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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해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에서 선발시험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변호사시험 응

시 5회 제한이라는 위헌적 제도가 없어지면 변호사시험은 더욱 더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

을 띠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의 성격을 더해 갈수록 변호

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1).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부, 로스쿨, 변호사시험에 이르는 7년에서 12년 공부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제쳐두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라는 것

은 공허한 이야기이다.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20.37.2.001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oung5@hanyang.ac.kr)
 1)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17, 254-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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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2), 가장 시급하고 어찌보면 쉬운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다3). 변호사시험법 제1조와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

고4),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5).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

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신림동에 가서 법

학공부를 한다고 한탄을 하던 때가 있었다. 가장 강력하게 한탄한 사람들은 법학교수들이

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한 이유는 사법시험 문제 때문이었다. 사법시

험을 법학교수 아닌 사람들이 출제하였다면 이러한 한탄이나 비판이 타당할 수도 있다. 사

법시험 출제자들 대부분이 필자를 포함한 법학교수였고, 바로 이들이 비정상적인 법학 교

육과 공부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법학교수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학생 나아가 우리 사

회의 발등을 찍는 출제를 계속하였지만, 이것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시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때

부터 모든 교수들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였지만, 이에 비해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구

체적 개선방안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6). 수많은 법학관련 학회도 마

 2)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논문들로서, 이소라. “미국 변호사 시험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출제 및 평가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19, 95면; 성중탁, “변호사시험제
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8, 21-54면; 강명수, “변호
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8, 55-80면. 

 3)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출제방향을 제시한 논문의 예로, 장혜진,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
방향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 제24권 제3호,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원, 2018, 287-310면; 정재황, “변호
사시험 공법형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2015, 1-38면; 김용섭,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
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2. 

 4)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기 직전 바람직한 출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원혜욱,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11, 413-428면; 배병호, “변호사시험에 있어 행정법분야
의 출제방향”, 행정법학, 제1권 제1호, 2011, 157-188면 등. 

 5) 피상적 지식 암기에 치중하는 문제, 판례를 무비판적 수용케 하는 문제, 복잡하지만 차별성이 사라진 문
제, 판례 위주의 단순 암기형 문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통합형 문제, 지나치게 긴 지문과 쪼개진 
소문으로 이루어진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천경훈, 앞의 논문, 255-256면; 이승준, “현행 변호
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 법과 정책, 제24권 제3호,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소, 
2018, 186면. 

 6) 형사법 문제 전반과 기록형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 선행연구로서, 각각 이승준, 앞의 논문, 
185면 이하; 이창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6, 313-332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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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이다. 9회에 걸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 변호사시험 출제관행은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고, 출제의 중심에 있는 법학교수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제라도 모든 법학교수들과 실무자 또한 학회에서 변호사시험 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선택형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한 선택형 문제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져야 한

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에서는 0.1점 차이로 수십 명의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는 출제보다는 채점이 중요하지만, 정확한 채점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함을 

자타가 공인한다. 만약 채점자가 시차를 두고 두 번 채점을 한 후 양자의 점수를 비교하였

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일치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이 수험

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선택형은 출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채점의 불균형은 없으므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서는 가장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형 문제가 좋은 문제로 출제된다면 

오히려 선택형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가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가부만 결정한다면 사례형이나 기록형을 두 번 채점하여도 양자의 결과가 달라

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

택형 문제7)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8).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9). 

의 문제에 대한 평가로,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연
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33-63면. 

 7) 구체적인 선택형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김태명, 위의 논문, 55-60면; 이창현, “변
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1책형 21
문과 40문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015, 187-205면. 

 8)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고시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무난, 선택형은 까다로워’, 고시계 2020년 1월호, 15면). 따라서 이 글은 주마
가편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9)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적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김태명, 앞의 논문, 51-56; 이창현, 앞의 논문
(2015), 190면 이하.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도 지면의 한계로 바람직한 문제의 구체적 예는 제시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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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분량

(1) 문제점

시험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별력을 높이는 것, 즉,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도록 하고, 공부 이외의 요인에 의해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질문의 내용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쉽고 명확해야 한다. 답이 어렵더라도 질

문 즉, 문제의 내용은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질문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모호하면 

수험생들의 성적이 공부 이외의 요인에 결정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는 총 40문제이고 시험시간은 70분이므로 1분 45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제9회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총분량은 공백포함 총 28,368자로

서, 이전과 대동소이하게 3만자에 육박하고 있다10). 이것은 교과서 약 30쪽 분량으로서 수

험생들이 질문을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변호사시험이 고도의 법률지식과 응용력을 측

정해야 시험이라면 문제를 읽는 시간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

다.

