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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rashtra LLB- CET 3Years Ebook-PDF
All Sections Covered
Chandresh Agrawal SGN.The Ebook-PDF Maharashtra LLB- CET 3 Years Covers All Sections Of The Exam.

Maharashtra LLB-CET 5 Years Ebook-PDF
All Sections Covered
Chandresh Agrawal SGN. The Ebook-PDF Maharashtra LLB-CET 5 Years Covers All Sections Covered.

LLB Entrance Exam Guide
After 12th (5 Years Course)
The present book has been specially published for the aspirants of 'LL.B (5 Year Course) Entrance Exam' organised by various Eminent
Universities/Institutes of India. Based on the Latest Pattern of exams, the book also comprises Previous Years' Solved Papers for
aspirants to be familiar with the exam pattern and the type of questions asked. Detailed explanatory answers have been provided for
the selected ques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readers. The book comprises study material at appropriate length alongwith ample
amount of Multiple Choice Questions (MCQs) with answers and explanations, on all the relevant subjects,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xam. The book will prove very useful for study, self-practice and during the precious moments before the exam. The book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aspirants to Sharpen their Problem Solving Skills with thorough practice of actual exam-style questions
provided in the book, and prepare themselves to face the exam with Conﬁdence, Successfully. While the specialised study and
practice material of this book Set you to Court your Success, your own study and practice with it will ensure you a Clear Verdict of
Success in securing a seat in the prestigious course, leading you to a Successful Career in Law.

The Indian Legal Profess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is book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ofession in
India.

Self Study Guide For LLB Entrance Examination 2020
Arihant Publications India limited Choosing profession like Law especially in a country like India, then comes it with great sense
responsibility and duty because law making bodies are most trusted in this country. LLB is 3 year bachelor degree course which is
done right after class XII, many institutions are conducted their own entrance examinations. Presenting to you SELF TSUDY GUIDE LLB
ENTRANCE EXAMINATION 2020 – this book is specially designed for the aspirants. It gives the complete coverage of Legal Aptitude,
Indian Constitution, English Language, Numeral Ability, Reasoning Ability, General Knowledge.In this book questions are framed
exactly based on the latest examination pattern, Solved paper 2019 is also provided with well explained & detailed solutions,
Notiﬁcations, Paper pattern and How to attempt questions are also been mentioned. It is highly useful for the entrance examinations
of NLU, NLSTU, RMNLU, MNLU, DU, BHU, IPU, JamiaMiliaIsalmia, & others National Law Universities. Let this book act like a stepping
stone for the success of LLB. Table of ContentSolved Paper 2019, Solved Paper 2018, Solved Paper 2017, Legal Aptitude, Indian
Constitution, English Language, Numerical Ability, Reasoning Ability, General Knowledge, Practice Sets (1-3))

Studying Law
Bloomsbury Publishing Studying Law introduces students to the fundamental legal skills that they will need to successfully study the
subject, such as case analysis, legislative interpretation, problem solving and essay writing, and to the core Law subjects themselves
and the distinction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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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T & STATE TET (English language)
Shivendra kumar shrivastava BIUT

Self Study Guide LLB Entrance Examination 2022
Arihant Publications India limited 1. LLB entrance examination 2022 is a complete study guide for law entrances 2. The guide is
divided into chapters and sections 3. The questions are framed on the exact pattern of exam 4. Well explained solutions are provided
for the quick revision 5. It also is highly useful for NLU, DU, IPU, BHU, Jamia Millia Islamia and other National Law Universities. LLB or
Bachelor of Legislative Law is an undergraduate law degre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nyone who wants to enter the ﬁeld of judiciary
and law. The 3 years course helps to develop skills like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nd judgment. The newly revised & updated
edition of Study Guide Entrance Examination 2022 has been written keeping in minds the needs of aspirants who are planning to
streamline the strategy for various law entrances examination. Giving the complete coverage of the syllabus in 6 major sections, this
book adopts unique pedagogical methods for discussing the key concepts of law. Also, Questions provided are framed exactly on the
latest examination pattern, along with well explained and detailed solutions. Besides all these qualities, it is a highly useful for NLU,
NLSIU, RMNLU, MNLU, DU, IPU, BHU, Jamia Millia Islamia and other National Law Universities. Table of Contents Solved Papers
2017-2021, Legal Aptitude, Indian Constitution, English Language, Numerical Ability, Reasoning Ability, General Knowledge, Practice
Sets (1-3).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
Rodopi This the ﬁrst volume in the series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It contains six original essays by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and philosophers of law (Waldron, Coleman, Postema, Shapiro, Sayre-McCord, and Kraus), along with critical papers on
those essays, and replies. This is cutting edge work that elicits sharp responses already as it is published, with the debate joined as
the authors reply."

Maharashtra CLET 2022 for 3 Years Course
Arihant Publications India limited 1. Maharashtra CLET is a self study guide designed for the CLET exam 2. The book concentrates on 3
years integrated programme. 3. Solved Papers and 3 Practice Sets are given for practice 4. Loaded with theories and question strictly
following the exam pattern The book Maharashtra CLET Online CET 222 deals with 3 years LLB integrated program that has been
speciﬁcally designed for the aspirants in the bachelor of law. This book divides the entire syllabus into chapters under the categories
of ‘Legal Aptitude, Indian Constitution, English Language, Reasoning Ability, and General Knowledge. Questions provided in the Solved
Papers and Practice Sets are for practice with well explanatory solutions supported by the ﬁnest illustrations that promote easy
learning and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am pattern. TOC Model Solved Paper 221, Solved Papers [22-217], Legal Aptitude,
Indian Constitution, English Language, Reasoning Ability, General Knowledge, Practice Sets (1-3).

Maharashtra Common Entrance Test [MAH CET] LLB UG
(3 Year) Exam 2021
8 Full-length Mock Tests [Solved] - Preparation Kit for
MH-CET LAW LLB - 2021 Edition - By EduGorilla
Edugorilla Community Pvt. Limited Get admission into your desired college. Prepare for MHT CET Law (LLB 3-Years) Entrance Exam
with EduGorilla MHT CET Law (LLB 3-Years) Entrance Exam Test Preparation Book 2021. Our MHT CET Law (LLB 3-Years) Entrance
Exam Preparation Book contains questions with the diﬃculty level same as in the exam and is most likely to appear. The questions in
the MHT CET Law (LLB 3-Years) Entrance Exam Preparation Book are drafted by a team of experts with tho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latest exam patterns.

Ll.B. Entrance Examination
Upkar Prakashan

Universal's Guide to LL.B. Entrance Examination
Universal Law Publishing

Constitution of India And Indian Polity | For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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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 | LLB Entrance | By Pearson
Pearson Education India This title has been conceptualized to ﬁll the gap between established titles like Laxmikant_Indian Polity to the
NCERT text books. Students prefer to read a textbook where conceptual theories are explained along with gives them the full
coverage of competitive examinations. So, there have always been a need for a book on constitution that could cater to the
requirements of various competitive exams, i.e., to answer multiple-choice questions as well as descriptive questions. The same was
the need for the candidates preparing for the Civil Services Examination. This book seeks to fulﬁl that need. This book presents all the
concepts in a lucid and simple manner, where concepts are supported with pictographic representation, ﬂowcharts and tabular format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tudent. Also, the book contains important questions that appeared in the Civil Services Main
Examination. Especially, the history of making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given in comparative table
mode. This book would be of good help to the students preparing not only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all competitive exams
and the students of LLB (Law), alike.

