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
Studying Law in Australia (SLIA) 2008 – 2009 CD-ROM과 웹사이트
본 책자는 ‘Studying Law in Australia (SLIA) 2008-2009’ CD-ROM과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http://www.cald.asn.au/slia)

해당 CD-ROM과 웹사이트 원문 중 아래의 내용들은 이 번역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호주 법대 안내

•

변호사전문양성과정 (Practical Legal Training Program) 안내

•

법학대학원 개설 과정 가이드

만약에 위의 원문을 보고자 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cald.asn.au/slia/LawSchoolsList.asp

•

http://www.cald.asn.au/slia/PLTUnilist.asp

•

http://www.cald.asn.au/slia/Postgraduate.htm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ANU College of Law’의 Mr Philip Drury 또는 Ricky Vuckovic
에게 연락 바랍니다.

IT & Communications Unit
ANU College of Law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0200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hone: (+61) 2 6125 4316
Fax: (+61) 2 6125 5475
Email: itunit@law.anu.edu.au
Web: http://law.anu.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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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도입
호주는 변호사가 되거나, 준석사, 석사, 연구박사과정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Laws (LLB),

Juris Doctor (JD) 학위 등 세계적 수준의 법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본 안내 책자는 호주에 있는 29개의 법학대학교를 소개하고 호주의 법체계, 생활경비, 진학 및
학과 옵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각지에서 온 유학생, 특히 법대
지망생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호주 법대학위와 변호사들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2005-2007 전임 호주법대학장위원회(CALD) 회장의 환영사

최초로 문을 여는 ‘Studying Law in Australia’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Studying Law in Australia’는 1993년 이래로 호주법대학장위원회(Council of

Australia Law Deans: CALD)가 계속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호주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호주는 다른 많은 나라들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역적 관점을 결합시킨 매우 정교하고 안정된 완성도 높은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체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호주의 법체계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호주의 법대 졸업생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호주의 법대 학위
역시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법대 대학원 과정 (강의 중심과 연구
중심)은 최근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법학, 법학실무, 법학연구, 법과 사회 등 관련
분야에서의 일반과정,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호주의 29개에 이르는 정규 법대에서는 다양한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법대들에 대한 쉽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법대의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으므로 부디 방문하시어
알찬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웹사이트는 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호주를 방문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호주는 국적,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전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호주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유학생들이 호주에 들여오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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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으로 가지고 가는 호주에서의 색다른 경험이 세계인의 상호이해와 포용력을 증대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주법대학장위원회(CALD) 회장
마이클 코퍼 2005-2007 전임교수
http://www.cald.asn.au

왜 호주법대인가?
[“International Graduate” 2006년 1월 호에서 발췌]
호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의 숫자는 지난 몇 해 사이에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호주라는 곳에서,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가?

호주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쾌적한 기후와 경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자연환경, 그리고 그 광대한 땅에 살고 있는 개방적이고 친근한 사람들. 최첨단의 기술과 통신,
높은 생활의 수준을 자랑하는 호주는 스포츠에 대한 열기 뿐만 아니라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도 유명하다. 2천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로 호주가 세계 무대에서 이뤄낸 각 분야의
업적은 큰 자부심을 갖을 만 하다.

호주 사람들은 유학생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호주와 유학생
모두에게 큰 득이 된다. 유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마음으로 호주를 배워간다.
반면, 전세계에서 몰려든 유학생들로 가득한 캠퍼스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학문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왔다. 이 다양성은 자칫 지루하고, 단일하고 편협해질 수
있는

대학가를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곳으로

변화시켰다.

유학이나

교환프로그램들이

세계인의 상호 이해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법학 유학을 위해 호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호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법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바로 변호사가 위한 과정과 학문연구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 그것이다. 변호사가 되려면 Bachelor or Law (LLB)와 혹은 Juris Doctor (JD) 학위를
이수해야 한다. 이들 과정은 학부과정에서 다른 학위와 함께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미 학사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이수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양성과정에서는 이후의 자격승인을 위해 해당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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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다루는 과목도 다루어 진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하는
LLB(Bachelor or Law)나 JD(Juris Doctor) 과정은 호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된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자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학생들이 호주대학에서 LLB혹은 JD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유학생
대부분이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들 과정은 법무실무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거나 법리학이론, 국제법학, 법과 사회의 이슈 등을 포함한 법을 주제로 보다
광범위한 탐구를 하는 과정들이다.

미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몇몇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각 법과 대학들이 개설한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오.

왜 법학인가?

학생들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외의 다른 광범위한 이유로 법학을 선택한다.
변호사양성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예리한 분석력, 논리적 추리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명확한

의사소통능력,

효과적인

협상능력

등은

변호사뿐만

수

많은

다른

전문직종을

수행하는데도 긴요한 것들이다.