<표 1>은 필자가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시간을 측정하면서 직접 풀어본 결과이다. 

<표 1> 문제의 분량 및 소요시간

문항 번호11) 형식12) 분량 소요시간 정답 여부
1번 (○)(×) 조합형 806자 3분 30초 X
3번 (○)(×) 조합형 1078자 3분 48초 O

14번 복수예문선택형 590자 2분 28초 O
22번 복수예문선택형 679자 1분 2초 O
5번 지문선택형 690자 42초 X
6번 지문선택형 418자 1분 37초 O
8번 지문선택형 778자 1분 2초 O

15번 지문선택형 722자 1분 O

10) 같은 지적으로, 이승준, 앞의 논문, 196-197면. 
11)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1책형 문제의 번호이다. 
12) 여기에서 예문이란 문제의 보기 안에 들어 있는 ㄱ. ㄴ. ㄷ.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지문이란 ①, ②, 

③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 조합형이란 보기 안의 예문 각각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형
이다. 복수 예문선택형이란 보기의 예문 중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선택형이란 5개의 지문 중 하나를 고르는 유형이다.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5

지문선택형인 5번, 6번, 8번, 15번 문제를 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42초, 97초, 62초, 

60초로서 총 261초(4분 21초)이고, 한 문제당 약 1분 5, 6초였다. 복수예문선택형인 14번 

문제와 22번 문제를 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각각 2분 28초, 1분 2초로서 총 2분 30초이

고 한 문제당 1분 45초가 소요되었다. 이에 비해 (○)(×)조합형인 1번 및 3번 문제를 답하

는 데 소요된 시간은 각각 3분 30초와 3분 48초, 총 7분 18초로서 평균 3분 39초였다 

결국 8문제를 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총 849초, 평균은 1분 46초였다. 이것만으로는 

출제 분량이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읽고 답안을 

재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13). 실제로 

필자도 가장 빨리 푼 문 15.를 틀렸는데, 그것은 빨리 풀려고 서두르다가 ①번 지문에서 

“장물이 될 수 있다”를 “없다”로 읽었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나중에

라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현재와 같이 5지선다형을 유지할 경우 분량축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가 초기 제시한 한 문항당 560자 이내로 출제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 지침을 지키면 총 2만 2천자인데, 이것보다 더 줄여서 2만자 정도 이내로 하여

여 할 것이다. 

둘째,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14) 출제자의 언어로 축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 15.의 ①번 지문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

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15). 공백 포함 137자이고, 글자 수만은 

106자이다. 

이것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16)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그 행위가 다른 재

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더라도 장물이 될 수 있다” 혹은 “A재산범죄(의 구성요

13) 초기 법무부는 문항당 560자를 권장하였다고 하는데(이승준, 앞의 논문, 196면, 각주 27), 8개의 문제 중 
한 문제만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 

14) 이로 인해 글자 수가 늘었다는 지적으로, 위의 논문, 196면. 
1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이다. 
16) (의 구성요건)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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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그 행위가 B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더

라도 장물이 될 수 있다”,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재산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더라도 재산범죄(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와 같이 대폭 줄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약 30-40% 정도 분량이 줄고, 수험생들은 좀 더 신중하게 답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예로 문 8.의 지문 ①도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

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

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판례의 문장(공백포함 181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공백포함 65자)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것이 어려우므로 판례의 문장을 줄이다가 뜻이 달라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출제자들은 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짧은 

문장으로 출제하는 성의와 능력을 보여야 한다. 

셋째, 문제에 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합형 문제와 복수예문선택형 

문제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조합형 문제와 복수예문선택형 문제의 경우도 예문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문제 16개 중 예문이 4개인 문제는 3

개인 반면 5개인 문제는 13개였는데, 그 숫자가 반대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문이 하나 

적더라도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문제의 형식

(1) 문제점 

변호사시험 문제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5지선다 형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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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능시험이나 일반 공무원시험 등은 4지선다였지만,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사법시

험 등에서는 5지선다였다. 과거 사법시험 문제에는 5지선다 뿐만 아니라 6지선다, 7지선다, 

8지선다형 문제까지 있었다. 