Legal Aptitude and Legal Reasoning for the CLAT and
LLB Examinations
Pearson Education India

Public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ersity Press Public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ﬀers a fresh approach to the study of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by exploring how the law works in practice. The inclusion of extracts from key cases, government reports and academic articles
demonstrates the law in action and the incisive commentary that accompanies them explains the signiﬁcance of each. The expert
authors have distilled their knowledge of the institutions and legal principles into concise, focused prose, and they encourage
reﬂection through regular questions and hypothetical examples. This leading text provides students with a thorough and wide-ranging
knowledge of public law, together will a full understanding of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debates in this fascinating and dynamic area
of law. Online Resource Centre This book is accompanied by an Online Resource Centre which provides a link to the authors' Twitter
feed, web links to useful sites and, for lecturers, a test bank of multiple choice questions with answers and feedback.

MH-CET LAW for 3 Years LLB Course 2020
G.K Publications Pvt.Limited MH-CET Law Entrance Test 2020 for LLB ? 3 Years course is a State level exam for admissions to diﬀerent
law colleges in Maharashtra. GKP's MH-CET exam guide will prove to be an invincible and comprehensive study material to help
aspirants prepare for this examination at ease. Designed by experts with years of experience, this book has been divided into 4
sections namely Legal Aptitude, English Language, Reasoning Ability and General Knowledge; all the topics are explained at length
followed by lucid examples and rich collection of questions. Besides, Memory Based Solved Paper 2019 is also provid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exam pattern and type of questions. Last but not the least, aspirants will also get 5 Free Online Mock Tests
based on the latest pattern along with access to Daily GK updates & Gyandhara at our web portal. This will help them analyz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learn time management skills by taking mocks under real time pressure. Features: ? Comprehensive
coverage of all the topics as per the latest pattern with detailed explanations ? Includes Memory Based Solved Paper 2019

LAW STUDENT SURVIVAL GUIDE.
AFCAT (Flying technical & ground duty branch) 2022
Arihant Publications India limited 1. AFCAT Common Admission Test (Online) is prepared for the upcoming AFCAT entrance 2. The
book is divided into 4 sections 3. Chapterwise Theory Notes are provided for better revision 4. Chapterwise MCQs are given for the
quick grasping of concepts 5. Latest Solved papers 2020 & 2019 and 3 Practice Sets 6. Online practice sets are given to experience of
the exam Aiming to “Touch the Sky with Glory” Indian Air Force invites for AFCAT Common Admission Test (Online) who wish to make
careers at Air Force. Presenting the revised and updated edition of “AFCAT Common Admission Test (Online)” that is completely
designed according to the prescribed syllabus. Giving the complete coverage to the syllabus, this book is divided into 4 sections. Each
chapter is supported by not just with “Theory Notes” but also supplemented with MCQs for the quick grasping of the concepts. To get
the insights of the pattern and question weightage, Each chapter is accompanied with previous years’ AFCAT Questions. Latest Solved
Papers 2020 & 2019 and 3 Practice Sets (with online attempt) are provide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latest exam pattern. As the
book covers complete syllabus with solved papers and online practice sets, it is a perfect study guide to expect successful shifting to
the ﬁnal phase of AFCAT i.e., Air Force Selection Board Interview. TOC Solved Paper 2020 (II), Solved Paper 2020 (I), Solved paper
2019 (II), Solved Paper (I), General Awareness, Verbal Ability in English, Numerical Ability, Reasoning and Military Aptitude Test,
Practice Set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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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wareness and Legal Reasoning for the CLAT and
LLb Entrance Examinations, 4/e
Pearson Education India Legal Awareness and Legal Reasoning for the CLAT and LL.B. Entrance Examinations, 4e presents revised
sections on legal awareness including key topics such as legal terms, maxims and constitutional law. The book also introduces a brief
summary on Indian Constitution, Fundamental Rights, etc., along with lists of heads of important institutions, oﬃces, commissions and
committees. Twenty new mock test papers on the latest pattern, trend and level of diﬃculty have been incorporated which will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Legal Aptitude for the CLAT and other Law Entrance
Examinations : A Workbook
Pearson Education India Legal Aptitude for the CLAT and Other Law Entrance Examinationsâ€"A Workbook is a perfect practice tool for
students preparing for CLAT and other law entrance examinations. The book acts as a ready reckoner for students to brush up their
basics and memorize important facts, ﬁgures, and concepts.

Clarity for Lawyers
BHU Banaras Hindu University B.A Entrance Exam 2020
Arihant Publications India limited Banaras Hindu University (BHU) is considered one of the prestigious Universities in the world. This
university provides a healthy environment, great Infrastructure and faculties. Student not only from India but also across world
prepare for its entrance exam in order to get admission into this University. The book of “BHU Bachelor of Arts (B.A.)” has been
revised for the students who will be appearing for this exam in 2020. It is divided into 5 majors Parts: General Awareness, Numerical
Ability, Mental Ability, General English, Social Science (Arts Group) that covers the entire syllabus and lastly an overview has been
given on computer subject. It also provides the Solved Papers from [2019 – 2016] right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that helps
candidates to get acquaintance with latest exam pattern and also provides the ideas for the solutions of the various tricky questions
that come in the exams. Packed with relevant study material to perform well in the upcoming entrance examination for admission to
BHU B.A. (Bachelor of Arts), it is a must have book to get assured of success. TABLE OF CONTENT Solved Paper [2019-16], Part 1:
General Awareness, Part 2: Numerical Ability, Part 3: Mental Ability, Part 4: General English, Part 5: Social Science (Arts Group).

Reimagining Contract Law Pedagogy
A New Agenda for Teaching
Routledge Reimagining Contract Law Pedagogy examines why existing contract teaching pedagogy has remained in place for so long
and argues for an overhaul of the way it is taught. With contributions from a range of jurisdictions and types of university, it provides a
survey of contract law courses across the common law world, reviewing current practice and expressing concern that the emphasis
the current approach places on some features of contract doctrine fails to reﬂect reality. The book engages with the major criticism of
the standard contract course, which is that it is too narrow and rarely engages with ordinary life, or at least ordinary contracts, and
argues that students are left without vital knowledge. This collection is designed to be a platform for sharing innovative teaching
experiences, with the aim of building a new approach that addresses such issues. This book will have international appeal and will be
of interest to academics, researchers and postgraduates in the ﬁelds of law and education. It will also appeal to teachers of contract
law, as well as governmental and legal profession policymakers.