학부과정 혹은 대학원과정에서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기능을 하는 법을 이해하고 경제,역사, 철학, 심리, 정치학 같은 타학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호주학생이나 유학생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법학 공부를 위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호주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전통을 자랑하며 연방국가라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매우
성숙하고 정교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호주의 법체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 벤치마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호주연방최고법원은 영미법을 수용한
나라들 사이에서 선도역할을 해왔다. 호주 변호사들은 세계 어디서나 존경 받고 있으며
호주법대 졸업생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기술을 지닌 것으로 인정 받는다.
호주는 기본학문 연구를 하기에 탁월한 장소이다. 비교적 젊은 국가에 속하는 호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흡수하고 이를 호주만의 독특한 것으로 승화시켜 다시 역수출해
오고 있다. 법학교육이 바로 좋은 예이다.

호주에는 29개의 법대가 있으며 미국의 정규법대의 수와 비교했을 때 인구비례 대비 2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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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숫자이다. 법학을 선택한 이유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인지 혹은 법학연구 내지 지식
습득에 있던지 간에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의 법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호주에서 법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법대의 위치, 특징, 개설과정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호주의
법대들은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크다.

어느 법대에 진학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 웹사이트를 살펴보거나 자국의 호주 대사관,
또는

호주고등판무관실

(High

Commission)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한다.

그

곳에서는

유학생들을 성심 성의껏 도울 것이며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방문 자체가 유익하고 독특한
문화적 체험이 될 것이다.

호주법대학장위원회(CALD) 회장
마이클 코퍼 2005-2007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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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Law in Australia’ 1993년 초판, 로렌스 스트리트의 서문
호주국제법률서비스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uncil)는 1990년대
호주법대들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과 더 많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호주법대 개설과정 가이드 책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

호주 법대 교육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유학생과 그들의 지도교수들을 위한
호주법대 학부 및 대학원과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자료의 제작은 당연한 행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대학교육은 태평양지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온 학생, 교수진, 연구원들의 공헌에 힘을
입어 발전하였다.

호주가 주변국가와 문화, 경제적으로 공동운명체임을 지금만큼 크게 자각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에 ‘Studying Law in Australia’ 안내 책자는 ‘Centre for Legal Education’에서
발간한 아시아, 서태평양지역의 법학과정 안내 책자인 ‘LAWASIA’와 함께 법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호주와 기타 국가들을 더욱더 공고히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ALD가 발간한 ‘Studying Law in Australia’ 1호가 독자들의 의견과 일침 속에서 매년
발전하기를 바란다.

호주국제법률서비스 자문위원회 회장
로렌스 스트리트

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 – Studying Law in Australia 2007 – text excerpts
Page 6 of 35

유학지로서의 호주
주요 내용
법학 유학지로서의 호주
4가지의 법군(法群)
호주에서 취득한 법학학위의 자국에서의 인정여부
호주와 이웃 나라와의 법체계 비교
다문화 사회
호주의 우수한 대학 교육 제도
학생지원서비스
영어능력

유학지로서의 호주
호주가 법학 공부를 위한 적합한 나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법체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호주의 법체계가 유학생 자국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자.

세계의 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대륙법
대륙법 체계에서 법은 법전과 법규로 이루어진다.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평가는 극히 제한
받게 되어 있고 관련 법규 내에서만 판결이 이루어 지는 속성을 지닌다.

영미법
영미법체계에서는

법규,법령의

적용을

최소화한다.

영미법은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고,

판결내용의 번복이 법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법해석의 적용은 제한을 받는다.

사회주의법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는 대륙법 형태의 법기구와 법절차가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법체제와 함께 종교법, 인법, 토속법등으로 구성된 관습법이 적용된다.
호주는 영미법을 따르며 법학대학에서도 당연히 영미법이 다뤄진다.

자국은 어떤 법체계를 갖고 있는가? 자국의 법체계와 다를 경우, 호주의 영미법을 공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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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가?

4가지 법군
서로 다른 법체계들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한 나라
의 법체계가 어떤 법군(法群)에 속하는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첫째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 둘째, 그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는 기구와 개인의 역할과 임무,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실행키 위한 과정에 달려 있다. 이념, 목표, 역할과 과정이라는 관점에
서 분류한 주요 법군 4개는 다음과 같다.

영미법
영국에서 발전한 법으로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의해 여전히
발전해 오고 있다.

대륙법
로마법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발전한 대륙법은 프랑스법과 독일법이 대표적이고, 식민지화를
통해 혹은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

관습법
토속법, 인법, 종교법등으로 구성된 관습법이 주법체제로 수용된 영미법이나 대륙법과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

사회주의법
사회주의법체계는 대륙법 형식의 법령과 절차가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 이념과 목표를
지향한다.

대륙법을 공부하는 경우 법전 해석과 기본법 고찰에 역점을 두게 되고, 법학자들의 연구가 심
도 있게 이뤄진다. 이는 사회주의법 체계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영미법체계를
공부할 경우에는 방대한 법률 내용을 단순히 익히기 보다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연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법원리를 결정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이다.

