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온라인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The American Law and Legal System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

담당교수:

스크랜튼학부 장원경

기간:

2022년 7월 21일 ~ 2022년 7월 30일 (총 10시간)

프로그램 개요: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민족 ·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대서양 해
안을 따라 위치한 13개의 식민지에서 건국되었다. 13개 주 국가는 1775년 5월에 식민 본국인 영국
과 독립 전쟁을 시작하였고,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연맹체 국가의 성립을 선
포하였다. 1783년까지 영국과 전쟁을 한 미국은, 파리 조약을 통하여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을 쟁취한 이후 미국은 연방국가로 독특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발
전시켰는데, 그 중심에는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788년에 비준
된 연방헌법이 있었다. 또한 1791년에 비준된 미국의 권리장전은 10개의 수정 헌법으로 구성되어
미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는 이러한 연방국가 체제의 근간을 제공하고, 다민족 · 다인종 사이의 공통된
법의식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는 매우 독특한데, 대표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관습법에 기초한 법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연방법과 연방 사법제도, 주법과 주 사법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호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넷째,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한다. 다섯째, 재판보다는 조정 또는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준칙,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계화 시대의 경재, 과학기술, 사회문화, 정치에 적합한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미국의 법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
여지면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의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발생지역이 미국인 경우에,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서는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미국의 판례 분석 및 쟁점 토
론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및 행정환경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여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또는 진학을 준비 중인 스크랜튼학부 선배
의 특강을 들은 후 법학 관련 생각해 볼 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교육:
1. 2022년 7월 21일 오전 10시-12시
예비강의: 미국의 법과 사법제도
강사: 장원경 교수
2. 2022년 7월 22일 오전 10시-12시
세미나: 미국의 헌법, 형법, 민법1
수업방식: 학생들의 조별 발표
3. 2022년 7월 25일 오전 10시-12시
세미나: 미국의 민법2, 상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수업방식: 학생들의 조별 발표
프로그램:

회차

일자

시간

1

7월 26일

2시간

1시간15분: 미국법 개론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onaldGjerdingen교수 특강)
45분: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 진행: 장원경교수)

2

7월 27일

2시간

1시간15분: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osephHoffmann교수 특강)
45분: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 진행: 장원경교수)

3

7월 28일

2시간

1시간15분: 미국 민법과 민사소송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oodwin교수 특강)
45분: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 진행: 장원경교수)

4

7월 29일

2시간

1시간15분: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인디애나대학교
행정환경대학원 Amsler교수 특강)
45분: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 (토론 진행: 장원경교수)

5

7월 30일

2시간

2시간: 최근 쟁점이 되는 판례 분석 및 토론 (작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크랜튼학부 학생들 및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크랜튼학부 졸업생 참석 예정)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
2022년 8월 5일 오전 10시-12시 보고회 및 평가회
학생보고서(전체 참가학생 공저) 1부 제작
조별 학생 발표
구두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