National Space Legislation
A Comparative and Evaluative Analysis
Springer This book provides a unique in-depth comparative and evaluative analysis based upon primary sources. Therefore, it does
not only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compared to other publications but, because it provides a full
perspective, can also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The interest in national space legislation, and the importance thereof to
regulating space activities conducted by private entities, gives a clear incentive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tional
space legislation of various state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such a comparative analysis that will detail the similarities
and diﬀerences between the national space laws of selected states with a focus on European comprehensive national space
legislation. The states discussed are: Sweden,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China, Belgium, the Netherlands, France, Austria,
Indonesia, Denmark, New Zealand and Luxembourg. This report is intended to assist the eﬀorts of states that are seeking to enact or
revise national space legislation not only by presenting the approaches taken by other states, but also by presenting, as far as
possible, the rationale behind their approaches. The readership of this book consists of academics and professionals in space law and
can further assist policymakers wishing to revise or enact national spac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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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of Jurisprudence
A Selection of Readings Supplemented by Comments
Prepared by the Editor
An Introduction to Tort Law
The second edition of An Introduction to Tort Law oﬀers a clear exposition to the rapidly developing law of tort in Britain. For those
coming to the subject for the ﬁrst time it provides a succinct and thoughtful overview; ideal as an introduction, it will also be of use
and interest to those engaged in the course or completing it, for it pulls themes together, illustrates important distinctions and
provokes reﬂection on what has already been learnt. Many of the areas subjected to analysis and discussion are highly topical, such as
the invasion of the privacy of celebrities, and liability for medical mishaps and industrial diseases. On these and many other subjects
of relevance in modern society, Weir's comments act as a springboard for further study and reﬂection, as well as presenting an
authoritative overview, enlivened by a fascinating and critical commentary,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how we reached it. The
second edition naturally includes recent developments in tort law, the most signiﬁcant of which is doubtless the incorporation into
English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is has not only aﬀected the outcome in a number of cases, but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our vocabulary, interpretation of enactments, and treatment of precedent, which are rather less easily
documented.

Legal Awareness and Legal Reasoning : For CLAT and
Other Law Entrance Examinations, Celebrating 10
Successful years in guiding aspirants to crack CLAT and
other premier LLB examinations
Pearson Education India The ability to master ‘Legal Awareness’ and ‘Legal Reasoning’ section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an aspirant in CLAT and other law entrance examinations. The 6th edition of this book, with a proven track
record of 10 plus years, is an ideal resource to help aspirants irrespective of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o crack these sections. It
provides a detailed exposition of all the topics supported by an expansive array of pedagogy to help understand, retain and apply the
concepts eﬀectively. Coverage includes.

An Introduction to Land Law
Bloomsbury Publishing Gardner and MacKenzie's An Introduction to Land Law has been widely acclaimed by students and teachers for
the distinctively informative and stimulating way in which it addresses this challenging subject. Concise and highly readable, it covers
the main points of land law found in the syllabuses of law schools in England and Wales. While not intended as a comprehensive
textbook, it provides both suﬃcient detail, and especially the illuminating overview needed, for a real understanding, and many
pointers for those seeking more. Most of all, it stands apart from other land law books in the model it oﬀers of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material. As the authors say in their Preface: [W]e aim not just to state the law, but to paint its portrait, or tell its story, or
something of that kind. So we set out to oﬀer a careful, thoughtful, honest and critical (but not unsympathetic) appraisal, from a
number of directions, both doctrinal and contextual. Once again, too, we present the portrait or story partly for its own interest, but
most of all so as to encourage readers to try something similar for themselves – to reﬂect on the subject more, and so understand it
better, and at the same time deepen their thinking skills in general. As well as updating the book's overall coverage, this new edition
features reworked discussions of areas where the law has recently undergone substantial change, and also where the authors'
thoughts themselves have developed – including ownership, easements, and rectiﬁcation of the land register. As one reader of the
ﬁrst edition commented, 'it shone light where none had shone before, and lit a clear path to understanding'.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n Fantasy Island
Britain, Strasbourg,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In the 2015 UK General Election, one of the major pledges of the Conservative party was the repeal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to be replaced with a UK Bill of Rights. In this book, Professor Conor Gearty puts forth his case for keeping the
Human Rights Act by dissecting the so called 'fantasies' that are driving the case for repeal. Analysing the debate through the
perspective of British law,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he examines what arguments are in place for the repeal of the Act and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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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an be dismissed as no more than 'English exceptionalism'. Structured in three parts, the book ﬁrst exposes the myths that
drive the anti-Human Rights Act argument. Second, in a counter-balance to these arguments, Gearty outlines how the Act operates in
practice and what its impact really is 'on the ground'. Third, he looks to the future and the kind of Britain we want to live in, and how,
for all its modesty, the survival or otherwise of the Human Rights Act will play a pivotal part in that future.

Professional Ethics and Human Values
Firewall Media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Oxford University Press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is a highly respected EU law text and the only cases and materials book in the
ﬁeld. With his clear, engaging writing style, Stephen Weatherill presents the main constitutional and substantive areas of EU law
alongside the themes and principles that have shaped the development of the EU and its policies. The 12th edition provides a wealth
of carefully selected case law alongside engaging extracts and materials to help explain the complexities of EU law in a contextualized
and thought-provoking manner. Insightful author notes and questions accompany each extract, providing valuable additional detail to
challenge understanding and encourage students to engage critically with the material. This title is accompanied by an Online
Resource Centre, providing students with extra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 an interactive map of Europe - a timeline of the EU video footage - a guide to further web resources - a table of equivalences - legal updates - guidance for lecturers on using the book
when teaching.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the past decade, historian Dipesh Chakrabarty has been one of the most inﬂuential scholars
addressing the meaning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he argues, upends long-standing ideas of history, modernity, and
globalization. The burden of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is to grapple with what this means and to confront humanities
scholars with ideas they have been reluctant to reconsider—from the changed nature of human agency to a new acceptance of
universals. Chakrabarty argues that we must see ourselves from two perspectives at once: the planetary and the global. This
distinction is central to Chakrabarty’s work—the globe is a human-centric construction, while a planetary perspective intentionally
decenters the human. Featuring wide-ranging excursions into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literatures,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boldly considers how to frame the human condition in troubled times. As we open ourselves to the implications of the
Anthropocene, few writers are as likely as Chakrabarty to shape our understanding of the best way forwar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blic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scholarly and accessible examination of key themes, debates and issues in contemporary public law by
leading authorities on the subject.

Lawyers' Skills
Oxford University Press Oﬀering invaluable guidance on the key skills required on the LPC, Lawyers' Skills also features a number of
tasks, examples and reﬂective exercises speciﬁcally designed to support students in developing, practising and reﬁning the legal skills
which are integral to the modern solicitors' practice.