호주에서 취득한 법학 학위의 자국에서 인정 여부
호주에서 취득한 법학 학위로 호주에서 변호사로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부여된다. 호주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자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위나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호주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주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그 자격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 받는다. 그러나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취득한 학위 외에 추가적인 과정을 더 이수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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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호주 학위를 인정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취득 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다면
자국의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에서 인정되는 호주의 학위를 나타낸 것이다.
미래에는 더 많은 호주 법학 학위가 타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호주의

정규대학의

법학

학위

취득

후

말레이시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길

원한다면

변호사시험위원회 (Legal Profession Qualifying Board)에서 주관하는 말레이시아 변호사 자격증
시험 (Malaysian Certificate in Legal Practice: CLP)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관한 다른 문의사항은 아래로 하면 된다.
Legal Profession Qualifying Board Malaysia
전화l: +60 3 2691 0054 (or +60 3 2691 0080)
팩스: +60 3 2691 0142
홈페이지: http://www.malaysianbar.org.my/content/view/195/92/

다음의 호주대학교 법학 학위는 말레이시아 변호사시험위원회에서 인정된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테리토리 (ACT)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Adelaide

뉴 사우스 웨일즈 (NSW)

타즈매니아(Tas)

Macquarie University

University of Tasman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Sydney

빅토리아(Vic)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퀸스랜드(Qld)
Bond University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Murdoch University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모든 호주 대학의 법학 학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은 브루나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싶은 경우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한 브루나이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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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혹은 영국, 싱가폴, 말레이시아에서 법정변호사나 사무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호주,

영국,

싱가폴,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변호사로

인정

받지

않고서는

브루나이에서도 변호사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법정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가 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변호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브루나이에서 법정변호사수습 기간을
이수해야만 한다.

브루나이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가 브루나이에서 변호사로 종사하고 싶다면 호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또한 호주에서 적어도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브루나이에서 개업하거나 법인법률회사에 소속되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오.

The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of Brunei
전화: +673 2381133 (ext 2209 or 2210)
팩스: +673 238 1238
홈페이지: http://www.moe.gov.bn/departments/accreditation/

싱가폴
호주

정규대학교에서

법학대를

상위

30%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한

싱가폴

시민이거나

영주권인자는 싱가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1년제 싱가폴법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법정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위 30% 내의 성적이 안 되는 졸업생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된다.
-

상위 70%이내의 졸업성적

-

3년간의 실무경험

-

법학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면접 통과

실무경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오.
http://www.minlaw.gov.sg.

호주에서 취득한 학위와 싱가폴법 학위를 소지한 싱가폴 학생이 싱가폴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간의 법정변호사수습을 마치고 법학위원회가 주관하는 ‘Practice

Law Course’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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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오.
Board of Legal Education
전화: + 65 34 1831 / 2
팩스: + 6538 7757
홈페이지: http://www.lawsociety.org.sg/ble

싱가폴에서 인정되는 호주의 법학대학교의 학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테리토리(ACT)

타즈매니아(Ta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Tasmania

뉴 사우스 웨일즈 (NSW)

빅토리아(Vic)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Melbourne

퀸스랜드(Qld)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University of Queensland

Murdoch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Flinders University

인도
인도변호사협회에서 인정되는 6개의 호주 법학 대학의 학사학위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테리토리(ACT)

퀸스랜드(Qld)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ond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뉴 사우스 웨일즈 (NSW)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
University of Melbourne

위의 법학대를 졸업한 인도학생은 인도에서 사법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된다.
더 많은 호주 대학들이 인도 당국에 학위 승인 신청을 하는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도변호사협회로 문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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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Council of India
21, Rouse Avenue Institutional Area
New Delhi 110 002
INDIA
전화: +91 011 2323 1647 (or 2323 1648)
팩스: +91 011 2323 1767
이메일: bci.india@nic.in
홈페이지: http://www.barcouncilofindia.nic.in

국제화
비즈니스의 국제화에 따라, 특정 국가와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법의 국제화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와 이웃국가들의 법체계
호주의 법체계는 동남아의 이웃국가들과 더불어 영국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 이후로 계속해서 영미법을 수용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영미법이 기본법 혹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공표한 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절이후부터 영미법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가족법에 한해서 이슬람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토지소유권에 관해서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 외 국가들은 독일법과 프랑스법으로 대표되는 대륙법을 수용하고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
독일법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대륙법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대륙법이 한국으로
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3 백년 이상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륙법을 수용하게
되었다. 태국은 대륙법의 많은 부분들을 도입했다.

태국은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없지만 대륙법을 도입하였다. 사법제도에 한해서는 프랑스식
제도를, 상법에 한해서는 유럽을, 민법과 형법은 영국을 모델로 삼았다.

