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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7기 졸업생 가운데 88%는 변호

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

시제한에 걸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는 12%인 것으로 조사

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로스쿨 기수별 석

사학위 취득자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 통계를 공개한 것은 처

음이다. 

2022년 로스쿨 졸업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

격자 비율 

순 위 법학전문대학교 퍼센트(%)

1 서울대학교 93

2 고려대학교 88

3 연세대학교 87

4 서강대학교 85

5 한국외국어대학교 83

6 이화여자대학교 80

7 경희대학교 75

8 한양대학교 79

9 성균관대학교 77

10 아주대학교 76

11 전남대학교 71

 -2022년도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서울대 로스쿨이 93%로 1위

 -고려대 로스쿨 88%, 연세대 로스쿨 87% 등으로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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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1~제7기 졸업생 88%,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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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대학교 71

13 영남대학교 68

14 서울시립대학교 67

15 충남대학교 65

16 부산대학교 62

17 동아대학교 61

17 인하대학교 61

19 건국대학교 58

19 경북대학교 58

21 강원대학교 56

22 전북대학교 54

23 제주대학교 53

24 원광대학교 44

25 충북대학교 42

이 통계에 따르면, 2009~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7기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총 합

격률(누적합격률)은 88.27%인 것으로 나타났

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

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

련해 왜곡된 통계가 많았다.”며 “누적 합격률

에 비춰 일단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100명 

중 88명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이 아닌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향후 누적합격자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기수별 누적합격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

률이 50%대에 머물러 로스쿨이 ‘변시 학원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로스쿨 

졸업생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에 달해 사

실상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에 가깝다는 것

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21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11

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졸

업생 가운데 93%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로스쿨 올해 졸업생 합격률 가운데 가

장 높은 수준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88%, 연

세대 로스쿨은 87%, 서강대 로스쿨은 85%, 

한국외대 로스쿨은 83%, 이화여대 로스쿨은 

80% 등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출처/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