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 제도
U.S.A. state bar examination and admission system by
each state for Koreans
TAX & LAW PRESS <제목 차례> 머리말 1 I. 미국의 변호사 시험 일정의 개요 7 II. 미국 각 주별 변호사 시험제도 11 1. 알라바마(ALABAMA) UBE 12 가. 개요 1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2 2) 학부교육 13 가) 학사학위 13 나) 학부교육기관 13 다) 학부 이수과목 13 라) 비인가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14 3) 로스쿨 입학시험(LSAT) 14 가) 주관기관 14 나) 시험의
내용 14 다) 응시절차와 시험의 실시 15 라) 응시횟수 15 4) 로스쿨의 입학 15 가) 개요 16 나) 응시와 지원 16 I) 학점수집서비스(CREDENTIAL ASSEMBLY SERVICE. CAS) 16 다) 인가 로스쿨
(Accreditation) 18 라) 로스쿨 이수과목 19 마) 로스쿨 교육과정 19 바) 인턴쉽 20 5) 로스쿨 학생등록 20 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21 다. 변호사시험 일정 21 라. 시험과목 22 1) 공통 객관식 시험과
목(MBE) 7과목 22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22 3) 공통 실무 시험(Multistate Perfonnance Test) 2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2 마. 응시원서 제출기한 및 수수료 23 1)
로스쿨 학생등록 제출기한 및 수수료 23 2) 변호사 시험 신청기한 및 수수료 23 바. 채점과 결과 24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4 1) 통합 변호사시험(UBE)
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24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Transfer of MBE Score) 24 3) 알라바마 시험에서의 MBE 시험점수의 이연(Carryover of
MBE Scores) 25 5)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6 2. 알라스카(ALASKA) UBE 27 가. 개요 27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7 2) 학부교육 28
가) 개요 28 나) 인가된 학부교육 28 다) 학부 학점요건 28 라) 학위요건 29 3) 로스쿨 입학시험(LSAT) 29 4) 로스쿨 이수 29 가) 개요 29 나) 입학을 위한 준비 29 다) 학위요건 29 나. 변호사시험일정 29
라. 시험과목 3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0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30 3) 공통 실무 시험(Multistate Perfonnance Test) 30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0
마. 변호사시험의 응시 31 1) 응시자격 31 2) 응시원서 제출마감기한 및 제출 수수료 32 바. 채점 및 결과 32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3 1) 통합 변호사시험
(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33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Transfer of MBE Score) 33 3) 알라바마 시험에서의 MBE 시험점수의 이
연(Carryover of MBE Scores) 34 4) 알라바마 시험에서의 MEE 및 MPT 시험의 이연(Carryover of Written Test Score) 34 3. 아리조나(ARIZONA) UBE 35 가. 개요
3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5 2) 학부교육(PRE-LEGAL EDUCATION) 36 가) 요건 36 나) 학부 학점(ACCREDITATION) 36 다) 학부과목이수 36 라) 학위 36
3) LSAT의 응시 37 4) 로스쿨 입학 37 가) 개요 37 나) ABA 인가 로스쿨 37 다) 로스쿨의 과정과 내용 37 나. 응시자격 37 다. 시험일정 38 라. 시험과목 3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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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38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PT) 38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8 마. 응시원서 제출기한 및 수수료 39 바. 채점 및 결과 40 사. 타주 변호사를 위한 상호주의(마. 타주 변
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40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Admission by Transfer of Uniform Bar Examination Score) 40 2) 공통 객관
식 시험(MBE) 점수의 인용 41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41 4. 아칸사스(ARKANSAS) 42 가. 개요 4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42 2) 학부교육 43
3) 로스쿨 입학시험(LSAT) 43 4) 로스쿨 졸업 43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43 1) 응시요건 43 2) 응시절차, 응시마감기한 및 수수료 44 가) 개요 44 나) 응시기한 및 수수료 45 다) 지문날인카드 45 다. 시험
일정 45 라. 시험과목 4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45 2) 아칸사스 에세이 시험(Arkansas Essay. (MEE)) 45 3) 공통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46 4) 공통 법조윤리(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46 마. 채점 및 결과 46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46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46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46 5. 캘리포니아(CALIFORNIA) 48 가. 개요 48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48 2) 학부과정 49 가) 학사학위의 불필요 49 나) 대학 인
정(ACCREDITATION) 49 다) 학부이수과정 49 3) 로스쿨 입학자격시험(LSAT) 50 4) 로스쿨 입학 50 가) 개요 50 나) 인가 및 비인가 로스쿨 51 I) ABA 인가 로스쿨(ABA-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51 II)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인가 로스쿨(State Bar-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52 III) 비인가 로스쿨(Un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53 i) 통신 로스쿨(Correspondence Law Schools:=) 54 ii) 기타 원격교육 로스쿨(Other Distance Learning Law Schools) 54 iii) 고정시설
로스쿨(Fixed Facility Law Schools) 54 다) 교육과정 요건 55 I) ABA 인가 로스쿨 55 II)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인가 로스쿨(State Bar-Accredited Law Schools) 55 III) 고정시
설 비인가 로스쿨(Unaccredited Law Schools: Fixed Facility) 56 IV) 통신 비인가 로스쿨(Unaccredited Law Schools: Correspondence) 56 V) 원격 교육 비인가 로스쿨
(Unaccredited Law Schools: Distance Learning) 56 VI)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에서의 공부(Study in a Law Oﬃce or Judges’ Chambers) 56 VII) 해외 로스
쿨(Foreign Law Schools) 57 라) 1년차 법학생시험(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 57 마) 학위수여 58 바) 도덕성평가(Moral Character Determination)
신청 58 나. 변호사시험 58 1) 응시요건 58 2) 변호사시험 일정 59 가) 일반 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59 나) 변호사 응시생 시험(ATTORNEY'S EXAMINATION) 59
3) 응시마감기한 및 수수료 59 가) 등록신청 59 나) 변호사시험 응시 60 다. 시험과목 6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61 2) 캘리포니아 에세이 시험과목 61 3) 변호사 실무시험과
목(Performance Test) 61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61 라. 채점 및 결과 61 마.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62 가)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62 나)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62 6. 콜로라도(COLORADO) UBE 63 가. 개요 63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63 2) 학부과정 64 가) 학사학위 요건 64 나) 인가된 학부
과정 64 다) 학부교육과정 64 3) 로스쿨 입학자격시험(LSAT) 64 4) 로스쿨 입학 65 가) 입학과정 65 나) 콜로라도 내의 ABA 인가 로스쿨 65 다) 수업과목과 이수과정 65 라) 인턴쉽 66 5) ABA 비인가 로
스쿨을 졸업한 경우 66 6) 해외 로스쿨의 경우 66 나. 변호사 시험일정 66 다. 시험과목 6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67 2) Colorado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67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67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67 라. 응시원서 제출마감시한 및 수수료 67 마. 채점 및 결과 69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
의(RECIPROCITY) 69 1) 타주에서의 통합 변호사시험 점수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Admission by UBE Score Achieved in Another State) 69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
용 69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70 7. 코넥티컷(CONNECTICUT) UBE 71 가. 개요 71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71 2) 학부교육 72 가) 개요
72 나) 인가된 학부교육기관(ACCREDITATION) 72 다) 학부교육의 내용과 요건 72 3) LSAT 72 4) 로스쿨 입학 72 가) 개요 73 나) 로스쿨 입학과정의 요건 73 다) 코넥티컷 소재 ABA 인가 로스쿨
73 라) 코넥티컷 변호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로스쿨의 과정과 이수과목 73 마) 인턴쉽 74 5) ABA 비인가 로스쿨 및 코넥티컷 변호사시험위원회의 비인정 로스쿨 졸업생, 외국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74 나. 변호사 시험
일정 74 다. 시험과목 7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75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75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75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75 마. 채점 및 결과
76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77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77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77 3) 무시험 입회
(Admission on Motion) 77 8. 델라웨어(DELAWARE) 79 가. 개요 7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79 2) 학부교육 80 가) 개요 80 나) 학부교육기관의 학교인
가(SCHOOL Accreditation) 80 다) 학부교육요건과 수준 80 3) LSAT 80 4) 로스쿨 입학 81 가) ABA 인가 로스쿨 81 나) 응시절차 81 다) 교육과정 81 라) 인턴쉽 81 마) 클럭
쉽(Clerkship) 81 나. 변호사시험 응시 82 다. 변호사 시험 일정 82 라. 시험과목 82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83 2) Delaware 에세이 시험과목 83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83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83 마.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83 바. 채점 및 결과 84 사. 입회전 안내교육(Bridge-The-Gap PreAdmission Conference) 84 아.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85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85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85 9. 워싱턴 디
씨(DISTRICT OF COLUMBIA) UBE 86 가. 개요 86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86 2) 변호사회 입회방법 87 3) 학부교육 87 4) LSAT 87 5) 로스쿨 87 가) 개요
87 나) DC 소재 ABA 인가 로스쿨 88 다) 로스쿨 이수과목 88 라)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자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88 마) 인턴쉽 89 바) 학위요건 89 나. 변호사 시험일정 89 다. 시험과목 89 1) 공
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89 2) District of Columbia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89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90 4) 공통 법조윤리
시험(MPRE) 90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90 마. 채점 및 결과 91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91 1) 통합 변호사시험에 의한 무시험 입회( Motion by UBE
score transfer) 91 2) 5년 이상의 실무에 의한 무시험입회(Motion by 5 Year Provision) 92 3) MBE, MEE시험의 면제 92 4)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92 5)
특별법률자문(Special Legal Consultant. SLC) 93 10. 플로리다(FLORIDA) 94 가. 개요 9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94 2) 학부교육 95 가) 개요 95 나) 학교인가
(SCHOOL Accreditation) 95 다) 학부과정 95 3) LSAT 95 4) 로스쿨 95 가) 개요 96 나) ABA 인가 로스쿨 입학절차 96 다) 플로리다 소재 ABA 인가 로스쿨 96 라) 학업요건 97 마) 로스
쿨 학생의 변호사시험위원회에의 등록(Registration with the Florida Board of Bar Examiners) 97 나. 응시요건 97 다. 변호사 시험일정 98 라. 시험과목 9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
목(MBE) 7과목 98 2) Florida 에세이 시험과목 98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98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99 1)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제출 수수료 99 2) 변
호사 시험 응시 수수료(Bar Examination application) 99 바. 채점 및 결과 100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00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00 2) 무시험 입회
(Admission on Motion) 100 11. 조지아(GEORGIA) 102 가. 개요 10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02 2) 학부교육 103 가) 개요 103 나) 학교인
가(SCHOOL Accreditation) 103 다) 기타 학부교육의 요건과 내용 103 3) LSAT 103 4) 로스쿨 103 가) 개요 104 나) 로스쿨의 과정과 요건 104 다)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04 라) 해외 로스쿨졸업생의 경우 105 마) 인턴쉽 105 나. 시험의 응시 105 다. 변호사 시험일정 105 라. 시험과목 10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05 2)
Georgia 에세이 시험과목 105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0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06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06 1) 기한 106 2) 절차
106 가) 법조윤리 적격 확인 신청(Application for Certiﬁcation of Fitness to Practice Law) 106 (2) 적격 확인신청(Application for Certiﬁcation of Fitness to
Practice Law) 수수료의 기준 107 나) 기타 수수료 107 바. 채점 및 결과 107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08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08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108 12. 하와이(HAWAII) 109 가. 개요 10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09 2) 학부교육 110 가) 개요 110 나) 학교인
가(SCHOOL Accreditation) 110 다) 학부교육요건 110 3) LSAT 110 4) 로스쿨 110 가) 개요 110 나) 입학절차 111 다)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11 라) 학과과정
및 교과목 111 마) 인턴쉽 111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11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12 나. 변호사 시험일정 112 다. 시험과목 112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12 2)