베트남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법 국가이다. 베트남의 법체계는 프랑스통치의 영향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뚱과 소비에트의 사상 뿐만 아니라 중국고대법률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4가지의 법군(法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국가의 법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가치, 그 밖의 여러 영향을 받아 구체화되어 왔다. 특히 영국과 미국 상법의
영향을 받은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는 대륙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법에
한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쓰이는 거래원리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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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호주는 안전하고 친근하며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로서 여행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이다. 100개 이상의 다른 인종들로 구성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호주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유학생들과 함께 유입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풍부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유학생들 자신에게도 그 점은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찬가지이며 호주와의 인연은 평생동안 유지될 것이다.

호주의 우수한 대학 교육 제도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30만 명이 웃도는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질 높은 교육과 대외적 명성을 갖춘
교육기관 때문일 것이다.

유학생들이 받는 교육은 호주의 엄격하고 독자적인 교육서비스보증제도에 의해 그 질이
보장된다. 이 제도는 학생을 보호하고, 호주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세계적 명성을 유지시키는
세계 최고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 기관과 교육 제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교육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DEST)는 유학생 교육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법률(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 2000’ 이다. 이
법률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모든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학비 및 재정관련
보증과 전국적으로 일관된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호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특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등록기관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수준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립 사립기관 모두에 적용되며 교육과정,
교수진의 자격, 특수 학습을 위한 장비와 같은 설비 등의 기준들이 포함된다.

호주대학품질국(AUQA)은 독립적인 국가 차원의 대학 평가 기관으로서, 대학의 교수 학습
내용, 연구 활동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대학이 직접 혹은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에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호주내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 준수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호주대학품질국에서

발행하는

감사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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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호주대학교 품질 보증과 발전 계획서 또한 참고할 수 있다.

학생지원 서비스
호주는 유학생 지원 서비스에 있어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유학생 지원서비스는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유학생활을 도와준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유학생활과 학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언어지원
- 유학생 전문 지정 상담 교사
- 등록 및 비자 신청 보조
- 학생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운영
- 건강, 개인문제, 거주 및 취업관련 서비스
- 학생 복지 및 종교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오.
http://studyinaustralia.gov.au

영어능력

호주내 모든 법학 과정은 영어로 수업이 이뤄진다.

따라서 호주의 교육기관은 적정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학생은 희망하는 대학교의 법학과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아래의 영어능력시험 중 하나에 응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

-

Cambridge test: 유럽학생들이 선호함.

-

TOEFL: 아시아 학생들이 선호함

-

IELTS: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으며 호주 대학교 진학 시
선호하는 시험임. IELTS는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 있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영어점수는 IELTS 6.5나 그 이상, 또는 TOEFL
550나 그 이상이다.

희망하는 법학대학교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위해
언어능력 향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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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대 진학을 위한 자격요건
주요내용
법학 학부과정 입학자격 요건
법학 대학원과정 입학자격 요건

이후에 소개되는 각 법과대학의 ‘입학요강(Basic Admission Requirements)’이라는 부분에서
희망하는 법과 대학의 입학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법대 학부과정 입학자격요건
일반적인 법대 학부과정 진학 요건은 고등학교과정 이수이다. 유학생의 경우 호주의 12학년에
준하는 과정을 자국에서 마치면 된다. 희망하는 대학에 고등학교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고려할 만한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수라는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법과대학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대학의 요구 수준에 맞는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각 법과 대학 소개란으로 가면 각 대학의 ‘입학요강 및 안내서’가 있다. 입학요건에 대한
의문사항은 입학요강 및 안내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법학 대학원 입학자격요건
어떤 대학은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생의 법학 대학원 진학을 위한 별도의
브리징코스를 개설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 진학을 위해서는 법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각 법대 소개란에 나와있는 입학요강을 보고 희망 대학의 진학자격요건을 확인한다.
학부 과정 진학과 마찬가지로 영어 능력도 자격요건 중에 하나이다.

각 법과 대학 소개란으로 가면 각 대학의 ‘입학요강 및 안내서’가 있다. 입학요건에 대한
의문사항은 입학요강 및 안내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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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법과대학 고르기
주요내용
특정 법과대학이나 특정 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
희망 법과대학의 선택

특정 법과대학이나 특정 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
유학생들이 특정 교육과정 또는 특정 법과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특정 대학이 자국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경우
- 특정 과정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
- 특정 대학의 교수진들이 높은 자질과 평판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 친지나 친구들이 본인이 진학했던 대학을 권해주는 경우
- 친구가 이미 다니고 있거나 진학할 예정인 학교로 같이 다니려는 경우
- 친지나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이외에도 위치, 기후, 대학의 규모 및 학업중인 유학생의 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희망법과대학의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도시별 법과 대학들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테리토리(ACT)
캔버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Canberra

뉴 사우스 웨일즈 (NSW)
아마데일: University of New England
리스모: Southern Cross University
뉴캐슬: University of Newcastle
시드니: Macquarie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Notre Dame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월롱공: University of Wollongong

