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LL.M. in U.S. Law
온라인 과정

-Accelerated D.C. Bar Prep정규 석사학위와 미국변호사시험 자격요건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

1년
Top
Tier

단기간 내에 석사학위 및 DC bar 응시요건 충족
국내에서 학업 및 경력 단절 없이 온라인과정을 통해
1년 안에 정규 석사학위와 DC bar 응시요건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로스쿨인 조지 메이슨 대학과의 협업
수준 높은 교육품질을 위해 조지 메이슨 로스쿨의
정규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수진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C Bar 시험 합격을 위해 특화된 커리큘럼

맞춤형

철저하게 DC Bar 시험과목 중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및 시험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Flex-LL.M. in U.S. Law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
유학없이 한국에서 100% 온라인 학습 가능!
1년 안에 미국 법학 석사학위와 DC Bar 응시자격 모두 취득!

단기간 내에 학위와 미국변호사시험 응시요건 취득
1년 간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경력 및 학업의 단절없이 George Mason Law School의 정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 bar exam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학위 취득 후 즉시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
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과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과정과 연계하여 bar prep 과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국문판/영문판 bar prep 과정 중 선택 가능)

합리적인 교육비용
Top-ranked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맞춤형 강연과 정규 학위과정임을 감안하였을 때, 단연 기회비용의 효율성이 뛰어난
LL.M. 프로그램이라 자부합니다. 아울러 톰슨로이터 로앤비를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특별한 장학금 지원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Career Development Program
국내에서의 학업 혹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미국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변호사 수의 증가와 함께 더욱 치열해지는 법률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George Mason Antonin Scalia Law School 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미국 최고의 로스쿨 19위로
선정된 Top-ranked
법학전문대학원

DC Bar 시험 합격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
및 전문지식 학습 가능

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교육의 질

최단기간 내 시험
합격을 위해 Bar Prep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

[출처: THE(Times Higher Education)]

국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미국변호사로 영역확장을 시도하고 싶으신 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무분야에서의 커리어 개발을 고민중이신 분

추천 수강대상

로스쿨 졸업 후 미국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
법학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미국변호사 커리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가족, 경력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직접 미국에 가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우셨던 분

특별 장학금 지급

1

톰슨로이터/로앤비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하는 고객님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톰슨로이터 로앤비
고객만을 위한

2

특전 및 혜택
3

Bar Prep 과정 할인혜택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Bar prep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공합니다.

학습지원 서비스
전담 지도교수 배치, virtual tutoring, 커리어 상담 서비스 등 성공적인
과정 이수를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겨울학기(1월) 신청안내
교육일정

2023년 1월 17일 ~ 5월 5일 (※1st quick start class: 1월 17일 ~ 27일)

등록마감

2023년 1월 9일(월)

교육대상

법학학사 취득자,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호사 등

교육형태

온라인 및 실시간 웨비나 교육

교육비용

$15,587 (겨울학기 등록비)

이수학점

총 11학점

*본 과정은 총 3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학점을 수강하는데 $39,676이 소요됩니다.
*학비는 매 학기별로 분납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500자 내외)

LL.B. 혹은 로스쿨 영문 졸업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TOEIC/TOEFL/IELTS 등)

지원절차
상담신청

제출서류
준비/접수

서류심사

화상 인터뷰

수강료 납부

학기시작

겨울학기(1월) 커리큘럼

•아래 일정은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uick Start Class: January 17 ~ 27
No.

과목명

강사진

교육형태

학점

1

Introduction to US Law

Suzzette Rodriguez Hurley DeMers

웨비나

1

교육형태

학점

Session 1: January 30 ~ March 24
No.

과목명

강사진

1

Civil Procedure

Charles Lemley

3
온라인

2

Contracts

Bill Henning

Final exam period

2
March 20 ~ 24

Session 2: March 27 ~ May 5
No.

과목명

강사진

1

Constitutional Law

Michelle Trumbo

교육형태

학점
3

온라인
2

Evidence

Erienne Sutherell

2

Final exam period

교수진 소개

May 1 ~ 5

•강사진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Charles Lemley

Catherine Stahl

• Partner, Wiley Rein LLP
• Former Chair of the firm’s Diversity
Committee
• Subject: Legal Ethics

• Director of Graduate Student Academic Affairs
• Partner & Associate, Kirkland & Ellis LLP
• Associate, Dechert LLP
• Subject: Criminal Law

Michael Reksulak

Timothy Price

• Director of Online Program
• Subject: Economics for Lawyers

• Partner, Ethridge, Quinn, Rowan,
Hartinger

Lisa Mathews
• principle owner of Mathews Law,
PLLC

담당자 정보
강민 이사

TEL 02-6936-1410 (010-8880-0387)
Email min.kang@t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