Hawaii 에세이 시험과목 (HIIMEE) 112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13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13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13 라. 채점 및 결
과 113 마.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1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14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14 바. 입회후의 절차 114 13. 아이다
호(IDAHO) UBE 115 가. 개요 11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15 2) 학부교육 116 가) 개요 116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16 다) 학부과정 및
기준 116 3) 로스쿨 입학시험(LSAT) 116 4) 로스쿨 116 가) 개요 116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17 다) 교육과정 117 라) 인턴쉽 117 5)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17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117 다. 변호사 시험일정 118 라. 시험과목 11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18 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 (MEE) 118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19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19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19 바. 채점 및 결과 119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20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120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20 2) 변호사 응시자에 대한 MBE 시험의 면제(MBE Exemption for
Attorneys) 120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21 14. 일리노이(ILLINOIS) 122 가. 개요 12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22 2) 학부교육 123
가) 필수요건 123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23 다) 학부교육과정과 기준 123 (1) 고교과정 123 (2) 학부과정 124 라) 학사학위 124 3) LSAT 124 4) 로스쿨 125 가) 개
요 125 나) 일리노이 소재 ABA 인가 로스쿨 125 5) 해외 로스쿨 졸업생(Foreign Law School Graduates)의 경우 126 나. 변호사 시험일정 127 다. 시험과목 12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
목(MBE) 7과목 127 2) Illinois 에세이 시험과목 (IUMEE) 127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27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28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28 마. 채점 및 결과 129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29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29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29
15. 인디아나(INDIANA) 131 가. 개요 131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31 2) 학부과정 132 가) 개요 132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32 다) 학부과
정과 학위 132 3) LSAT 132 4) 로스쿨 132 가) 개요 132 나) 로스쿨 인가 133 5) 해외 로스쿨 졸업생(Foreign Law School Graduates) 133 나. 변호사 시험일정 133 다.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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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34 2) Indiana 에세이 시험과목 134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34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34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134 마. 채점 및 결과 135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35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35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36 가) 타주 변호사 자격에 의한 입회(Admission on Foreign License) 136 나) 법률자문자격(Business Counsel License) 신청 136 16. 아이오와(IOWA) UBE
137 가. 개요 137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37 2) 학부과정 138 가) 개요 138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38 다) 교육요건과 기준 138 3) LSAT
138 4) 로스쿨 139 가) 개요 139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39 다) 교과과정 및 인턴쉽 139 라) 로스쿨 학생등록(Law School Registration) 139 5) 해외 로스쿨 졸업
생의 경우 140 나. 변호사 시험일정 140 다. 시험과목 14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40 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141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41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41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41 1) 절차 141 2)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142 3) 변호사시험의 응시마감기한 142 4)
기타 수수료 142 마. 채점 및 결과 142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43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143 2) 공통 객관
식 시험(MBE)의 인용 143 3) 무시험 입회(Admission by Motion) 143 17. 캔사스(KANSAS) UBE 144 가. 개요 14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44 2) 학부
교육 145 가) 개요 145 나) 과정, 기타 사항 145 3) LSAT 145 4) 로스쿨 145 나. 변호사 시험일정 145 다. 시험과목 146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46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
험(MEE) 146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4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46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147 마. 채점 및 결과 147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47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147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48 3)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148 18. 켄터키(KENTUCKY) 149 가. 개요 14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49 2) 학부교육 150 가) 개요 150 나) 학교인
가(School Accreditation) 150 다) 학부과정의 요건 150 3) LSAT 150 4) 로스쿨 150 가) 개요 150 나) 입학등 절차와 기타 요건 151 다) 캔사스 소재 ABA 인가 로스쿨 151 라) 로스쿨 학
생이 교육과정중 처리해야 할 과정 151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52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52 나. 변호사 시험일정 153 다. 시험과목 153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53
2) Kentucky 에세이 시험과목 (KY/MEE) 153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53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54 1) 마감기한 154 2) 수수료 154 마. 채점 및 결과 154 바. 타주 변호사에 대
한 상호주의(RECIPROCITY) 155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55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55 19. 루이지애나(LOUISIANA) 156 가. 개요 156 1) 주관기
관(Bar Admission Agency) 156 2) 학부교육 157 가) 개요 157 나) 학부과정의 인가, 요건, 기타 사항 157 3) LSAT 157 4) 로스쿨 157 가) 개요 157 나) 교육과정과 인가, 인턴쉽 등
158 다) 루이지애나 소재 ABA 인가 로스쿨 158 라) 로스쿨 학생등록(Registering with the Louisiana Bar) 158 5)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Graduates of Foreign Law
Schools) 158 나. 변호사 시험일정 159 다. 시험과목 159 1) 성문법(Code) 에세이 시험과목 160 2) 비 성문법(Non-Code) 에세이 시험과목 160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60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160 마. 채점 및 결과 161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61 1)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61 20. 메인(MAINE) UBE 162
가. 개요 16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62 2) 학부과정 163 가) 개요 163 나) 학부교육기관 인가(Accreditation) 163 다) 과정 요건과 기준 163 3) LSAT 163 4)
로스쿨 163 가) 개요 163 나) 입학절차 164 다)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164 라) 인턴쉽 및 기타 학위 164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64 가) 타주의 변호사 164 나) 메인주의 변호사
사무실 근무 164 6) 해외 로스쿨 졸업자 165 나. 변호사 시험일정 165 다. 시험과목 16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65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166 3) 공통 변호사 실무시
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6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66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66 마. 채점 및 결과 167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
의(RECIPROCITY) 167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ADMISSION BY TRANSFERRED UNIFORM BAR EXAMINATION SCORE) 167 2) 무시험
입회(ADMISSION BY MOTION PURSUANT TO MAINE BAR ADMISSION RULE 11A) 168 21. 메릴랜드(MARYLAND) 169 가. 개요 16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69 2) 학부교육 169 3) LSAT 170 4) 로스쿨 170 가) 개요 170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170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71 나. 변호사
시험 응시요건 171 다. 변호사 시험일정 171 라. 시험과목 171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71 2) Maryland 에세이 시험과목 172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17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72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72 1) 입회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의 마감기한 및 수수료 173 2) 시험 응시 청
원(original petition to take the bar exam)의 마감기한 및 수수료 173 바. 채점 및 결과 173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7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74 2) 기존변호사 시험 자격(Eligibility for Admission by Attorney Examination) 174 22.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176 가. 개요 176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76 2) 학부교육 177 가) 개요 177 나) 인가 교육기관(School Accreditation) 및 학부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준, 학위요건 177 3) LSAT 177 4) 로스쿨 177 가)
개요 177 나) 인가 로스쿨(Accreditation) 178 다) 교육과정 178 라) 인턴쉽 179 마) 학위 179 5) 해외 로스쿨(Foreign Law Schools) 졸업생의 경우 179 가) 캐나다 로스쿨 179 나. 변
호사 시험일정 180 다. 시험과목 18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80 2) Massachusetts 에세이 시험과목 181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181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
료 181 마. 채점 및 결과 182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82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82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82 23. 미시
간(MICHIGAN) 184 가. 개요 18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84 2) 학부교육 185 가) 개요 185 나) 학교인가(School Accreditation) 185 다) 학부교육과 과정 및
학위 185 3) LSAT 185 4) 로스쿨 186 가) 개요 186 나) 입학절차 186 다) 인가로스쿨(Accreditation) 186 라) 교육과정과 이수과목 186 마) 인턴쉽 187 바) 학위 187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87 6) 해외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87 나. 변호사 시험일정 187 다. 시험과목 18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87 2) Michigan 에세이 시험과목 188 3) 공통 법조윤리
시험(MPRE) 188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88 마. 채점 및 결과 189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89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190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190 3) 특별인가(special certiﬁcate) 190 24. 미네소타(MINNESOTA) UBE 191 가. 개요 191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191 2) 학부교육 192 가) 개요 192 나) 인가교육기관(Accreditation) 192 다) 학부과정 및 학위 192 3) LSAT 192 4) 로스쿨 193 가) 입학절차 등 193 나) 로스쿨 인
가(Accreditation) 193 다) 인턴쉽, 학위등 193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93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194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194 다. 변호사 시험일정 194 라. 시험과목
194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195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195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95 4) 공통 법조윤리시
험(MPRE) 195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195 바. 채점 및 결과 196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196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Rule 7C –
Admission by UBE Score) 196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점수에 의한 무시험 입회( Admission by MBE Score. Rule 7B ) 196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197 아. 이연된 입회(Deferred Admission) 197 자. 임시 입회(Temporary Legal Services License) 197 25. 미시시피(MISSISSIPPI) 198 가. 개요 198 1) 주관기
관(Bar Admission Agency) 198 2) 학부교육 199 가) 개요 199 나) 교육기관 인가(Accreditation) 199 다) 교과과정 및 기준 및 학위요건 199 3) LSAT 199 4) 로스쿨 200 가)
입학 200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00 다) 교육과정 및 인턴쉽 200 라) 로스쿨 학생등록(Law School Student Registration) 200 5)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01 나. 응시요