노던테러토리(NT)
다윈: Charles Darwin University

퀸스랜드(Qld)
타운스빌, 캐언즈: James Cook University of North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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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베인: Griffith University,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Queensland
골드코스트: Bond University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아들레이드: Flinders University, University of Adelaide,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타즈매니아(Tas)
호바트: University of Tasmania

빅토리아(Vic)
멜버른: La Trobe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University
질롱: Deakin University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프레맨틀: University of Notre Dame Australia
퍼스: Edith Cowan University, Murdoch University,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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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유학
주요 내용
영어능력 자격요건 확인하기
등록하기
수업료 지불하기
학생 비자 취득
세관과 검역 통과하기
장학금 제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기

학생비자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정보는 아래 주소의 호주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오.
http://studyinaustralia.gov.au

영어능력 자격요건 확인하기

유학생들은 진학에 필요한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 사전에 응시 여부, 필요한 성적,
응시 장소, 영어능력시험 결과 제출 과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록하기
희망하는 법과대학이 정해지면 입학신청을 해야 한다. 입학요강 및 안내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대학에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업료 지불하기
각 법과대학은 과정에 따라 각각의 수업료를 책정해 놓는다. 대개 대학 입학 요강에 수업료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대학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호주 대학은 유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수업료에 관하여 직접 문의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학생 비자 취득하기
유학생은 호주에 입국하여 공부를 하는 동안 학생비자를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국의 호주대사관에 문의하면 비자취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 전자입학 확인서 등을 먼저 받은 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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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진다.

학생비자는

복수

비자로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고국방문이

자유롭다.

유학생의

직계

가족(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의 부양 자녀들)들을 동반하여 호주로 올 수도 있다.

세관과 검역
호주의 세관과 검역은 매우 엄격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오.
http://www.customs.gov.au

장학생제도
자국의

Australian

High

Commission(호주고등판무관실)

혹은

호주대사관에

어떤

장학생제도들이 있는지 문의해 보도록 한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요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기
만약 진학한 대학과 과정을 변경하려는 유학생이 있다면, 최초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등록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편입은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며 편입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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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생활
주요 내용
주거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예산
아르바이트
자립생활
동반자녀교육
기후

주거

주거 형태의 선택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한다.

거주비이므로, 호주에 오기 전에 주거 형태와 그
모든

호주대학에는

유학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학생사무실(International Offices)이 있다. 이곳에서 가능한 주거 형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도록 한다.

주거 형태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생각하며 선택한다.
- 대학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 대학 주변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 공부하기에 조용한 곳을 원하는가?
- 다른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 호주 학생들과 함께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 호주인 혹은 한국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길 원하는가?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 본다.

주거형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지내기
- 아파트나 주택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내기
- 홈스테이하기
- 아파트나 주택에서 혼자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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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학생지원서비스
주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학한 대학내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유학생담당사무실), 혹은 Student Accommodation Service (학생숙박지원)에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비용
아래 사항에 대해 고려해 보자.
- 대학과 가까울수록 임대료는 올라가고, 특히 대도시 소재의 대학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 하지만, 대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교통비 또한 늘어난다.
-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 시설을 갖고 있지만, 외국대학에 비해 기숙사비가 비싼 편이다.
- 홈스테이를 할 경우, 식사가 일부만 제공될 수도 있다.

가구
호주의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거의 가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기/가스렌지를

제외한

냉장고나

기타

모든

가구들을

빌리거나

학생주거지원센터에 가면 중고가구 목록을 볼 수 있으므로 중고품 구입을

사야

한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기타 생활비

음식
호주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선한 양질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주의 도시에는
슈퍼마켓과 더불어 신선하고 싼 식품을 파는 시장들이 많다.

의류
남부지역으로 공부하러 갈 경우, 따뜻한 의복을 준비해야 한다.

전자제품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컴퓨터, 오디오, TV 등은 비록 자국만큼은 아닐지라도,
적당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호주는 240볼트를 사용한다. 전원플러그는 아시아에서 쓰는 것과
다르므로 유의한다.

의료비
유학생 의료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이 의료보험은 국공립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을 보장한다.
학생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호주정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호주대학은 의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 의사의 진료를 받을 시 학생의료보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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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된다. 하지만 국공립병원 아닌 곳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 호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최고이다.

교통비
유학생들은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교통비 할인을 받지 못한다.

대중교통 정책은 대개 각 주

및 자치주 정부의 교통 주무 부서에서 결정된다. 호주의 대중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도보 혹은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거주지를 마련한다.

