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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이영호**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
준, 평가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절차
의 기본 틀 ②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5년의 평가주기 ④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⑤이의신청의 심의 ⑥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
에서는 정책적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장
점으로 평가기구 선택권, 평가기구의 독점지양 선의경쟁 체제, 인증 사후관리 체제 도
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단점으로 무엇보다 평가체제
의 획일성, 지나치게 많은 평가내용과 기준,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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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의 법과대학의 설치와 운영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과 유사성이 많다. 예컨대,
종래의 사법시험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된 목적도 비슷하고, 법조인양성 교
육을 대학원 체제로 바꾸었으며, 법학교육의 질 관리 방식으로 미국식 평가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의 유사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보다 3년 정도 앞서 학부중심 법학교육을
대학원 체제로 바꾸었고(일본은 2004년에 법과대학원 설치 근거법령을 마련하였고, 반면에
한국은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 관리
를 위한 법과대학원 평가도 먼저 실시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평가를 분석해 보는 일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연구로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원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3개 기관이다. 大学基準協会(이
하 “JUAA”라 칭함),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이하 “NAID_UE”라 칭함)와 日弁連法務研究
財団(이하 “법무연구재단”이라 칭함) 3개 기관은 공히 일본 문부성의 인정을 받아 법과대
학원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3개 평가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법학교
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에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 하나는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의 실제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대학원
평가의 법적 기반과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 등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
가요소를 비교 검토하여 어떤 평가요소가 유사하고, 어떤 평가요소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문헌은 大学基準協会(2011)『法科大学院認証評価ハンドブッ
ク』(平成23年4月22日改定),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2010)『法科大学院評価基準要綱』(平
成22年９月改定）, 日弁連法務研究財団(2010), 『法科大学院評価基準』(２０１０年 １２月
１日一部 改正）과『法科大学院認証評価手続細則』(2010年 12月 1日 改定) 등으로 이들
문헌자료는 JUAA, NAID_UE와 JLF 3기관이 각각 현재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법과대학
원 평가기준과 관련 규정 등으로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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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검토
1. NIAD-UE의 법과대학원 평가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_Unversity Evaluation:
NIAD_UE)는 1991년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및 전문학교 수료자와 NIAD가 인정
하는 교육시설 과정의 수료자에게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기구로 국립학교
설치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가의 기관이다. 1998년 대학심의회 ‘21세기의 대학상과 향후
개혁방안에 관하여’의 답신에서 대학평가를 위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된 이후, 1999년 NIAD_UE에 ‘대학평가기관(가칭)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허귀진,
2000).
2000년 4월에는 NIAD_UE의 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위수여기구에서 독립행정법인인 대
학평가·학위수여기구로 개편되었다. NIAD는 대학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미 대학평가
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의 기관인증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0
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을 시범적 실시기간으로 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하였다. NIAD_UE
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학평가기구의 하나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기관인
증평가, 단기대학인증평가, 고등전문학교기관인증평가, 국립대학 교육연구평가와 더불어
법과대학원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NIAD_UE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 및 향상
을 도모함과 더불어 법학 전문 대학원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
다. 그리고 대학원의 교육 활동 교육 여건 등에 대한 인증, 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교육
의 질 향상, 대국민 대학원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요자 알 권리 충족 등을 강조하고 있
다(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 2009a p.1).
NIAD_UE는 법과대학원에 관해 높고 넓은 식견을 가진 대학관계자 및 법조관계자와 사
회, 경제, 문화 그 외의 분야에 관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에 의해 구성된 법과대학원 인증
평가 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
가부회를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부회는 평가를 실제로 담당하는 대학관계
자, 법조관계자 및 유식자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의 신뢰
성을 높이고 적절하고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증평가의 목적, 내
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연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안)에 대한 이의제
기에 대한 심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이의제기 심사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인증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大学評価 学位授与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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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 2009b: 2). NIAD_UE의 법과대학원 평가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평가의 시작은 평가요강 안내와 평가신청으로 시작되며, 자체 평가, 서면 평가, 현지 방
문 평가, 이의 신청, 평가 결과 판정, 평가 결과 공표 및 정보 공개 등으로 시행된다. 평가
실시를 희망하는 법과대학원은 평가실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평가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기평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실시
를 희망하는 년도 6월 30일까지 자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평가신청서 제출
로부터 9개월 동안 당해 법과대학원은 NIAD_UE에서 제공하는 자기평가실시 요항에 따라
자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기평가는 기준 및 해석 지침에 따라 법과대학원의 교육활동
등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법과대학원에서는 자기평가실시 요
항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의 각 영
역마다, 기준에 관련된 상황의 기술 중에서 법조양성의 기본 이념이나 해당 법과대학원의
목적에 비추어 우수한 점, 개선사항을 추출하여 이를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大学評価 学位
授与機構, 2009b: 3).
서면 조사는 법과대학원이 작성한 자기평가서(법과대학원의 자기평가의 근거로 제출 된
자료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및 기구가 독자적으로 조사 수집한 자료 데이터 등의 분석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따로 정해진 방문 조사 실시 요항에 기초하여 평가 담당
자가 해당 법과대학원을 방문해 서면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시
한다(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 2009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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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2009b: 8).
[그림 1]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평가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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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별 인증기준에 관련된 상황 기술 중에서 법조양성의 기본 이념과 해당 법과대
학원의 목적에 비추어 그 대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개선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법과대학원에 대하여 적격 인정을 하고 공표한다.
그러나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
학에 부적격을 통지하고, 공표한다. 평가결과는 당해 법과대학원에 있어 교육 활동 개선에
필요한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널리 사회에 공표되는 것이 있으므로 평가 과정
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평가결과
(안)를 대상 법과대학원에 통지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 2009c: 4).
평가기준은「법과대학원교육과 사법시험 등과 연계 등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39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법조양성의 기본이념」및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에서 규정
된 법과대학원의 설치 기준 등에 입각하여, 동법 제5조에 의거해 기구가 법과대학원의 교
육활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적인 적격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법
과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의 본질에 부합되는 교육활동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
로 총 10영역으로 대분류를 하고, 평가영역별 하위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각 평가기준에 설
명 및 예시를 규정한 해석 지침을 제시하여 평가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평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 2009a).
NIAD_UE의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을 전부 만족할 때 적격 인정을 하지
만, 일부라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하여 추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하위지침)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기준’과 ‘향후 노력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평가기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기준 판정
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기준 만족여부’, ‘향후 노력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 실적’, ‘향후 노력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
실적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평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평가결과 판정과 더불어 평가 대상
법과대학원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대학에 송부하고, 또한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보고
함과 동시에 NIAD_UE 홈페이지(http://www.niad.ac.jp/)에 게재하는 것으로 사회에 공표
하며, 또한 평가결과의 공표와 더불어 평가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과대학원
을 둔 대학에서 제출한 자기평가서도 NIAD_UE(http://www.niad.ac.jp/)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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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IAD_UE의 법과대학원 평가항목
평가영역
1. 교육목적
2. 교육내용