건 201 다. 변호사 시험일정 202 라. 시험과목 202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02 2) Mississippi 에세이 및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 (MS/MEE). 202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03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03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03 바. 채점 및 결과 204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0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04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04 26. 미조리(MISSOURI) UBE 205 가. 개요 20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05 2) 학부과정 206 가) 개요 206 나) 대학인가(Accreditation) 206 다) 교육과정과 기준, 학위 206 3) LSAT 206 4) 로스쿨 206 가) 개요 206 나) 미조리내 ABA 인가 로스쿨 207 다)
로스쿨 학생등록(Law School Student Registration) 및 도덕성 평가(Moral character and Fintness) 207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08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08 나. 변호사 시험일정 208 다. 시험과목 209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09 2) Missouri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209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09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09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10 1) JD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로스쿨 학생의 응시요건 210 2) 응시절차 일반 210 마. 채점 및
결과 211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11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 211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12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12 27. 몬태나(MONTANA) UBE 213 가. 개요 213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13 2) 학부교육 214 가) 개요 214 나) 학교 인가(Accreditation) 214 다) 교육
과정, 학위 214 3) LSAT 214 4) 로스쿨 214 가) 개요 214 나) 학교인가(Accreditation) 214 나. 변호사 시험일정 215 다. 시험과목 21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15 2)
Montana 에세이 및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 (MT/MEE) 215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1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16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16 마. 채점과 결과발표 216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17 1) 통합 변호사시험(UBE) 점수의 인용 217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18 28.
네브라스카(NEBRASKA) UBE 219 가. 개요 21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19 2) 학부교육 220 가) 개요 220 나) 과정과 학위 220 3) LSAT 220 4) 로스쿨 220
가) 개요 220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21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21 나. 변호사 시험일정 221 다. 시험과목 221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21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222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22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22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22 마. 채점 및
결과 223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23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Class 1 (C) Applicants] 223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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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Class 1-A applicants) 224 3) 무시험 입회(Class 1-B applicants) 224 29. 네바다(NEVADA) 225 가. 개요 22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25 2) 학부교육 226 가) 개요 226 나) 대학 인가(Accreditation) 226 다) 교육과정 및 기준, 학위 226 3) LSAT 226 4) 로스쿨 226 가) 개요 226 나) 로스
쿨 인가(Accreditation) 227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27 나. 변호사 시험일정 227 다. 시험과목 22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27 2) Nevada
에세이 시험과목 228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28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28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28 마. 채점 및 결과 229 바. 타
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29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29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29 30. 뉴햄프셔(NEW HAMPSHIRE) UBE
231 가. 개요 231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31 2) 학부교육 232 가) 개요 232 나) 대학 인가(College Accreditation) 232 다) 교육과정과 기준 232 3) LSAT
232 4) 로스쿨 233 가) 개요 233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33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33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34 나. 변호사 시험일정 234 다. 시험과목 234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34 2) New Hampshire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234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35 4) 공통 법
조윤리시험(MPRE) 235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235 마. 채점 및 결과 235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36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
회(Transfer of UBE Score) 236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37 3) 버몬트 및 메인 변호사에 대한 특별규정 237 31. 뉴저지(NEW JERSEY) UBE 239 가. 개요
23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39 2) 학부교육 240 가) 개요 240 나) 학부교육기관 인가(Accreditation), 학부교육 요건 및 기준, 학위 취득요건 240 3) LSAT 240 4)
로스쿨 240 가) 개요 240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40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41 나. 변호사 시험일정 241 다. 시험과목 241 1) 공통 객관식 시험과
목(MBE) 7과목 241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241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24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42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42 마. 채점 및 결과 243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43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243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243 32. 뉴멕시코(NEW MEXICO) UBE 245 가. 개요 24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45 2) 학부교육 246 가) 개요 246 나) 인가
(Accreditation) 246 다) 기타 학부교육요건, 기준, 학위 246 3) LSAT 246 4) 로스쿨 246 가) 개요 246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47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47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247 다. 변호사 시험일정 247 다. 시험과목 24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48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248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248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48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49 마. 채점 및 결과 249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49 1) 통합 변호사시험
(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249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50 33. 뉴욕(NEW YORK) UBE 251 가. 개요 251 1) 주관기
관(Bar Admission Agency) 251 2) 학부교육 252 가) 개요 252 나) 교육기관 인가, 교육과정의 요건과 기준, 학위취득 등 252 3) LSAT 252 4) 로스쿨 252 가) 개요 252 나) 로스쿨 인
가(Accreditation) 252 다) 교육과정 253 5)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54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255 다. 변호사 시험일정 255 라. 시험과목 256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56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256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25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56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57 바. 채점 및 결과
257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58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258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58 아. 법률보수교육(CLE) 258 34.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UBE 260 가. 개요 260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60 2) 학부교육 261
가) 개요 261 나) 인가(Accreditation) 및 교육과정, 학위취득 261 3) LSAT 261 4) 로스쿨 261 가) 개요 261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62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62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62 나. 변호사 시험일정 262 다. 시험과목 263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63 2) North Carolina 에세이 시험과목 263 3) 공통 법조윤리시
험(MPRE) 263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63 마. 채점 및 결과 264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6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64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264 35. 노스 다코타(NORTH DAKOTA) UBE 266 가. 개요 266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66 2) 학부과정 267 가) 개요 267
나) 인가(Accreditation), 교육과정, 학위 등 267 3) LSAT 267 4) 로스쿨 267 가) 개요 267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267 다)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268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68 나. 변호사 시험일정 268 다. 시험과목 26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68 2) 공통 에세이 시험과
목(MEE) 269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69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69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69 마. 채점 및 결과 270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71 1) 통합 변호사 시험(Uniform Bar Examination. UBE) 또는 공통 객관식 시험(MBE) 점수에 의한 무시험 입회 271 I) 통합 변호사시험의 경
우(UBE) 271 II) 통합 변호사시험을 채택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시험일에 통합 변호사시험을 채택하지 않은 타주의 경우 271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71 36. 오하이오(OHIO) 272
가. 개요 27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72 2) 학부교육 273 가) 개요 273 나) 인가(Accreditation) 273 다) 교과과정 및 학위 274 3) LSAT 274 4) 로스쿨 274
가) 개요 274 나) 인가(Accreditation) 274 다)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275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75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75 나. 변호
사 시험일정 276 나. 시험과목 276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76 2) Ohio 에세이 시험과목 276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27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77 다.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277 라. 채점 및 결과 277 마.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78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78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78 37. 오클라호마(OKLAHOMA) 279 가. 개요 27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79 2) 학부교육 280 가) 개요 280 나) 인가
(Accreditation) 280 다) 교과과정 및 기준, 학위 등 280 3) LSAT 280 4) 로스쿨 281 가) 개요 281 나) 인가(Accreditation) 281 다)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281 5) ABA 비인가 로스쿨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81 나. 변호사 시험일정 282 다. 시험과목 282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82 2) Oklahoma 에세이 시험
과목 282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82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283 마. 채점 및 결과 283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8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84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84 38. 오레곤(OREGON) UBE 285 가. 개요 28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85 2) 학부교육 286 가) 개요 286 나)
인가(Accreditation), 교과과정, 학위 286 3) LSAT 286 4) 로스쿨 286 가) 개요 286 나) 인가(Accreditation) 287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87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87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287 다. 변호사 시험일정 288 라. 시험과목 28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88 2) Oregon 에세이 시험과목 (ORIMEE) 288 3) 공통 변호사실무시
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288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89 마.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289 바. 채점 및 결과 289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