호주 철도국에 의하면 유학생들 중 정식 교환 학생만 교통 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학생들은 모든 철도 구간에서 표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저렴한 차를 구입하여 이용하려는 유학생들은 보험료, 등록비, 타이어 교체, 수리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호주의 운전면허증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취득 방법 및
자격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세우기
호주에서 드는 전체 생활비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대학은 예상 경비를 산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희망하는 대학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대학 내에 있는 유학생지원사무실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예를 들면 멜버른 대학의 경우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services.unimelb.edu.au/finaid/planning/cost_of_living/index.html

예상 경비 산출 시 참고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 학생회비
- 유학생 의료보험료
- 기숙사비
- 책, 문구용품, 복사비
- 점심, 사교비 등
- 전화 및 개인 휴대폰 사용료
- 여행 경비
- 기타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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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를 할 경우
- 학생회비
- 유학생 의료보험료
- 홈스테이비
- 책, 문구용품, 복사비
- 점심, 사교비 등
- 전화 및 개인 휴대폰 사용료
- 여행비
- 기타 생활비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 학생회비
- 유학생 의료보험료
- 월세보증금
- 전화 개통비
- 이사비 및 가구구입
- 임대료
- 생활비
- 가스,전기,전화 사용료
- 책, 문구용품, 복사비
- 점심, 사교비
- 개인휴대폰 사용료
- 교통비
- 기타 생활비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 수리, 유지비와 인터넷 이용료가 추가로 든다. 차를 구입할 경우, 그
유지비도 합산해야 한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학기 외의 방학 기간까지 포함, 1년을 52주로
환산해서 세우도록 한다.

아르바이트 하기
학생비자로 호주에 올 경우 자동적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신청, 갱신해야 한다. 학생과 그의 부양가족들은 호주에 도착 후, 학업이 시작되면
취업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수업료 지불 증명서와 수업 개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취업용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기 중에는 보통 1주일에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가능하다. 부양가족들의 취업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석,박사 과정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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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의 부양가족들에게는 취업 제한이 없지만, 그 외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가족들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자립생활
호주 사람들은 대부분 쇼핑,요리,세탁,다리미질, 청소를 직접 한다. 만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는 경우 집안일을 나누어서 같이 해야 한다.

자녀교육비
주 및 자치부 정부는 유학생 자녀들에게 청구되는 교육비 금액과 면제 조건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 및 자치부 정부 교육당국은 호주국제개발국(AusAID) 및 호주정부 장학생
자녀들의 공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주 및 자치주는 유학생이 해당 주와 자치주에 가져올 경제적 성과 및 기타 기여도를 심사 후
자녀교육비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일부 주에서는 대학원생(학생비자 574), 학사 과정(학생비자 573) 유학생의 초중고자녀들의
공교육비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자녀가 영어교육프로그램(ESL)에 등록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부모가 지불해야 한다.

자녀의 공교육비에 대한 문의는 관련 교육당국으로 직접 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자녀의 공교육비 면제는 유학생(최초의 비자 취득자인 부모)의
비자유효기간에만 적용된다.

날씨
빅토리아와 타즈매니아는 온대지역인 반면 퀸즈랜드는 열대기후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기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캔버라, 멜버른, 호바트의 겨울은 상당히 춥다.
최근의 정보를 원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오.
http://www.bom.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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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학 교육
주요 내용
호주의 대학
학사일정
호주의 법학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
변호사전문가양성과정
일반 법학
법학 학위
준석사 수료증과 준학사
대학원 과정
호주 법학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호주의 대학
호주의 대학들은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교육해 온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교육의 질이
탁월하여 국제 교육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호주의 대학들은 호주 교육 제도의
세계 적인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에 불고 있는 성장과 경쟁력을 바람으로 인해 각 대학들은 개설과목, 교수법 및
연구 방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융통성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많은

호주

대학들이

전통적인

학문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직업중심교육이나 응용학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들도 있다. 호주의 모든 대학들이
서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인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여 교육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학과과정에서
연구활동을 필수로 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연구역량을 그 대학이 내세우는 특정 학과에
집중하는 대학들도 있다.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호주에는 공, 사립을 통틀어 39개의 대학교가 있다. 호주 대학에는
전세계 80여 개국에 이르는 나라에서 온 상당한 수의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호주는 해외
캠퍼스 운영, 학생 및 직원들의 자매 결연 및 해외 교환제도 등을 통한 호주 교육의 국제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혁신과 연구 중심으로 명성이 높은 호주 교육에 끌려 유학을 온
학생들 중에 높은 비율의 수가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학사, 석사에서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학과들을 제공하는 호주
대학들은 Research Centres, Centres of Excellence, Key Centres of Teaching and Research와 같은
많은 수의 전문분야 연구소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학내 협력연구센터는 광업, 제조업, 농업,
통신, 환경 및 의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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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배움의 희열과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첨단과 혁신 그리고 전통과
고도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풍을 자랑한다.

학사 일정
호주의 여름은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가을은 3월에서 5월까지이다. 겨울은 6월에
시작하여 8월까지, 그리고 봄은 9월에서 11월까지이다.

학사와 대부분의 석사과정은 2학기제이며 1년에 28주에 해당하는 공식학사 일정이 일반적이다.