5지선다형을 채택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법시험에서 6지선다, 7지선다, 

8지선다까지 도입하였을 때 내세운 이유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같은 이유로 

문항당 배점을 차등화하고 예문 개수도 늘렸다17). 이에 따른 제49회 사법시험의 문제는 그

야말로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기 1>에 5개의 예문을 두고 <보기 2>에 현주, 종호, 태영, 유정, 동호 다섯 사람

의 답변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는 1책형 11번 문제는 시험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내용과 답이 어렵

다기 보다는 연결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변별력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낮추는 문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2017년까지 6지선다, 

7지선다, 8지선다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문

제를 출제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형식의 문제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는 38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복수정답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일 것이다. 

학설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서를 붙여 복수정답 시

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학설의 내용과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시험

하고, 예외적으로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판례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답하도

록 하여야 한다. 순수하게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라면 “-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혹은 “…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다 판례의 입장 그것도 판례의 결

론만을 묻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문 1.의 예문 ㄱ.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예문 ㄴ.은대

17) 이러한 변화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야 알려졌는데, 당시의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1000명 안팎을 뽑는 상황에서 요령이 아닌 실력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뽑
겠다는 취지”라며 “수험생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어서 유･불리가 없고 오히려 실력을 갖춘 수험생은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7. 1.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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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예문 ㄷ.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예문 ㄹ.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문 2.의 지문 ①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지문 ②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 ③은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지문 ④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지문 ⑤는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심지어 책임에 대해 묻는 문 8.도 

동일하다. 

그 동안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제는 거의 모

두18)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문제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학설이나 판례의 내용과 논리를 이해하고 응용

하는 능력, 즉 법적 사고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판

례의 결론을 외우기 쉽도록 요약해 주는 학원강사와 같이 강의해 줄 것을 바란다. 이러한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를 법학교수들이 출제한다는 것이다19).

둘째,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등과 같이 불확정개념을 적용한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

제이다.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 중에서도 불확정개념을 적용한 판결의 결론을 묻는 문

제의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문 4.는 정당방위 여부를 묻는 문제로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

결에 나온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의 사실관계도 요약된 

것이고, 위 판결에서는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은 수많은 사실관계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

부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불확정개념을 적용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된다20). 문제에서 그 판결이 고려한 모든 사실관계를 다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18) 문 1.에서 문 18.까지 중 문 6. 및 문 9. 등 정도에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아닌 법규정의 적용이나 
이론을 묻는 문제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9) 다만, 감금되어 있는 환경에서 복수정답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책임을 출제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2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책형 문 6.의 지문 ①, ②, ⑤는 각각 이전의 판결들에서 문제되었던 사실관
계를 전제로 하여 정당행위, 긴급피난, 과잉방위에의 해당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된 사안에서 
판례가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⑤번 지문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부정했던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에 따른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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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히 이 문제에서는 정방방위 여부와 무관한 책임에 관한 소송법적 서술인 지문 ⑤21)가 정

답이어서 복수정답 시비는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문 ①-④와 지문 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지문 ⑤도 정당방위에 관한 것으로 구성했어야 한다. 

3) 질문의 형식 

수험생들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로 착오하여 틀

렸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변별력의 관점에서는 수험생들이 문제를 잘못 읽을 

가능성도 줄여줘야 한다. 시험문제 전체를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 6., 문 14. 및 문 16.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다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문제의 배열 

문제의 배열에 따라 시험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구나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이 때문에 당황하여 정작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

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풀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쉬운 문제부터 요령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성적

이 공부 이외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로 자연스럽게 풀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배열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전 시험 및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 세 문제 중 두 문제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합형 2문제를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개선방안 

문제의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판례가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리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엄
밀히 말하면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 

2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주장에 관하여 판
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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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지선다형으로의 전환 

현재의 5지선다형을 4지선다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시험의 예에서 보듯이 

4지선다 보다는 5지선다, 6지선다 등으로 하는 것이 시험의 권위를 높이고 변별력도 높인

다는 취지에서 변호사시험에서도 5지선다를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사라져

야 할 구시대적 사고이고, 5지선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변별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러나 5지선다가 4지선다에 비해 변별력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일본의 경우 5지선

다를 하고 배점을 달리 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지만22), 미국은 4지선다 방식만을 채택하

고 있다23). 그렇지만 일본의 변호사시험이 미국의 변호사시험보다 변별력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 

일본의 방식은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시험방식을 취해야 변별

력이 높아진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일본 변호

사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우리 제49회 이하 사법시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즉, 문제의 내용

보다는 답을 연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4지선다나 5지선다 모두 결국은 정답과 정답에 가까운 답 중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 따

라서 5지선다 보다는 차라리 정답에 가장 가까운 오답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5지선다로 인해 좋은 문제이지만 지문을 충분히 만들 수 없거나 문제

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 8.의 경우 지문 ①, ③, ④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것이고, ②, ⑤는 기대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한 문제 안에 이렇게 이질적

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문제를 형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지문만으로 

하였다면 훨씬 더 세련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10조 제1항에 관한 지문을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2개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에 관한 지문

을 추가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문 4.에도 4개의 정당방위 지문에 뜬금없이 책임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요부의 지문이 

들어있는데, 이 지문을 빼고 4지선다로 출제하였으면 좀더 좋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25). 