의(RECIPROCITY) 290 1) 통합 변호사시험(UBE)에 의한 무시험 입회 290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90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90 4) 사내변호사의 입
회(Admission of House Counsel) 290 39. 펜실바니아(PENNSYLVANIA) 292 가. 개요 29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92 2) 학부과정 293 가) 개요
293 나) 인가(Accreditation) 293 다) 교육과정 및 학위 293 3) LSAT 293 4) 로스쿨 293 가) 개요 293 나) 인가(Accreditation) 293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94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294 나. 변호사 시험일정 295 다. 시험과목 295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295 2) Pennsylvania 에세이 시험과목 295 3) 변호사 실무시
험(Performance Test) 296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296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296 마. 채점 및 결과 297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298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298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298 3) 법률실무기초교육(BRIDGE THE GAP PROGRAM) 298 40.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299 가. 개요 299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299 2) 학부교육 300 가) 개요 300 나) 인가(Accreditation), 교과과정, 학위 300 3) LSAT 300 4) 로스
쿨 300 가) 개요 300 나) 인가(Accreditation) 300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01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01 나. 변호사 시험일정 301 다. 시험과목 301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
(MBE) 7과목 301 2) Rhode Island 에세이 시험과목 301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0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02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02 마. 채점 및 결과 303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03 1) 로드 아일랜드 변호사 응시자 시험(Rhode Island Attorneys’ Exam) 303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04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04 41.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UBE 305 가. 개요 305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05 2) 학부과정 306 가) 개요 306 나) 인가(Accreditation), 교육과정, 학위 등 306 3) LAST 306 4) 로스쿨 306 가) 개요 306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06
다) 재판 경험(Trial Experiences)의 축적 307 5) ABA 비인가 로스쿨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08 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308 다. 변호사 시험일정 308 라. 시험과목 308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
(MBE) 7과목 309 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309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09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09 마.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309 바. 채점 및 결과 310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10 1) UBE 점수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 310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10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10 42.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312 가. 개요 312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12 2) 학부교육 313 가) 개요 313 나)
인가(Accreditation), 교과과정, 학위 등 313 3) LSAT 313 4) 로스쿨 313 가) 개요 313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13 다) 로스쿨 학생등록(Law Student
Registration) 314 5) ABA 비인가 로스쿨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14 나. 변호사 시험일정 314 다. 시험과목 314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14 2) South Dakota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314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15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15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15 마. 채점 및 결과
316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16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16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16 43. 테네시(TENNESSEE) 31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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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17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17 2) 학부교육 318 가) 개요 318 나) 인가(Accreditation) 318 다) 교과과정, 학위 318 3) LSAT 318 4) 로스쿨 319 가) 개
요 319 나) 인가(Accreditation) 319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20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20 나. 변호사 시험일정 320 다. 시험과목 32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
목 320 2) Tennessee 에세이 시험과목 320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21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21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21 마. 채점 및 결과 322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22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22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22 44. 텍사
스(TEXAS) 324 가. 개요 32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24 2) 학부교육 325 가) 개요 325 나) 인가(Accreditation), 교육과정, 학위 등 325 3) LSAT 325 4)
로스쿨 325 가) 개요 325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25 다) 법률공부의사확인서(Declaration of Intent to Study Lawt)의 제출 326 나. 변호사시험 응시요건 326 다. 변호사 시험
일정 327 라. 시험과목 32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27 2) Texas 에세이 시험과목 327 3) 단답형 및 객관식 시험(Short Answer/Objective Subjects) 327 4) 공통 변
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28 5)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28 마.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28 바. 채점 및 결과 329 사.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
의(RECIPROCITY) 329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29 2) 무시험 입회(Admission without Examination) 329 45. 유타(UTAH) UBE 330 가. 개요 330 1) 주관기관
(Bar Admission Agency) 330 2) 학부교육 331 가) 개요 331 나) 인가, 교육과정, 학위 등 331 3) LSAT 331 4) 로스쿨 331 가) 개요 331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32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32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32 나. 변호사 시험일정 332 다. 시험과목 333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33 2) Utah 에세이 시험과목
(UT/MEE) 333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33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33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34 마. 채점 및 결과 334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34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34 2) 변호사 응시자 시험(Attorneys Examination) 334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35 46. 버몬트(VERMONT) UBE 336 가. 개요 336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36 2) 학부교육 337 가) 개요 337 나) 인가, 교과과정, 학위 337 3)
LSAT 337 4) 로스쿨 337 가) 개요 338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38 다) 클럭쉽(Clerkship Requirement) 338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38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39 나. 변호사 시험일정 339 다. 시험과목 34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40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340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340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40 라. 변호사 시험 응시 마감기한 및 수수료 340 마. 채점 및 결과 341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41 1) 통
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342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Transfer of MBE Score) 342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42 47. 버지니아(VIRGINIA) 344 가. 개요 34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44 2) 학부교육 345 가) 개요 345 나) 인가(Accreditation), 교과과정, 학위
345 3) LSAT 345 4) 로스쿨 345 가) 개요 345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45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46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46 나. 변호사 시험일정 346
다. 시험과목 347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47 2) Virginia 에세이 시험과목 347 3)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47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47 마. 채점 및 결과 348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48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48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48 48. 워싱턴(WASHINGTON) UBE 350 가. 개요
350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50 2) 학부교육 351 가) 개요 351 나) 인가(Accreditation), 교육과정, 학위 등 351 3) LSAT 351 4) 로스쿨 351 가) 개요 351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52 5) 도제교육과정(Admission to Practice Rule 6 Law Clerk Program) 352 6)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53 7) 해외 로스쿨 졸업
생의 경우 353 나. 변호사 시험일정 353 다. 시험과목 354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54 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354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54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54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54 마. 채점 및 결과 355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56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UBE Score Transfer Applications) 356 2)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56 3)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56 49.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UBE 358 가. 개요 358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58 2) 학부교육 359 가) 개요 359 나) 인가(School Accreditation) 359 다) 교과과정, 학위 359 3) LSAT
359 4) 로스쿨 359 가) 개요 359 나) 인가(Accreditation) 360 5) 웨스트 버지니아의 변호사 입회 방법 360 6)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60 7) 응시자가 해외 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360
나. 변호사 시험일정 361 다. 시험과목 361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61 2) 공통 에세이 시험과목(MEE) 361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62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62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62 마. 채점 및 결과 363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63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363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63 3)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인 법학교수(Resident Professor of Law) 364 4) 제한적 입
회(Limited Permission) 364 50. 위스콘신(WISCONSIN) 366 가. 개요 366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66 2) 학부교육 367 3) LSAT 367 4) 로스쿨
367 가) 개요 367 나) 로스쿨 인가(Accreditation) 368 다) 교과과정 368 5) ABA 비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69 6)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70 나. 변호사 시험일정 370 다. 시험과목
370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70 2) Wisconsin 에세이 시험과목 370 3) 공통 변호사 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371 4) 공통 법조윤리시
험(MPRE) 371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71 마. 채점 및 결과 371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72 1) 공통 객관식 시험(MBE)의 인용 372 2) 무시험 입
회(Admission on Motion. ) 372 51. 와이오밍(WYOMING) UBE 374 가. 개요 374 1) 주관기관(Bar Admission Agency) 374 2) 학부교육 375 가) 개요 375 나) 인가,
교과과정, 학위 375 3) LSAT 375 4) 로스쿨 375 가) 개요 375 나) 인가(Accreditation) 375 5) ABA 비인가 로스쿨 및 해외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376 나. 변호사 시험일정 376 다. 시험과목
376 1) 공통 객관식 시험과목(MBE) 7과목 376 2) 공통 주관식 에세이시험(MEE) 376 3) 공통 변호사실무시험(Multistate Performance Test) 377 4) 공통 법조윤리시험(MPRE) 377
라. 응시 마감 기한 및 수수료 377 마. 채점 및 결과 378 바. 타주 변호사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378 1) 통합 변호사시험(UBE)의 인용에 의한 무시험 입회(Transfer of UBE Score)
378 2) 무시험 입회(Admission on Motion) 378 3) 대학교수의 무시험 입회(Rule 9 Admission) 379