대개 3월 첫 주에 학사일정이 시작하여 12월 첫 주에 끝난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호주에서 큰
명절로 연휴로 쉬며 12월부터 2월까지 긴 여름 방학을 갖는다.

최근엔 일부 법학 대학에서 2학기에 학생을 뽑기도 하고 여름에 3학기를 운영함으로써 학위를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낙제한 과목의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법학 대학에서는 일반적 학기제가 아닌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심화 석사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은 부분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호주의 법학교육이 지향하는 주요목표
각 법학 대학은 교수진의 기량과 관심영역이 나타나는 고유의 역점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법학 학부과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 호주법의 기초원리 및 실제 적용능력
- 기초 법적 절차의 이해 (예: 법정소송절차)
- 법조실무 입문 (판례 연구, 법조문 작성, 변호)
-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 법률 전문가의 윤리규범 이해와 준수
- 기초 실무기술

준석사 (graduate diplomas), 준석사 수료증 (graduate certificates), 그리고 강의 위주의
석사학위 (coursework masters degrees)는 법조계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의 보강에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심도 있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 및
논문작성을 하게 된다.
이 논문을 통해서 연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결론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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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문가 양성과정
많은 법학도들에게 있어 법학전공과정은 그들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비과정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위해 법학관련 전공학위가 필수이다.

한편 호주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법학 학위 취득 후 받아야 하는 변호사전문양성과정 내지
아티클(article)로 불리기도 하는 법률사무실에서의 법정변호사견습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전문양성과정 기관의 목록이 이후에 제시되어 있다.

사무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조언해주고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대행한다.
반면 법정변호사의 경우 다른 변호사와 어떤 협력관계 없이 혼자 활동한다. 법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며 사무변호사가 의뢰인과 협의하면 그 내용을 법정변호사에게
전달한다. 법정변호사는 민사 혹은 형사 재판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한다. 법정 변호사 역시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무변호사 혹은 법정변호사로서 활동한다. 사무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무변호사와 함께 동업을 할 수도 있다.할 수 있다. 정부 소속 또는
일반기관의 사무변호사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 정책관련 법적 자문기관, 의회 변호사 사무실 등과 같은 연방정부 기관에 상당수의
사무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개인 사무변호사격으로 일하는 변호사와 그들의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업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법률 관련 사무에서
사업관련 실질적 협상 및 관련 문건 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변호사들은 법률 상담, 복지, 임차관련 상담 서비스등과 같이 공익단체, 기관에서 일하기도
한다.

일반 법학
법학 학위 취득자 중 3분의 1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다. 법학은 다른 분야, 즉 비즈니스,
은행업, 과학기술, 자산시장, 건설, 행정, 저널리즘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의회법학자들의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법학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법학을 이수 하기 전, 혹은 이수와 동시에 다른 분야의 학위를 함께
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 – Studying Law in Australia 2007 – text excerpts
Page 28 of 35

취득한다.

법학 학위
호주 법학 대학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최소 3년 과정을 개설하고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4년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학사 일정이 잡혀
있다. 이들 학위로는 Bachelor or Law (LLB)와 혹은 Juris Doctor (JD)가 있다. LLB의 경우
대개 다른 학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개설과목의 경우 매년 각 법학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대개는 법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을 개설하는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소송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헌법,

형법, 증거 및 법정소송절차 등이 필수 과목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과목과 더불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일정 수의 과목을 선택하여
4년 안에 이수하도록 하기도 한다. 법리학, 국제법, 비교 법학, 비교 무역법, 저작권법, 특허 및
등록상표법 등의 과목들은 보통 필수 과목보다는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학은 단순히 암기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다음과 같은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관련성 파악하며 읽기
- 분석 및 관련문제의 선별능력
-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법리를 적용 능력
-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적해결 제시하기

법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5년간 2개의 학위를 따는 것이 보통이다.

법학과 함께

흔히 하는 복수전공 학과로는 인문, 상경, 과학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엔지니어링나 의학을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 타학문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호주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 때는 보통 17, 18 혹은 19세이다. 5년간의 법학학위를
마치고 나서의 연령은 영국이나 미국 졸업생들과는 비슷하나 유럽학생들에 비하면 졸업연령이
낮은 편이다.

준석사 수료증과 준석사 학위
많은 대학이 준석사 학위를 개설하고 있다. 1년 과정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2년 혹은 3년에
걸쳐서 파트타임으로 이수한다. 준석사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법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 개설
학과로는 분쟁해결대안, 아시아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과학기술,
천연자원법, 가족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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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위한 1년 미만의 준석사 수료증을 개설하기도 한다.

대학원과정
대부분의 법학대학에서는 대학원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석사학위 (Masters
Degress: LLM) 이수 자격 요건으로는 법학 우수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1,2년간의 풀타임 연구
논문 과정 또는 강의 수강을 했거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수했어야 한다.