3, 교육방법
4. 성적평가 및
학위수여
5. 교육내용
개선 조치
6. 입학

7. 학생지원

8. 교원 조직

9, 관리 운영

평가항목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와 교육목
적의 연계성
l 교과목 편제 구조의 타당성
l 교과목 이수기준의 적절성
l 수료 요건의 타당성
l 법률기본교과목이수단위의적절성
l 교육 방법의 다양성
l 학기별 이수단위의 적절성
l 교육 과정 개선
l 수업 평가의 엄정성
l 성적 평가 기준의 고지
l 교육내용 개선 조치 실적
l 입학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l 타 학부 출신자 선발
l 교육 목적과 입학 정책의 일관성
l 입학 정원 관리의 충실성
l 학습 지원
l 직업 지원
l 학생 생활 지원
l 전임 교원 확보와 구성
l 실무 경험과 고도의 실무 능력
l 교원의 자격과 평가
l 관리운영의 독자성
l 재정 확보
l 자기 점검 및 평가
- 자기 점검 평가의 체계성
- 자기점검평가를통한교육개선
- 외부에의한자기평가에대한검증
l 교육 활동 관련 정보 제공
l

교육 목적 체계의 명료성
법조인상과교육구현방안의일치성
l 교과목 개설의 충실성
l 수업일수및수업시간이수단위의적절성
l 법률기본과목수강인원 (50명기준)
l 교육 방법 개선
l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l 수업계획서작성및활용의적절성
l 성적 불량 학생에 대한 이수 제한
l 수료 요건의 타당성
l 실무 유경험 교원 지속적 확충
l 입학자의 적성 및 능력의 고려
l 학생 선발의 다양화
l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l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l 학생 생활 상담 지원
l 전임교원의담당수업과목의비율
l 교원의 교육 연구 환경
l 시설 확보
-강의실, 연습실, 실습실, 자습실, 도서관,
연구실, 사무실
l 도서관 정비
-법학 관련 전문 사서 확보
-교육 연구에 필요한 도서 확보
-소장도서및자료의체계적관리
l
l

자료: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2009).