22)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 Ⅲ, 2010, 99면 이하. 
23) 이우영, “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 영산법률논총 제1권 제1호, 2004, 257면. 
24) 그리고 제49회 사법시험에서부터 6지선다에서 8지선다의 문제를 출제하고, 배점도 달리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것이다. 이 시험은 4지선다 방식

을 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4지선다 혹은 5지선다가 아니라 문제의 내용이다. 수준높은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5지선다보다 4지선다가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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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및 학설의 이해와 응용능력 측정 문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판례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묻는 문제들로 바꿔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를 줄이고, 판례의 결론을 학설들과 연결시키는 출

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묻고 이것들과 학

설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2020년 2월 28일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26)에서 검색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7개에 이른다.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과 관련 

학설들의 내용과 논거를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꼭 필요한 형

법공부 방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면 된다. 전원합의

체판결 중에서 출제에 적합하지 않은 판결들도 있으므로 이것들을 제외하고 기타 중요한 

판례들을 추가하여 100-150개 정도의 판례로 출제범위를 제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권위

있는 형사법관련 학회에서 출제대상 판례들을 선정하여 매년 6월말끼지 공고하면 수험생들

의 공부 부담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내용도 판례와 학설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문제인 제9회 변호사시험 문 2.는 결국 협박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묻는 문제이

다. 나아가 문 2.에서 요령없는 수험생이라면 내용이 헷갈리는 ①, ③, ④, ⑤ 지문을 놓고 

고민을 하다 시간을 허비하겠지만, 요령있는 수험생이라면 ②번을 정답으로 하고 다른 문

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성적이 공부 이외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 2.를 다음과 <표 2>와 같은 문제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2> 전원합의체판결에 관한 출제의 예

26)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1583732460917

문 2. 甲은 A가 겁을 먹으라고 A에게“오늘밤 네 집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

였다. 그러나 A는 겁을 먹지 않고 껄껄 웃었다. 이 사례에서 협박죄에 대한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견에 의하면 이 경우 협박죄의 기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협박죄를 위험

범 나아가 거동범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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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좀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아니고 분량은 적으면서도 모든 지문들이 협박죄의 기수, 미수에 대한 판례 및 학

설에 대한 이해를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문 ①은 다수의견의 입장과 그에 따른 범죄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묻는 것

이다.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하면 공포심의 발생이라는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이 되지만, 

위험범으로 해석하면 해악의 고지라는 거동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27). 지문 ②, 

③은 다수의견의 입장과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4지선다로 한다면 지문 ⑤ 또는 지문 ①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3) 질문형식의 개선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지문선택형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으로 묻는 형식의 문

27) 다만, 상대방이 고지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과범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부정해야 할 것이다. 설사 결과범이라고 하더라도 “거동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
은 틀린 것은 아니다. 또 문제가 있더라도 지문 ④가 명백한 정답이므로 복수정답 시비는 없을 것이다.

② 다수의견에 의하면 A가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 겁을 먹지 

않고 웃었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③ 다수의견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여부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든다.

④ 반대의견은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협박죄는 논리필연적으로 침해범

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⑤ 만약 甲은 몰랐지만 A가 청각장애인이어서 甲의 말을 듣지 못해 겁을 먹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침해범으로 해석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도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사람마다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증명의 

문제로 다뤄 공포심을 느꼈으면 기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면 미수로 벌하면 되고, 

증명이 어렵다고 모두 기수로 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잉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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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모두 16문제이고 “옳은 것은?”으로 묻는 형식의 문제는 모두 8문제이다. 예문선택형 

문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는 형식의 문제는 6문제이고,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이라는 형식의 문제는 4문제이다. 

먼저 지문선택형 중 지문이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옳은 것은?”이라는 질문형식의 문제

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질문형식의 문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8). 그러나 

지문이 모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옳은 것은?”의 형식의 문제에서는 4개의 지문

이 옳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더 많다. 