Coursework 석사학위 경우 학생들이 여러 개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준석사는 대개 한 두개의 과목에 집중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법학대학에서는 연구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coursework(강의수강) 혹은
연구논문과 강의수강을 병행하는 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그 밖의 대학원의 연구중심 학위로는 Doctor of Philosophy (Phd), Doctor of Laws (LLD),
또는 Doctor of Legal Science (SJD)등이 있다. 이 학위 이수를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의
풀타임 연구활동을 통해 논문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기량과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연구방법, 또는 연구논문과 관련된 타분야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도 한다.

호주 법학졸업생들의 네트워크

호주전역에 걸친 네트워크가 최근에 설립됨으로써 미래의 법학 박사들이 적합한 지도교수를
찾거나

리소스를

확보하는데

훨씬

용이해졌다: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alpn.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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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변호사
주요내용
자격 인정
자격증 취득
호주전역에 걸친 자격증 인정
호주내 각종 법률협회

자격 인정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주정부, 자치주 정부의 대법원으로부터 활동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하며 관할지역 전문 법률기구에서 발행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법률 지식

-

실무실습이수

-

좋은 평판과 원만한 성격

법률지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Uniform Admission Rules’에 명시되어 있는 11개
영역에 걸친 법률 지식을 다루는 대학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년 과정,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3년 과정이다.)

‘Studying Law in Australia’에 언급된 모든 교육기관의 법학 과정은 ‘Uniform Admission

Rules’에서 명시한 법률지식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를 호주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추가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수도 있다.

실무실습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승인된 장소에서 변호사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정변호사견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실습 과정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자격증 획득
자격증은 호주 주정부, 자치주 정부에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주어진다. 이 때 자격증
신청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무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등의 제한된 사무영역에 대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그 밖에 해당 주정부, 자치주 정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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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은 보통 현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24개월 동안 견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면허 형태로 발급되며, 견습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식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변호사가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되는 특정 수준의
추가적인 학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호주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 주어진 자격 요건을 갖춘 한 자격증 수여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호주 전역에 걸친 자격증 인정
특정 주정부, 혹은 자치주 정부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변호사는 상호인정제도에 의해 타 주나
자치주에서 자격증 인정 신청을 거친 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공인 변호사
자격제도’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가 공인 변호사 자격제도’에 따라 변호사는 타 주나 타 자치주에서 별도의 자격증 승인
없이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다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게 되었다. ‘국가 공인 변호사 자격 제도’는 호주 내 모든 주와
자치주에서 유효하다.

호주 법조계
호주 법조계는 해당 주나 자치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이 팽창하고 통합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한 동질성을 보인다. 호주 전역의 주와
자치주에는 사무변호사회와 법정변호사들의 변호사협회들이 있다.

이 모임들은 호주최고변호사기구인 ‘Law Council of Australia’를 통해 접촉할 수 있다.

해당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The Law Council of Australia
19 Torrens Street
BRADDON ACT 2612
Australia
전화: +61 2 6246 3788
팩스: +61 2 6248 0639
홈페이지: http://www.lawcouncil.as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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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각 호주 법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번역본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영문 원본 또는
CD-rom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각 대학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법대 안내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ond University
Charles Darwin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Edith Cowan University
Flinders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James Cook University
La Trobe University
Macquarie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Murdoch University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Southern Cross University
University of Adelaide
University of Canberra
University of Melbourne
University of New England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Newcastle
University of Notre Dame Australia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Tasmania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University of Wollongong
Victori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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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각 변호사 전문 양성 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번역본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영문 원본 또는 CD-ROM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 아래의 각 기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전문 양성과정
Articles Training Program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Legal Workshop
Bond University Legal Training Institute
Centre for Legal Studies - Professional Legal Training Program
College of Law, Sydney
Griffith University - Practical Legal Training
Leo Cussen Institute - Practical Legal Training
Monash Faculty of Law - Practical Legal Training
QUT - Legal Practice Course
The Law Society of South Australia - Practical Legal Train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Practical Legal Training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University of Wollongong - Practical Legal Training

호주 법학 석사과정 가이드
‘호주 법학 석사과정 가이드 ’ PDF파일 다운로드(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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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글
도움주신 분 및 기관

Attorney-General’s Department (법무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국립대학교)
Bond University (본드대학교)
Christopher Roper AM (크리스토퍼 로퍼 에이엠)
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 (호주법학대학장협회)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호주교육과학기술부)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uncil (국제법률서비스자문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 IT &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

Richard Vuckovic (리차드 벅코빅)

-

Phil Drury (필 듀리)
Melissa Holland (멜리사 홀랜드)
Andrew Vella (앤드류 밸라)

-

저작권 및 책임면제
저작권
이 제작물은 다음의 저작권을 따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출처를 밝히는 한 전체 혹은 부분 복사할 수 있으나,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에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면제
본 제작물은 최대로 정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2006년 11월 당시 모든 정보가
정확했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 편집자, 발행인이
어떤 책임이 없고 담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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