법과대학원은 개설 후 5년 이내에 첫 번째 평가를 받고, 이후 5년 이내에 다음 평가를 받
도록 하여 평가주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평가를 받는 법과대학원의 다음
평가 시기는 해당 추가평가 시기부터가 아니라 본 평가의 시기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바
로 인증을 받은 법과대학원과 차별화 하고 있다. NIAD_UE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과대학원
이 교육과정 또는 교원조직에 중요한 변경을 한 경우에는 NIAD_UE의 평가인증위원회는
그 변경 내용을 심의하고,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법과대학원으로서의 적격 인증의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 2009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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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AA의 법과대학원 평가

대학기준협회(Japanese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JUAA)는 2007년 2월 16
일자로 문부 과학 대신으로부터 법과대학원 인증평가기관 지정을 받아 법과대학원 도입초
기부터 평가를 시행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평가 기구이다. JUAA는 법과대학원 교육
의 질에 대한 보장과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유지에 대한
법과대학원의 책무성 완수를 법과대학원 평가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大学基準協
会, 2012: 1).
JUAA 법과대학원 평가체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위원회, 서면
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담당하는 법과대학원 인증평가분과회와 법과대학원 이의신청심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JUAA 법과대학원 평가체제는 <표 2>와 같다.
<표 2> JUAA의 평가체제
구분

구성

역할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위원회

Ÿ 법과 대학원 설치 대학 추천 법과대학원 교수
중 이사회가 선출 14명(중 4 명은 실무가 교원)
Ÿ 법조인 또는 변호사로서 실무경험자 3 명
Ÿ 이사회가 선출 외부 지식인 2 명
Ÿ 총 19 명으로 구성

Ÿ 인증 평가 분과회의 평
가보고서 심의 및 판정
Ÿ 법과 대학원 인증 평가
실시 중앙 조직

법과대학원
인증평가분과회

Ÿ 법과대학원 설치 대학 추천 교원,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1 분과 5 명 위촉
Ÿ 단, 법과 대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의 필요에 따라 위원을 증원함

Ÿ 서면 평가
Ÿ 현지방문평가
Ÿ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법과대학원
이의신청심사

Ÿ 본 협회 부회장 중 1 명, 본 협회의 이사 및 감
사 중 1 명, 변호사 3 명, 외부 지식인 2 명 이
상 총 7 명으로 구성

Ÿ 부적격 판정 받은 법과
대학원의 이의 신청 심사

자료: 대학기준협회 홈페이지 조직체제 참조(http://juaa.or.jp/accreditation/law/system.html).

JUAA의 법과대학원에 대한 평가절차는 NIAD_UE와 대동소이하다. 즉, ①자체점검계
획서 제출 ②자체점검 평가 ③분과회 서면평가 ④분과회 현지방문 평가 ⑤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⑥ 법과대학원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⑦ 평가인증위원회 법과대학원
의견 심의 및 최종판정 ⑧ 이사회 평가결과 승인 ⑨평가결과 대학에 송부, 사회일반에 공
표, 문부과학성에 보고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大学基準協会, 2012, 法科大学院認証評価 ハ
ンドブック, 概要 참조). 평가기준의 영역은 10개영역 즉, 이념 목적 및 교육 목표, 교육내
용방법 성과 등, 교원 조직, 학생 수용, 학생생활에 대한 지원, 시설 설비, 도서관, 사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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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관리 운영, 점검 평가 등, 정보 공개 책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 평가
기준 구성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JUAA의 법과 대학원 평가내용
영역
제1장
이념 목적 및
교육목표

·

항
Ÿ 이념 목적 실천교육목표
Ÿ 교육 목표의 확인
Ÿ 교육과정의 편성
Ÿ 법률 실무 기초 과목

제2장
교육내용방법 성
과 등

제3장
교원 조직

제4장
학생 수용

제5장
학생생활에 대한 지원
제6장
시설 설비,
도서관
제7장
사무조직
제8장
관리 운영
제9장 점검
평가 등
제10장
정보공개 책임

·

목

Ÿ 실습 과목의 기밀 등
Ÿ 이수과목 등록제한
Ÿ 재학 기간의 단축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법이론 교육과 법률실
무 교육

Ÿ 법률 정보조사 및 법률 문서
Ÿ 실습 과목
작성
Ÿ 특색 있는 활동
Ÿ 과정 수료 요구 사항
Ÿ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Ÿ 입학 전 취득 학점 인정
Ÿ 법학부 졸업생 과정수료 요
Ÿ 이수지도 체제
구사항
Ÿ 수업계획 등의 명시
Ÿ 수업 방법
Ÿ 성적 평가 및 수료
Ÿ 재시험 및 추가시험
Ÿ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Ÿ 특색 있는 활동
Ÿ 사법 시험의 합격 여부 포함 수료자의 진로 등을 파악 및 공표