“옳지 않은 것은?”의 형식의 문제에서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두 형식 중 어느 것이 더 바

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못 읽어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9회 문제 중 문 20.에서는 

“옳은 것은?”으로, 문 21.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으로 하는 것처럼 두 형식의 문제가 번

갈아 가며 나올 경우 수험생들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배열을 좀더 세심하고 친절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 문 1 – 문 4.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라는 안내문을 문제의 앞이

나 중간에 넣고, 문 1.에서 문 4.까지는 “옳은 것은?” 형식의 문제를 배치하고 이 문제들과 

다음 문제들의 중간에 * 문 5 – 문 8.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라는 안내문

을 넣고 문 5.에서 문 8.까지는 “옳지 않은 것은?”의 형식의 문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문선택형 문제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식의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식의 문제로 바꿔야 한다. 문 6.에서는 세 예문이 옳지 않고 한 예문만이 옳

다. 문 14.에서는 세 예문이 옳지 않고 두 예문이 옳다. 반면에 문 16.과 문 28.에서는 두 

예문이 옳지 않고 세 예문이 옳다. 여기에서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문제배열의 개선

앞에서 언급한 문제 배열의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시간소요가 적은 지문선택형, 복수예

문선택형, (○)(×) 조합형의 순서, 둘째,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높은 문제의 순서, 셋째, 

같은 난이도의 문제인 경우 짧은 문제에서 긴 문제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28) 예를 들어 “다음 중 과일에 속하는 것은?” ①배추 ②호박 ③토마토 ④사과”라고 하는 문제가 “다음 중 
과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사과 ②배 ③바나나 ④토마토”라고 하는 문제보다 수험생들이 문제내용을 
잘못 읽어 틀리는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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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복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1) 문제점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옳기고 결론을 암기하는 최악의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복수정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

고 감금 상태에서는 다양한 학설들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워 학설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

다가는 복수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의 내용이나 

논리를 출제하는 것도 판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출제상황은 출제자들이 수준높은 내용으로서 문제초안을 내면 대부분 그 전년도 

합격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문제초안들을 풀어보고 의문점이나 시비거리가 있는지 살

펴본다. 만약 검토위원이 의문점이나 시비거리가 있다고 하면 출제자들은 그 의문이나 시

비에 대해 답해서는 안 되고, 그 의문점이나 시비거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문제 내용을 바

꿔야 한다. 이러다 보면 출제자들도 피곤해지고 심리적 압박도 받게 되어 결국 판례의 결

론을 묻는 수준낮은 문제라도 출제하게 된다.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옳기는 문제에 더 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의문제기나 시비 가능한 문제의 예

1) 제9회 변호사시험 문. 9

제9회 변호사시험 문. 9의 지문 ③은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

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고 한다. 

이것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의 문장을 그대

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지문 ③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부정하면 옳은 것이지만, 불능미

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한다면 옳지 않은 지문이다. 

지문 ③이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맞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9.는 위 판

결의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있고,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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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판례의 입장을 따르더라도 지문 

③은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지문 ④는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옳지 않은 지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살해의 고의로 사망한 사람의 심장을 찌른 경우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말은 “생존한다는 사실”이 문제

된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생존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행위자는 생존한 사실이 존재한

다고 오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행위자는 피

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지만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문 ④도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 9.에서 지문 ③, ④도 정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문 ⑤가 너무나 

명백하게 옳지 않고, 선택형에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2) 제9회 변호사시험 문 15.

제9회 변호사시험 문 15의 지문 ③은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사

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출제자들은 

옳은 지문으로 보고 있다.

위 문제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고서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

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건에 대한 것이다29).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2순위 저당권자가 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29) 개개의 판결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언된 것이므로, 다른 사안에도 적용하는 데에는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천경훈, 앞의 논문, 256면). 제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해 유사한 지적을 한 것으
로, 이창현, 앞의 논문(2015), 195-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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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제1순위 저당권자인 농협이 2억 3천만원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 배당받고 난 후에는 피해자가 7억원과 그 이자 등을 전부 변제받

을 수 없어 보인다30). 즉, 제3자에게 2억 3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

하여 주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100억원짜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제3자에게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이나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

험이 없어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 

지문 ②는 이중저당의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장을 옮긴 것이다. 그런

데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 및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1억 9,300만 원에 

매도한 것이다. 이 판결도 매도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만, 이 사

건에서는 매도행위가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

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

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

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시가 2억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횡령한 후 그 부동산을 1억 9,300만원에 매각하였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매각으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었

던 범위를 넘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추가되거나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 ②는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지문 ③은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문 ③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문 문제가 “불가벌적 사후행

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므로 지문 ③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지문 ④는 옳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31). 

