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 미국 법 분야에 LL.M 학위를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개설 

 

@WashULaw, 최초이자 유일한 최상위급 온라인 학위과정 

 

미국 세인트 루이스, 2012 년 5 월 8 일 /PRNewswire/ --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은 미국 법 분야에 최초이자 유일한 최상위급 온라인 LL.M 인 

@WashULaw 라 불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온라인 형식으로 외국 변호사들을 위한 미국 법 분야의 

법학 석사 학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LL.M.은 법학대학원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원 과정의 법학 학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오늘날의 법조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법무 처리를 위해 미국 법에 대한 지식 확장에 관심이 있는 외국 변호사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WashULaw 는 외국 변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그만 두거나 미국으로 오지 않고도 미국 법에 

대한 LL.M 학위를 완료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업 및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주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이주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사업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미국 법에 

대한 훌륭한 배경 지식을 얻게 된다. @WashULaw 는 외국 변호사들에게 법학교육 및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부터 자신들의 학위를 얻는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 

 

법학대학원 학장이자 이썬 A.H. 쉬플레이 공로 교수(Ethan A.H. Shepley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인 켄트 사이베루드(Kent Syverud)는 "우리는 최고의 품질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특별한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계에서 최고의 LL.M 

프로그램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수준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WashULaw LL.M.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캠퍼스 

LL.M 커리큘럼의 온라인 버전을 제공한다.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저명한 법학 교수진 및 학자들이 설계하고 지도하는 교육 

과정  

 온-캠퍼스(on-campus) 법학 대학원 프로그램 등의 선택적 입학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클래스  

 온-캠퍼스 졸업생들과 동일하게 LL.M. 학위 및 캠퍼스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  

 15 명을 넘지 않는 친밀한 클래스  

 미국에서 제공되며 워싱턴 대학 교수진이 가르치는 미국 법무 경험에 대한 하계 집중과정 

옵션 

 

최첨단 온라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WashULaw 과정들은 스트리밍 비디오와 자기-페이스에 

맞춘 내용으로 실제 라이브 수업 세션들을 통합하게 된다. 라이브 수업 세션에서는, 워싱턴 대학의 

법학 교수진과 @WashULaw 학생들이 수업 토의, 스터디 그룹 및 대면 토의에 대해 사전에 설정된 

시간에 만나게 된다. 자기-페이스에 맞춘 콘텐츠는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수진이 설계한 수업 

내용,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비디오 콘텐츠 및 대화형 소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http://onlinelaw.wustl.edu/


하루 24 시간 동안 동료 및 교수들과 채팅하고 공부하며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여름 

동안에는 @WashULaw 학생들에게 세인트루이스 (St. Louis), 워싱턴 D.C.(Washington D.C.) 및 

다른 미국 도시들에서 집중적인 미국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국 법정 및 법조 회사에서 미국 

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WashULaw 는 법학 교수인 멜리사 워터스(Melissa Waters) 및 전략적 시도 부문 부학장이자 

법학 강의자인 토메아 머스만(Tomea Mersmann)이 운영하게 된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 커뮤니티와 저명한 리더들을 @WashULaw 의 발전을 통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  

 

초기 자문 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이며 CKE 레스토랑(CKE Restaurants, Inc.)의 CEO 인 앤드류 

퍼즈더(Andrew Puzder)는 @WashULaw 가 제공하는 기회와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저는 첫날부터 이 프로그램을 무척이나 지지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생존해 번성한다라는 

좌우명으로 관리해왔으며 기업은 반드시 현재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CKE 레스토랑의 CEO 이자 법학대학원의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및 @WashULaw 

자문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그는 또 "우리 법학대학원이 기술을 활용해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글로벌 법학 교육분야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은 교육 기술 기업인 2tor, Inc.와 제휴해 @WashULaw 를 제공한다. 

2tor 은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들과 제휴해 기술적 플랫폼, 교수적 설계, 마케팅 및 인프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엄격한 선택적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tor 의 CEO 이자 공동설립자인 칩 포세크(Chip Paucek)는 "2tor 의 존경하는 파트너 패밀리에 

워싱턴 대학을 추가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며 “21 세기를 위해 법학 프로그램을 개척하며 

점점 더 글로벌화하는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떨린다”고 

언급했다. 

 

교육 혁신 전문가인 마이클 B. 혼(Michael B. Horn) 또한 프로그램의 초기 자문위원회의 멤버이다. 

혼은 소셜 부문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적용하는 데 헌신하는 비영리 

씽크탱크인 이노사이트 인스티튜트(Innosight Institute)의 교육사업부문 전무이자 공동설립자이다.  

 

이노사이트 인스티튜트의 교육부문 전무, 공동설립자이자 @WashULaw 자문위원회 위원인 

마이클 B. 혼은 "최상위 수준의 법학대학원이 온라인 학습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워싱턴 대학교가 2tor 와 제휴하는 것은 온라인 학습의 필드가 활기를 띠게 되고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는 분명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ashULaw 는 현재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수업은 2013 년 1 월에 시작하게 된다. 국제 지원자는 

반드시 자국 법률에 따라 먼저 법학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onlinelaw.wustl.edu, 

이메일 (admissions@onlinelaw.wustl.edu) 또는 888-WashULW (888-927-4859)로 연락하면 

된다.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소개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은 학생들에게 지적으로 

도전하는 대학 환경에서 뛰어난 법학 교육을 제공한다. 뛰어난 가르침과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진들과, 미국에서 가장 선택적인 학생층 및 점점 더 글로벌화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이 진화하는 법조 및 사업 환경에 대해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WashULaw 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되겠다는 미션을 추구함에 있어 

기술과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해 혁신하려는 우리 학교의 노력에 대한 좋은 예이다.   

 

2tor, Inc에 소개 

 

2tor, Inc 는 최상위 대학들과 제휴해 엄격한 선택적 대학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교육분야의 베테랑들이 모인 고유한 팀에 의해 2008 년 설립된 이 회사는 대학들에게, 중간 수준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주도됐던 공간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웹기술, 인프라 지원 및 자본을 

제공한다. 2tor 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교육 기술 기업들 중 하나이다. 이 회사는 

저명한 연구 대학들과 제휴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USC 로씨에 온라인(USC Rossier Online): USC 로씨에 교육대학교의 교육학 석사 및 

고급 교육학 석사  

 MSW@USC: USC 사회복지대의 사회복지 석사  

 Nursing@Georgetown: 조지타운 대학교 간호보건대의 간호학 석사  

 MBA@UNC: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퍼힐스 케난-플래글러 상경대(Chapel Hill's 

Kenan-Flagler Business School)의 MBA 프로그램   

 MPA@UNC: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퍼힐스 행정대의 행정학 석사  

 @WashULaw: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외국 변호사들을 위한 미국 법 법학 석사 

(Master of Laws (LL.M.))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대학원 뉴스 디렉터 Jessica Martin 

jessica_martin@wustl.edu  
+1-314-935-5251 
 
2tor, Inc. 

PR 매니저, Shirley Chow 

schow@2tor.com  
+1-858-33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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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인트 루이즈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