학습 상담 체제
수업을 하는 학생
진급 제한
교육효과 측정
특색 있는 활동
전임 교원 수
Ÿ 전임 교원으로서의 능력
Ÿ 실무가 교원
전임교원 전공구성 과목배치 Ÿ 교원 구성
Ÿ 전임 교원의 후임 보충
교원 모집 임면 승진
Ÿ 교원의 교육 연구 조건
Ÿ 인적 보조 체제
특색 있는 활동
Ÿ 교육 연구의 평가와 교육 방법의 개선
학생 수용 방침, 선발 방법 및 선발 절차의 설정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실시
입학자 선발의 경쟁력 확보
Ÿ 실시 체제
Ÿ 여러 입학자 선발 실시
공정한 입학자 선발
Ÿ 적성 시험
Ÿ 법학 기수 자 인정 등
입학자 선발 방법 검증
Ÿ 입학자의 다양성
입학시험에 있어서의 신체 장애자 등에의 배려
정원 관리
Ÿ 휴학 자나 퇴학 사람 관리
Ÿ 특색 있는 활동

Ÿ 학생의 심신 건강 유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단위 및 수업 기간 설정

Ÿ 각종 성폭력에 대한 대응

Ÿ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체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Ÿ 진로에 대한 상담 체제
Ÿ 특색 있는 활동
교육 형태에 맞는 시설 설비 Ÿ 자습 공간
Ÿ 연구실 정비
정보 관련 설비 및 인적 체제 Ÿ 신체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Ÿ 시설 설비의 유지 충실
도서 등의 정비
Ÿ 개관 시간
국내외의 법과 대학원 등과의 상호 이용
Ÿ 특색 있는 활동
적절한 사무 조직정비
Ÿ 사무조직과 교육조직과의 관계 Ÿ 사무 조직의 역할
사무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Ÿ 특색 있는 활동
관리 운영 체제 등
Ÿ 로스쿨 관련 전임 교원조직의 장의 임면
관계 학부 연구과 등과의
Ÿ 재정 기반 확보
Ÿ 특색 있는 활동
연계

Ÿ 자기점검 평가

Ÿ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향상

Ÿ 정보공개 책임

자료: 大学基準協会(2012), 法科大学院基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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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A는 국 공 사립대학에 설치된 모든 법과대학원 인증평가 대상으로 하여, 평가의 자
격을 법학 최초의 졸업생이 나오는 다음 해부터로 정하고 있다. 평가주기는 5년으로 정하
고 있다. JUAA는 평가의 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평가기준과 JUAA차원에서 권고하
는 기준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과대학원 교육의 질 유지에 필요한 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표 5> JUAA 법과대학원 평가기준 설정의 기본관점
평가관점

평가관점관련사항

◎ 법령 준수사항
아니지만 JUAA 차원에서
○ 법령사항은
충족을 요구하는 사항
수준 II ○
법과대학원의 질 유지 필요 권장사항
자료: 大学基準協会(2012: 58).
수준 I

평가방법
미충족 부적격 판정
문제점 평가, 단 미흡의 정도가 심각
한 경우 평가에 반영함
문제점, 장단점 평가

법과대학원 인증평가 결과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그 결정 사항은 즉시 해당
대학과 법과대학원에 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JUA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문부과
학성 대신에게 보고한다. 인증평가 결과 적격 인증을 받지 못한 법과대학원은 평가결과 중
권고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 년 후에 "개선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과대학원이 법학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책
무성을 완수 하자는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 JUAA의 인증평가를 받은 법과대학원이 다음
인증평가를 받기 전에 해당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 또는 교원 조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JUAA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 신고가 있는 경
우, 법과대학원 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법과대학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해당
법과대학원의 평가 결과에 해당 사항을 부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改善報告,教育課程又は教員組織に関わる重要な変更 http://juaa.or.jp/accreditation/law/report.html).
4.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

일본변호사연합법무연구재단(이하‘법무연구재단’으로 칭함)은 2004년(평성 16년 8월 31
일) 문부과학성 대신으로부터 일본 최초의 법과대학원을 평가하는 인증평가기관으로 인증
을 받아 법과대학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구재단은 법과대학원 교육활동의 적합성
에 대한 평가(적격인정) 및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분야별 평가)를 통하여, 개별 법과대학원이 단순히 설치기준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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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과 법조인 양성에 대한 법과대학원의 책무성 완수에 역점을
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日弁連法務研究財団, 2010a: 1).
법무연구재단은 인증평가 평의회, 평가위원회, 평가팀, 이의심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법과대학원을 평가하고 있다. 그 평가체계는 <표 6>과 같다.
<표 6>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체제
구분

구성

평가관련 역할

인증평가
평의회

Ÿ 법과대학원 관계자 4명, 법조4
명, 일반 학식 있는 자 4명 이상
총 12명

Ÿ 평가기준의 채택 변경 등 인증평가사업의 기
본적 사항 결정
Ÿ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의 이의제기의 수용여부 결정

평가위원회

평가팀
이의심사
위원회

Ÿ 법과대학원 관계자 8명, 법조 6
명, 일반 학식 있는 자 6명 등
총 20명
Ÿ 원칙적으로 5명을 기준으로 위촉
Ÿ 단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의 규모
에 의하여 평가원을 증감할 수
있음
Ÿ 인증평가 평의회의 선임한 이의
심사위원 6명으로 구성

자료: 日弁連法務研究財団(2010).