30)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는 위 판결의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을 참고할 것.

31) 제4회 변호사시험 1책형 문 40.의 경우 지문 ②와 지문 ④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이창
현, 앞의 논문, 2015, 199면), 그러나 지문 ②에 준강도미수라고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④번이 명백한 오답이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을 통해 
판례 문제를 출제할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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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법학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어떤 

답을 골라야 하는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개 지문이나 예문의 개별적 옳고 그

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의 취지와 맥락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글이나 말, 문

제나 주장 또는 진술의 취지와 맥락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학도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32). 

최근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문 31.을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잘못

이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들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이

다. 예문 ㄴ.은 제20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

지 못한다”에서 ( ) 부분을 생략하였다. 그런데 판례는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

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고 하므로33), 예문 ㄴ.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31.의 모든 예문은 수사기관과 검사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예

문 ㄱ. ㄴ. ㄷ.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것이고, ㄹ. ㅁ.은 공소에 관한 것이다. 즉, 문 31.은 

첫째,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는 것, 둘째,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붙지도 않았다. 따라서 판례가 있다고 하여도 이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문 ㄱ. ㄷ. ㄹ. ㅁ.은 옳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

서 ①이 정답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만약 ㄱ(○), ㄴ(×), ㄷ(○), ㄹ(○), ㅁ(○) 이라는 지문이 있다면 이것을 정답으로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은 없고 ㄴ. 이외의 예문도 옳지 

않다고 한 답으로 이루어진 지문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복수정답도 아니고 정답없음

으로 처리한 것은 오답을 한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심하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복수정답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발생

32) 예를 들어 “영희는 과일가게에서 복숭아와 한라봉을 샀다. 영희가 산 과일은? ①한라봉 ②복숭아 ③복숭
아와 한라봉 ④없음”이라는 문제에서 모든 지문이 다 답이 될 수 있다. 복숭아는 복씨 성과 숭아라는 이
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희는 과일가게에서 복숭아라는 사람과 함께 한라봉을 샀다”가 되어 ①
이 답이다. 한라봉도 사람 이름이라고 하면 ④가 답이다. 한라봉만이 사람 이름이라면 ②가 답이 된다. 
그러나 문제의 맥락을 생각한다면 ③이 정답이라고 해야 한다. 

33)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509 판결;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부
당하다는 주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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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험과정의 하나라고 평가해야 한다. 

운동경기에서 비디오판독을 하여 심판의 판정을 뒤집는 것이 경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의 권위를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법무부가 명심해야 한다. 

2. 판례문제의 출제방식

(1) 문제점

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서도 판

례의 출제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 그것도 별 

언급가치가 없는 판례까지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

이 학생들의 공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설사 정답이 아닌 지문이나 예문에서도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판례들을 출제해야 한다. 

(2) 전원합의체 판결의 출제

판결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논리를 묻는 문제들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의 논리를 묻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9회 변호사시험 문 9.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서, 각 지문의 문

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판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에도 이 판결의 쟁점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판결의 쟁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다수의견)

인가 기수 혹은 장애미수(반대의견)인가34)이다.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

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

실 또는 항거불가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고, 준강간죄를 ‘간음’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침해범이고, 이 사례에서 대상의 착

34) 반대의견은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이자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이다”. “이 사건은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듯하다. 한편 보충의견들은 반대의견
을 무죄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반대의견이 무죄 혹은 기수 중 어느 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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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없었고, ‘간음’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논리로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출제도 이러한 쟁점과 논거를 알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표 3>

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표 3> 판례의 논거를 묻는 문제의 예

문 9. 甲은 A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A를 

간음하였다. 그러나 A는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甲의 죄책

에 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제시한 

논리로 옳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ㄱ. 甲의 행위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ㄴ. 준강간죄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판단은 甲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준강간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ㄷ.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사람’이다. 

ㄹ. 준강간죄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이자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

해를 요하는 침해범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①

ㄷ.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이므로 

甲에게 대상의 착오가 있다고 한다. 

ㄹ. 다수의견은 준강간죄가 침해범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다. (준강간죄는 거동범이지 결과범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례에서 판례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다는 결론만 묻는 것은 피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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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준강간죄의 객체를 단순히 ‘사람’이라고 문리해석하지 않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가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논리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률가들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결과범인지 거동범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이론적으로는 결과범과 거동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반대의견과 같이 준강간죄의 간음을 거동이 아닌 결과라고 하게 되

면 ‘간음’이 행위태양임과 동시에 결과이기도 한 문제점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판결을 공

부할 때 이러한 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도 많은 수정이 필요

하겠지만, 적어도 출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예문 중에서 예문 ㄱ. ㄴ.이 옳다는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알고 있지만, ㄱ. 

