 대한 의견
우선 박선아 교수님의 발제에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로서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과거 사
법시험/사법연수원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선/
보완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법률실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임을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1)리걸클리닉 전담교수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방안, 2)로스쿨 부설 법
률사무소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방안, 3)리걸클리닉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
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부족하지만 토론에 갈음하여 몇 가지 의견을 더합니다.
먼저 전담교수에게 소송수행권을 허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지적되는 법률상 문제도 리걸클리닉 전담교수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소송수행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변호사법이나 교원관련 법률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의 해석상 일부 충돌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법에서 개업상태의 변호사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겸하지
못하거나 사인에게 고용되지 못한다는 규정은 둔 것은 공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사적인 수임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
의 업무로 인한 이득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관련 법률에서도 겸
직을 허가사항을 두고 있는 것은 영리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별 법령을 개정하기 보다는, ‘임
상법학교육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임상법학교육의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이
범위 내에서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의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상법학교육의 소송수행원칙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 이하 토론문의 내용은 발제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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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데, 개괄적으로 제안하면, 1)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원칙, 2)교육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공익성과 구조필요성, 3)소송수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소송수행 사건
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참여 학생들에 대한 교과과정 이수 인정 등), 4)당사자의 경
우 비용부담이 없는 대신 소송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교육목적의 활용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러한 임상법학교육의
원칙에 기초하여 도입하되,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공공법률구조제도와 결합(법원소송구조결정/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하는 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걸클리닉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조성과 운영에 대
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투자에 민간기업의 기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상법학교육에서 변호사 단체의 역할
로스쿨에서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
호사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호사단체는 예비법조
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단체로서 가지는 특수성도 있
고,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초기 사법시험제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부분
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비회원이 될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
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
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변호사법 등 법제도 개선과정에서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 중
요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통해 훈련된 법조인이 양성되는 것은 결국 국
민들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률가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법률가단체로서 장래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先)투자일 뿐만
아니라 선배 법조인으로서 가지는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올 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예비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공익인권 실무교육 프로그
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주 동안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전국 로스쿨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총 38명이 선발되어 참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협력
하여 공통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생생한 실무 현장을 경험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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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법률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실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6개 시민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섭외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변
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시간을 쪼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 실무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최초 기획했던 구금시설 견학이나 전체 프로그램들
이 변경되거나 축소하여 진행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도, 협력기관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3개 주관기관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작은 시도였지만, 의미있는 성과
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총괄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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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

홍수정 기자
(법률신문)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_토론문

홍수정 법률신문 기자

Ⅰ. 리걸클리닉 관련 취재 사례 및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법조 기자인 동시에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수업을 수강한 졸업생의 입장에서 리걸
클리닉 수업은 법조 실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기회로서 강하게 각인됨. 또 취재 과
정에서 리걸클리닉을 통해 접한 공익소송 분야를 자신의 진로로 삼는 사례를 다수
접하는 등 리걸클리닉은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주는 영향이 큰 수업이
라고 생각.
- 리걸클리닉이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체험이 되고, 공익
법 등 법률시장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업역의 인큐베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방향
성에 대해 동의함.
- 그러나 로스쿨 도입 10년을 되돌아 볼 때 최근 기수보다 로스쿨 1~3기 기수들이
리걸클리닉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초기에 비해 지금 리걸클리닉 교
육이 악화된 측면도 있음.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Ⅱ.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
- 소송수행권과 ‘리걸클리닉 전담교수의 소송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을 구
하기 위해 현행법과 제도를 해석하는 과정에 회색지대가 지나치게 넓다는 생각. 현
행 법제 하에서 해석의 회색지대가 넓고 수행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관
행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기 쉬우므로 변호사업무의 제한적
허용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함.
1. 수행 사건의 양적·질적 제한 부분
- 소송수행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양적 제한과 질적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함.
리걸클리닉의 특성 상 한 학기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에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가도 학기가 끝나갈수록 사건을 함께 연구해야 할 학
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비교적 소송수행에 소모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건, 그리고 사건이 지
체되어 다음 학기에 다른 학생들이 이어받아 사건을 연구 및 수행하여도 무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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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쟁점이 명확한 사건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 또 리걸클리닉을 듣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사건의 쟁점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학생들은 물론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부설 법률사무소 설치 부분
-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를 설치해 실무교육은 물론 공익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까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 공익에 기여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며, 이를 위해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의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
함.
- 이 과정에서 기존 변호사들과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것은 수임 사건에 양
적·질적 제한 가하고 소액사건 등 비교적 경쟁적이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
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3. 그밖의 논의
- 리걸클리닉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논의에 대해 보도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
는 방식으로 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함.
- 또 리걸클리닉 활성화의 성패는 변호사시험 제도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하락하고 시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참여율이
저조해 질 가능성이 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시험의 부담
을 경감하고, 리걸클리닉 수업을 통해 소송수행을 한 경우 법률기관에서의 실무수
습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의 압박이
경감되고 리걸클리닉 수업에 들인 시간을 다른 데서 절약할 수 있는 등 확실한 유
인이 있다면 리걸클리닉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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