Objective General English
(SET 총2권) 해외 변호사 자격취득 시리즈 전권 세트. 한국인을 위한 미국, 캐나다 변호사시험
제도
TAX & LAW PRESS 해외 변호사 자격취득 시리즈 전권(SET 총 2권) 입니다. 기존의 한국인을 위한 미국, 캐나다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다음 책을 합한 세트입니다.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 제도
U.S.A. STATE BAR EXAMINATION AND ADMISSION SYSTEM BY EACH STATE FOR KOREANS 2. 한국인을 위한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 및 각 주의 변호사 자격취득절차 및
시험제도 The Court System of Canada and The Process of Bar Admission and Bar Examination by Each Province of Canada 가격은 낮추었지만, 총 페이
지가 873쪽이라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Static General Knowledge
Gk Publications General Knowledge for Competitive exams is highly exhaustive and broad. It becomes very diﬃcult to cover all
aspects accurately and topically. To help students prepare better and gain stronghold in general knowledge questions and answers,
GKP has come up with Static GK. The book covers topics of static GK for competitive exams in the niches of history and geography of
India and the World, Indian Polity, General Science, World Organizations & Institutions, Literature and Language. The reason why
these topics have been covered comprehensively is due to the fact that questions from these topics are reﬂected in nearly every
important exam in India. Other highlights of the book include: a. Over 200 tables presenting nearly 5,000 facts b. 5000+ MCQs with
solutions c. Nearly 2000 solved questions from original exam papers of UPSC - IAS, PCS, SSC, CTET/STET, PO, CDS, NDA, Banking,
Insurance, Railway Recruitment Board, Defence, Police, GATE/ PSUs, CAT, MAT, SET, CLAT, AILET & other examinations Students can
easily prepare their Static GK component from this book and supplement their current aﬀairs with a month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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