Ÿ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인증평가사업의 실시
에 관한 사항을 결정

ㆍ

Ÿ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에 관하여 자기점검 평
가보고서 그 외의 자료의 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관해서의 조사결과 및 의견
을 기재한 평가 팀 보고서를 작성
Ÿ 당해 이의에 관해서 심사하고 이의심사서를
인증평가 평의회에 제출

인증평가평의회는 평가기준의 책정 변경 등 인증평가사업의 기본사항을 결정하며, 평가보
고서에 대한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으로부터의 이의의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때는 평가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원안 중 평가의 전제인 사실인정부분에
관해서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에 송부하여 의견을 구한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법과
대학원으로부터 의견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를 결정한다. 평가팀은 5명으로 구성하고 현지
조사 기간은 3박 4일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및 관련자료 현지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평가팀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자기점검평가보고서, 평가팀 보고
서, 관련 자료에 근거한 평가보고서 원안을 작성한다. 이의심사위원회는 평가대상법과대학원
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평의회에 제출한다. 이의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
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혹은 평가 팀에 대하여 재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평가대상법과대학원 평가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평가의 신청은 평가에 소요 되는 기간이 통산 최소 2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최
장 2년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작에서 완료까지 2년 6개월의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法科大学院認証評価手続規則 제2조). 인증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인증평가를 간소화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비용은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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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는 ①법과대학원의 운영체제와 자기개혁 ②입학자 선발
③교육체제 ④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선의 조직적 대처 ⑤커리큘럼 ⑥수업 ⑦법조에 필요
한 자질 및 능력 양성 ⑧학습 환경 ⑨성적평가 수료인정 등 9개 평가 영역, 47개의 평가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평가기준
영역

평가기준

영역

1.
법과
대학원
운영

◎ 1-2-1 자기개혁
● 1-3-1 교육활동 등에 관한 정보 공개
◎ 1-4-1 관리운영⑴ (법과대학원의 자주성 독립성)
○ 1-5-1 특징의 추구

6.
수업

2.
입학자
선발

3.
교육
체제

4.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개선

5.
커리
큘럼

◎ 2-1-1 입학자 선발(1)(입학자선발기준 등의 규
정 공개)
◎ 2-1-2 입학자 선발(1)(입학자선발의 실시)
◎ 2-2-1 기수자 인정⑴(기수자 선발기준 등의 규
정 공개)
◎ 2-2-2 기수자 인정⑵ (기수자 선발의 실시)
◎ 2-3-1 다양성(입학자의 다양성의 확보)
◎ 3-1-1. 교원체제⑴ (전임교원의 수)
◎ 3-1-2. 교원체제⑵ (전임교원의 필요수)
◎ 3-1-3. 교원체제⑵ (전임교원의 필요수)
◎ 3-1-4. 교원체제⑷ (교수의 비율)
○ 3-1-5. 교원체제⑸ (교원의 연령구성)
○ 3-1-6. 교원체제⑹ (교원의 성별(gender) 구성)
● 3-2-1 교원지원체제⑴ (담당수업시간표)
○ 3-2-2 교원지원체제⑵ (교육지원체제)
○ 3-2-3 교원지원체제⑶ (연구지원체제)
◎ 4-1-1 교원에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개선하
○ 4-1-2
◎ 5-1-1

◎ 5-1-2
● 5-1-3

기 위해서 연수회나 내부연구의 기회 등
이 적절히 준비되고 실시되고 있을 것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학생이 평가하
고 교원에 통지하는 구조가 제도상 준비
되고 실시되고 있을 것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
학 인접과목, 전개 선단과목의 모든 것에
걸쳐서 수업과목이 체계적이면서 적절히
개설되고 있고 학생의 이수가 각 과목의
어느 것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일이 없도
록 배려되고 있을 것.
이수과목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학점수의
상한이 연간 36학점 이하일 것과 수료의
전년도까지 이수는 44단위 이하일 것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을 것

자료: 日弁連法務研究財団(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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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조
자질
능력
양성

평가기준

● 6-1-1 과목의 이수선택의 적절성 및 지도
◎ 6-1-2 개설과목이 효과적으로 이수할
○
○
◎

수 있도록 적절한 양태 방법으
로 수업을 실시
6-1-3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과의 조화
6-1-4 임상과목 개설의 적절성
6-1-5 강좌당 학생수의 적절성

● 7-1-1 법조에 필요한 마인드와 스킬 형
성 개설과목의 적절성

8.
학습
환경

◎ 8-1-1 필요한 설비 시설의 적절한 확
보 정비
◎ 8-1-2 교육 및 학습 상에서 필요한 정
보원 및 그 이용환경 정비
○ 8-2-1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8-2-2 학습방법이나 진로선택 등에 대
한 적절한 상담체제 구축
○ 8-2-3 학생 상담 및 카운슬링 체제
○ 8-3-1 실사회와의 접촉 교류 등
○ 8-3-2 국제성의 함양에 대한 배려
◎ 8-4-1 신입생 충원률
◎ 8-4-2 재학생 등록률.

