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Flex LL.M. in U.S. Law’ FAQ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기 

 

1. ‘ONLINE FLEX LL.M. IN U.S. LAW’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본 과정은 미국 Top-Tier 명문 로스쿨인 George Mason Antonin Scalia Law School’에서 비영어권 법학전공자 중 워싱턴 

D.C.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LL.M. 학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단시간 내에 ‘석사학위’와 ‘미국변호사시험 응시조건’을 동시에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2. 본 과정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 과정은 법학학사(LL.B., 2017 년 이전) 소지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국내 변호사 중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 및 LL.M. 

학위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로앤비 

교육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본 과정을 수강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로앤비 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Online Flex LL.M.’ 과정을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려 작성이 필요한 지원서양식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본 과정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500 자 이내), 법학학사 혹은 로스쿨 졸업증명서(영문), 공인영어성적 

증명서(영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하시는 시점에 담당자가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본 과정은 지원자에게 어느 정도의 어학성적을 요구하나요?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공인어학성적은 TOEIC 710 점 이상, TOEFL 90 점 이상, IELTS 6.5 이상, Duolingo 110 점 이상 중 

기준에 충족되는 한가지 영어성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어학점수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화상 인터뷰로 대체하는 것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세부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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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과정 수강을 위한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신청 ▶ 제출서류 준비/접수 ▶ 서류심사 ▶ 화상 인터뷰 ▶ 수강료 납부 ▶ 학기시작 

먼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로앤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대학에 전달하여 

서류검토를 진행합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화상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입학 허가가 난 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를 위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수강료 납부가 완료되면 예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학습이 가능합니다. 

 

7. 인터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지원서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대로 학교로부터 Zoom 인터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하나의 형식적인 전형 중 하나로, 

주 목적은 학생의 프로그램 지원 목적, 커리어 및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고, 학생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는 총 1 회, 20 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8. 개강 학기 별 이수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본 과정은 총 3 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학기에 12 학점, 두번째/세번째 학기에 각각 8 학점씩 이수하여 총 28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9. 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나요? 

해당 과정은 온라인 교육과 실시간 웨비나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웨비나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금요일/토요일 

저녁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본 과정의 강사진은 GMU 로스쿨 현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강사진 라인업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지원비용(APPLICATION FEE)이 있나요?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별도의 지원비용은 없습니다. 

 

12. 수강 신청 시 어떤 형태의 결제방식을 지원하나요? 

등록금은 계좌이체, 계산서 발행, 카드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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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course material 은 모두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4. 시험평가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각 과목에 대한 평가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일부 주관식 

영역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15.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나요? 

네, 첫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What’s app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네트워킹/정보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16. 부가적인 지원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George Mason 로스쿨에서는 전반적인 학습과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지도교수를 배치하고, 미국캠퍼스에서 

JD 과정을 수강 중인 재학생을 통해 virtual tutor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LL.M. 프로그램 수강생만을 위한 career 

상담서비스, 정규 학생으로서의 ID 발급을 통한 GMU resource 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GMU 캠퍼스에 방문하게 된다면 발급된 ID 를 통해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7. 온라인 과정으로 수강해도 DC BAR 에 응시할 수 있나요? 

2021 년 5 월 16 일 Washington D.C. Bar 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ABA-accredited law school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통해 26 학점을 이수해도 DC Bar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18. 본 과정을 이수하면 어느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본 프로그램은 California, Washington State, Maryland(몇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음) 지역의 변호사시험 응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Washington D.C. Bar Exam 을 위해 고안된 과정이며, D.C. Bar 는 multi-state 

bar exam 으로, D.C. bar 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관할지역에서 자격을 얻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DC Bar 

Exam 을 응시하신 후 나중에 희망하시는 주로 transfer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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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C. BAR EXAM 응시가 다른 주의 BAR EXAM 보다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D.C. Bar 는 multi-state bar exam 으로,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적 손쉽게 transfer 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Y bar 의 경우, 온라인 과정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DC bar 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변호사윤리시험(MPRE)에 대한 합격기준이 비교적 낮으며, 시험 합격 후 주법 시험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시험 

응시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본 과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 담당자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 담당자: 강민 이사 (02-6936-1410 / min.kang@t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