ㄴ.이 들어간 지문이 3개이므로 예문 ㄷ.과 ㄹ.이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정답

을 맞힐 수 있다, 예문 ㄹ.은 결과범과 거동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일반적으

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ㄷ.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지문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의 쟁점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35). 

3. 학설문제의 출제방식

학설을 묻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 이유는 복수정답의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법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설에 대한 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36). 따라서 학설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하면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표 4>의 문제와 같은 방식이다. 

<표 4> 학설을 묻는 문제의 예

35) 만약 정답에 2.5점을 주고 정답에 가장 근접하는 오답에 점수를 주는 시험방식이 도입된다면 ②번을 답
한 수험생들에게 0.5점 – 1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6) 제1회 변호사시험 1책형 문 2.의 오상피난을 물은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이론의 문제로서 법무부가 제시
한 출제기준과 방향인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에 기반을 둔 법률지식’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김태명, 앞의 논문, 56-57면). 그러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실무에 기반을 둔 법률지식이란 
실무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실무능력은 기존 판례(실무)를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운 판례(실무)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요한다(천경훈, 앞의 논문, 258면). 학설은 이러한 실무능력
을 갖추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문 5. 교사인 甲은 학생 A를 야단치기 위해 폭행의 고의로 A의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A는 머리를 맞은 충격에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누구라도 A를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나, 사실은 A가 두개골이 0.1mm 밖에 안되고 머리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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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와 학설을 연계한 문제의 출제방식

머리에 아주 작은 충격을 받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체질이었다는 것이 사후에 판명되

었다. 이 사례에서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당인과관계설 중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 중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상당인과관계설 중 행위 당시 존재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중 행위 당시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별히 알았던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인과관계에 관해 합법칙적 조건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甲

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③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 당시 존재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므로 특이체질의 A의 머리를 때릴 경우 A가 사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① 행위 당시 甲이 인식하였던 사정은 건강한 A의 머리를 살짝 때린다는 것이므로 이 경

우 A가 사망할 작은 가능성은 있지만 개연성까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인과

관계가 부정된다. 

② 누구라도 A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위 당시 甲이 인식할 수 있

었던 사정과 결론은 위 ①과 같다. 

④ 행위 당시 일반인도 A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甲도 A가 특이체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과 결론은 위 ①, ②

와 같다. 

⑤ 인과관계에 관해 합법칙적 조건설을 따르는 견해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만 객관적 귀

속이 부정되거나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는 몰라도 폭행치사의 죄책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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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립된 판례를 출제하고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입

장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전파가능성설에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도 전파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잘못된 문

제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판례와 학설을 연계한 문제로 <표 5>에 제시

된 것과 같은 출제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 판례와 학설을 연결하는 문제의 예

 문 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판례는 전파가능성설에 따라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ㄴ.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전파의 위험에 대한 용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ㄷ. 전파가능성설을 부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특정소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

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전파가능성설을 부정하는 견해에 비해 전파가능성설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의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정답 및 해설] ⑤

ㄱ. 전파가능성설에 의하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고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요하지 않는다. 

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

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

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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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이도의 문제

(1) 출제위원의 문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속담처럼, “알고, 가르치는 것과 출제하는 것 또한 

많이 다르다”. 잘 알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듯, 출제를 잘 하기 위해

서도 상당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선택형 출제자의 경우 출제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자나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논술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교수들은 많지 않다. 선

택형으로 출제하더라도 변호사시험과는 형식이나 분량이 많이 다르고 짧은 시간에 시험을 

보아야 할 문제들을 출제한다. 

교수들의 경우 대학에 부임하자마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없고 중견학자로서 

적어도 5년 이상 대학에 근무한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에 비해 실무자의 경

우에는 대학에 부임하자마자 실무자위원이 아닌 교수위원으로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다37). 따라서 출제위원 중 교수 대 실무자의 비율이 4 대 1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3 대 

2이거나 심지어는 2 대 3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출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제자의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2) 난이도의 문제

수준낮은 문제가 출제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출제자의 과욕 때문이다. 대부분의 

출제자들이 변호사시험의 권위와 선발시험의 성격도 있다는 것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문제

를 출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역설적으로 변별력이 낮은 문제들을 출제하게 된다. 