9.
성적
평가
수료
인정

◎ 9-1-1 엄격한 성적평가기준 정비
◎ 9-1-2 성적평가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성적평가
○ 9-1-3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과 적용
◎ 9-2-1 수료인정기준 체제 마련
◎ 9-2-2 수료인정기준 적용
○ 9-2-3 수료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법무연구재단의 판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 분야별 평가, 적격인정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다. 즉, 47개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를 종
합하여 9개 평가영역별 평가하고, 각 평가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인증여부를 판정하
는 적격인증을 판정하고 있다(日弁連法務研究財団, 2010a: 7).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는 최소 요구수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적합/부적합 판정(적합:
당해기준에 적합하다/부적합: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을 하고, 그 질적 수준을 다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질적 수준에 대한 다단계 평가는 A+: 탁월하다. A: 매우 잘 실시되고 있다.
B: 잘 실시되고 있다. C: 실시되고 있다(최저한도의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D: 실시
되고 있지 않다(최저한도의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등 4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영역별 평가는 ①법과대학원의 운영체제와 자기개혁 ②입학자 선발 ③교육체제 ④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선의 조직적 대처 ⑤커리큘럼 ⑥수업 ⑦법조에 필요한 자질 및 능
력 양성 ⑧학습 환경 ⑨성적평가 수료인정 등각 평가영역별 하위 평가기준에 대한 다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법과대학원이 [어느 정도 확실히 대처하고 있는가]를 A+: 탁월
하다. A: 매우 잘 실시되고 있다. B: 잘 실시되고 있다. C: 실시되고 있다(최저한도의 필요
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D : 실시되고 있지 않다(최저한도의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
지 않다) 등 4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연구재단의 A+, A, B. C. D 다단계 평가에서 A+, A, B와 C, D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C. D는 법학교육의 질 보장에서 요구되는 최소요구조건에 대한 충족과 불충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47개의 평가기준에서 모두 C이상이면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질은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인 셈이다. 그리고 A+, A, B는 최소요구
조건 충족을 하는 경우, 그 충족의 정도 및 실시의 정도를 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
기 위한 평가척도라 할 수 있다. 즉, 해당 평가기준을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 평가기준의 충
족 정도를 종합적 평가하여 충족의 정도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선의 경쟁을 유도하
고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관련 기준, ●추가기준 A, ○추가기준 B 등 3종의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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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영역별 평가방법
구분

정의

평가방법

◎법령관련기준

법령 근거 평가기준으로 반드
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추가기준A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필수적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기준

○추가기준B

충족이 바람직한 평가기준

자료: 日弁連法務研究財団(2010: 8) 참조.

◎법령유래기준은 하나라도 부적합 또는 D평가이
면 당해 법과대학원은 [부적격]으로 평가함

●추가기준 A는 하나라도 부적합 또는 D평가이면
당해법과대학원은 원칙적으로 [부적격]으로 평
가. 다만 타 평가기준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D평가기준을 보완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는 [부적격]으로 평가되지 않음
추가기준 B는 부적합 또는 D평가를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법과대학원을 [부적격]으로 판
정하지 않음

○

「법과대학원 인증평가 절차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살펴보면,
① 평가실시전체의 스케줄에 관해서 합의 ② 평가대상 법과대학원 담당 평가원의 선임 ③
자기점검 평가항목 안내 및 설명회 ④ 자기점검 평가보고서 작성 ⑤ 담당평가원의 연수
및 평가 팀에 의한 자기점검평가보고서의 분석 검토 ⑥ 현지조사 ⑦ 평가팀 보고서의 작성
⑧ 평가보고서 원안 작성 및 당해 법과대학원에 송부 ⑨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결정 및 법과대학원에 송부 ⑩ 이의신청절차, 평가보고서의 확정,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의
통지, 문부과학대신의 보고 및 공표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있다(大学院認証評価手続規則
제4조). 법무연구재단의 평가결과 보고서 공표 및 당해 법과대학원, 문부과학성 보고 등은
NIAD_UE, JUAA 등과 유사하며, 법무연구재단은 인증 후 당해 법과대학원에 대한 사후관
리도 유사하게 하고 있다.
Ⅲ. 일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비교
1. 일본 3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 등이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목적, 평가
시행 조직체계, 평가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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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비교
구분