초보출제자들일수록 이러한 강박관념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변호사시험 출제자 중 대부분은 초보출제자라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그 중에서도 선

택형문제의 출제자는 대부분 평생 한, 두번 출제위원으로 위촉된다. 변호사시험의 출제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교수나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처음 출제에서 경험했던 

3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21. 법률저널, 2019. 5. 9. 자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0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은 총 111명인데 로스쿨 교수가 82명(73.9%), 법조기관 소속 출제위
원은 29명(26.1%)이었다. 실무가 29명은 중 대한변협 16명, 사법연수원 9명, 법무연수원 2명, 헌법재판
소 2명 등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 중 교수에 부임한지 5년이 안된 실무 출신교수들을 실무자로 분류
한다면 실무자 출제위원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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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를 다음 해의 시험에서 활용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은 계속 초보출제자들이 출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50% 정도의 수험생

이 합격하므로 자격시험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이 만점을 맞아도 무방하다는 열린 사고로 시험을 출제해도 무방하다38). 이렇게 생

각하면 지엽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로 출제할 수 있다. 그리

고 선택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의 60% 정도가 맞힐 수 있는 문제로 40문제를 내는 것이 가

장 변별력이 높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이미 틀릴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출제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 여기 저기 함정을 많이 파놓을 필요가 없다. 굳이 책을 보지 않고 자신이 

기억나는 내용들로 문제를 출제해도 충분하다.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이 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Ⅳ. 결 어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문제는 학생들은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지만 그것이 좋은 법률전문가로 되는 데에 도

움을 주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공부라는 것이다.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서는 법학 전문서적들을 읽어야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이전보다 법학 전문서

적을 제대로 읽는 학생들은 대폭 줄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적 사고를 기르는 공

부가 아니라 책이나 인터넷 또는 핸드폰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공부를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전

문대학원에서는 실무교육도 한다. 학생들이 실무계로 나아가면 주어진 사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문의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교육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무에서는 미덕인 일들이 변호사시험에서는 모두 부정행위가 된다39). 

38) 합격기준점수는 1660점 만점에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720.46점이었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800점
대,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900점대를 돌파하였다고 한다(박경희/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동아법학, 제84호, 
2019, 275면). 900점이면 평균 55점 미만인데, 합격기준점수가 80점이 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39)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시험이 실무상 필요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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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그 존폐문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지

만, 현 제도 하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시험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최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

원다운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이것은 법학

교수들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시험다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지속되는 출제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있는 출제위원들을 확보하고 법학교육과 법

학공부가 정상화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 저것 다 

안된다면 출제 이전에 출제위원들에게 수험생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년도 변호사시험 문

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몇 시간이라도 출제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사

용해야 한다. 

모든 학회에서도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

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 교수들의 임무에 교육과 연구

가 있지만 대학이 연구소가 아닌 한 교수들은 연구 이상으로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

서 연구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변호사시험 문제를 평가하고 좀더 바람직한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20. 5. 5 / 심사 및 수정일자: 2020. 6. 22 / 게재확정일자: 2020. 6. 25)

주제어 : 변호사시험, 선택형, 변별력, 초보출제자, 난이도

능력을 측정함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가 55%이고(위의 논문, 280면), 변호사시험 점수의 실무
에서의 취업 또는 업무에의 영향성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25%,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42%였다(위의 논문, 283). 변호사시험의 존재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두 질문 모두 80% 이
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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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오 영 근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

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

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

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

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 변호사시험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분량의 과다, 질문 형식의 혼란 등을 지적하

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

제들을 지적하고, 판례 문제, 학설 문제, 판례와 학설의 연계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별력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난이도의 인하, 출제위원의 전문화, 복

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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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Multiple Choice Questions in the 
Korean Bar Examination

Young Keun OH*

40)

The importance and the impact of the ba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by law 

professors and the study of the law students in the law schools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But the quality of the questions of the korean bar examinations has been so poor 

since the first bar examination in the year of 2011 that it is time to hurrily find out the 

ways to improve the questions in the bar exa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questions in korean bar 

examina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Ⅰ. Introduction :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his part. 

Ⅱ. The Problems in the Format of the Qustions : The problems of the quantity and the 

asking forms are presented in this part. And then the improvement plans, of course, are 

also suggested. 

Ⅲ. The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part.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Qustions 

which forced the students to memorize only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n the model qustions which can improve the legal mind or the right way of legal 

thinking of the law school students. 

Ⅳ. Conclusion : The urgent tasks of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law professors and 

the man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ssociations are referred in this part.

Key Words: Bar Examination, Mutiple Choice Ouestion, Determinent Power, Unexperiended 
Examiner, Level of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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