평가목적

평가체계

평
가
신
청

신청서
제 출

․

점검 평가
보고서
제 출
평가기준
수
본 평가
수
추가평가
료

JUAA
NAID-UE
Ÿ 법과대학원 수준의 향상 Ÿ 교육 활동 교육 여건
Ÿ 법과대학원의 교육의 등에 대한 인증을 통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 한 교육의 질 향상
확보
Ÿ 수요자 알 권리 충족
을 위한 정보제공
Ÿ 인증평가위원회
Ÿ 인증평가위원회
Ÿ 증평가 분과회
Ÿ 평가부회
Ÿ 이의 신청심사
Ÿ 이견 제기 심사 전문 부회

·

법무연구재단
Ÿ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
Ÿ 법조양성에 대한 법과대학
원의 책무성 완수 유도

Ÿ
Ÿ
Ÿ
Ÿ

인증평가평의회
평가위원회
평가팀
이의심사 위원회

평가신청 년도 4월
1일까지

평가 실시를 희망하는
전년도 9월말까지 정해
시작에서 완료까지 소요 기
진 양식에 따라 신청
간 2년 6개월을 감안하여 평
평가 실시를 희망하는 가일정을 협의하여 결정
년도 6월 30일까지

10 영역, 127평가관점
1 연구과 3,000,000

11 영역, 65 평가기준
3,500,000

평가신청 전년도 1월
6일부터 1월말까지

円
1 연구과 500,000円

円

9영역 47평가기준
300명
600명

900명

3,500,000

4,000,000

円

円

3,750,000

円

Ÿ 평가결과 통보 2 년 후
Ÿ 법과대학원 연차보고서 제출
"개선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Ÿ 법과대학원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Ÿ "개선 보고서" 인증평가
Ÿ 인증기준 유지 미달사항 필요에 따라 평가 실시
위원회 심의 검토 결과
Ÿ 평가절차는
자체점검계획서 제출
자체점검 평가
서면평가
현지방문
평가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토대로 한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평가보
평가절차
고서 초안에 대한 당해 대학원 의견 청취
법과대학원 의견 심의 및 평가보고
서 확정
평가결과 판정
평가결과 발표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 평가함
Ÿ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반 평가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하고 있음
Ÿ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도화하고 있음.
평가주기
Ÿ 5년
Ÿ 신청인 대학과 법과 대학원에 문서로 통지, 홈페이지 공개, 문부성 장관에게 문
평가결과 공개
서보고
Ÿ 다음 인증 평가를 받기 이전 법과 대학원의 교육 과정 또는 교원 조직에 중요한
교육과정
변경 사항 신고 의무화
등 변경사항
Ÿ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신고 및 조치
Ÿ 심의의 결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실시

·

⑤

⑧

①

②

⑨

⑦

③

④
⑥

자료: 大学基準協会(2010),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2009), 日弁連法務研究財団(2010)의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함.

인증평가 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학교교육법」,「학교교육법시
행령」,「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제 규정을 따르고 있는 평가절차의 기본 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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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5년을 기본으로 하는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및 문부과학성에 보고, 인증이후 다음
평가 이전에 변경하는 교육과정과 교원변동 등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 3개 평가기구가 유사하다. 여기서는 NAID-UE, JUAA
와 법무연구재단 3개 평가기구간 다소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한 것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 3개 법학교육 평가기구는 공통적으로 법과대학원에 대한 평가의 목적으로 법
학교육의 질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JUAA는 법과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확
보, NIAD_UE는 수요자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법무연구재단은 법학교육
공급자인 개별 법과대학원의 책무성 완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평가시행을 위한 조직체계는 주요사항 의결기구로 인증위원회,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단,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이의신청심의 위원회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JUAA와 NAID-UE는 최종 판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
사회가 담당하는 반면에 법무연구재단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최종
판정 등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인증평가평의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셋째,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은 모두「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 시험 등과
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등의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평가영
역과 평가기준은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평가기구별로 법
과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평가기준과 법과대학원의 특
성화 차원에서 모범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평가기구에 따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평가 수수료경우 JUAA는 법과대학원에 설치하고 있는 학과를 고려하고 있는 반
면에 법무연구재단은 법과대학원 학생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NAID-UE는 법과대학원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증 법과대학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JUAA, NAID-UE와 법무연구재단은 유사
하지만 JUAA는 2개의 평가기구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JUAA는 인증에 대한 평가
결과 통보 2년 후에 개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NAID-UE와 법무연구재
단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인증 평가를 받고 다음 인증평가를 받기 이전에 교육과정 또는 교원 조직에 중
요한 변경을 한 경우는 그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기구는 변경신
고 사항을 심의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인증 사후관리를 제도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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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의 시사점에 대한 논의

일본의 3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인, JUAA, NAID-UE와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
가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평가조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관련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 주관기관으로 볼 때 일본의 3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 중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평
가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기구는 법무연구재단이다. 법무연구재단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이
하 ‘일변협’이라 칭함)이 주체가 되어 설립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이다. 즉, 법무연구재단은
일변협으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JUAA와
NAID-UE 보다 1년 앞서 2006년부터 일본 최초의 법과대학원을 평가한 평가기구이다. 현
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변협’이라 칭함) 산하 법정 전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 위원회는 법학전문대
학원에 대한 평가의 시행과정에서 독립성 유지와 평가의 안정적 시행에 한계를 가질 수 있
기 때문에 일본 법무연구재단처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비용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 경우, 법무연구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법과대학원 평가비용을
국 사립을 막론하고 당해 법과대학원이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
부지원과 대학변협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독립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 대한변협의 요구
를 외면할 수 없고, 자칫 예산지원 중단은 평가중단으로 이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법학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정부예산지원 평가방식을 피평가 법학전대학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평가의 기준의 측면에서 본 시사점이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준은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
학원의 설립 인가 당시 경쟁은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는 설립 인가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당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상당수 있
기 때문에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대학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설립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 설립 인가의 주요 평가기준,
그리고 법학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을 시킨 결과
평가기준이 많아졌다. 이러한 평가기준 선정 방식은 우리 보다 앞서 법과대학원 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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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일본의 3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의 평가기준 선정의 기본 원칙을 수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원 설립 운영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고, 그 충족여부를
평가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즉, 일본의 법과대학
원 평가기준 선정의 기본원칙의 수용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후 최초평가
라는 현실론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은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기준 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향후 5년 후에 실시되는 법학전문
대학원 평가에서는 인증평가의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평가기준으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3개 법과대학원 평가기구 중에서 법무연구재단의 평가에서는 법조인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무연구재단은 아직 학습성과
중심평가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성과중심평가의 개념을 도입한 법학
교육 평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문분야 평가에서 학습성
과중심평가는 국제적 추세이자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로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도 법무연구재단이 시
도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성과중심평가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의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검토와 3개 평가기구의
비교 분석 내용을 토대로 유사성이 있는 평가요소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는 평가요
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성이 있는 평가요소이다.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 평가절차의
기본 틀 ② 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 5년의 평가주기 ④ 평가결과의 보고
와 공개 ⑤ 이의신청의 심의 ⑥ 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은「학교교육법」,「학교교육법시행
령」,「학교교육법시행규칙」,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 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련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평가기구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인증평가기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다는 점에서 법률기반 유사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평가요소이다. 예컨대,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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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에서 나타는 차이점은 3개의 평가기구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와 강
조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은 정책적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이를 나타내는 평가의 요소의 대부분이 절차와 관련이 되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절차적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내포되어 있는 장점과 단점을 논
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장점으로 첫째,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는
NAID-UE, JUAA와 법무연구재단 3개 평가기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과대
학원의 평가기구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3개의
평가기구는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발하려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 및 관리, 개선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를 통한 인증이후 사후관리 체
제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평가대상 법과대학원이 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평가
기구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다섯쨰, 법령요구 사항으로 필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기준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의 제도와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단점은 첫째, 평가체제의 획일성
이다. 즉, 3개의 평가기구의 평가기준과 방법에서는 유사성이 높은 반면에 일부 절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평가체제가 획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평가의 내용
과 평가기준이 너무 많다. 즉, 법령사항을 필수 평가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평가기구 차
원에서 추가 권고 우수 평가기준을 추가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평가내용과 기준이 증가
하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 이상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
미활용은 향후 법과대학원 평가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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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日本法科大学院評価についての研究
李 永 鎬
(ソウル基督大學校)
本研究の目的は、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が実施している法科大学院評価
の類似性と差異点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よって、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
それぞれが法科大学に対して行っている評価の目的、評価の手順、評価の基準、評価の
方法などを比較して分析を行った。
その主な結論は次の通りである。一番目としては、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
において、①評価手順の基本枠組み②法令事項に基づいた必須評価基準の設定③5年の
評価周期④評価結果の報告と公開⑤異議申請の審議⑥教育過程や教員の変動などの主要
変更事項についての申告および対応などは、内容的に類似性があると分析された。2番
目に、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で、①評価の目的②評価の体系③評価の申請④
必須評価基準を除いた勧告評価基準⑤評価手数料⑥事後管理などでは、政策的相違点が
あると分析された。3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長所としては、評価機構を選ぶ
権利、評価機構の独占阻止及び公正な競争システム、認証の事後管理システムの導入な
どが示されている。4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短所としては、評価体制の画一
性、過度な評価内容と評価基準の選定、評価結果の未活用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
主題語: 法科大学院認証評価, 大学評価 学位授与機構, 大学基準協会, 日弁連法務研究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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