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이후, 개업 신고 안내(미개업 등록자의 개업)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회원
: 서울회 사이트 로그인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 중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회원
: 대한변협 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연수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1)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 연수 이수자 제출 서류
: 연수수료증(전체 이수자) 또는 연수이수확인서(부분 이수자)
※ 이수확인서 다운로드 방법(대한변협 2019년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변호사의 경우)
: 연수홈페이지(new.edukba.org) > 로그인(연수번호, 비밀번호 입력) > 증명서 발급 > 신청
- 문의: 대한변협 연수팀 (☎02-2087-7793)

2)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및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경력검사지원 등
제출할 곳이 많음 /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함)
- 종사 기관에서 분실했을 경우: 법무부 ☎02-2110-3500 문의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 법률사무종사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
※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4)와
같이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 등록 및 개업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정식 채용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및 위법행위사실확인서(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사진

2.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 및 개업 안내(등록 및 개업 동시 진행)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실무 수습 또는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수 이후, 개업 가능!)

1) 서울회 소속 예정 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가입 후>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자격등록 및 개업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예정 회원
: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 후 > 마이페이지 > 미개업/개업등록신청 > 등록 및 개업

■ 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또는 법전원 졸업
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90일 이내 발급분), 대한변협 변시합격자연
수 수료증/이수확인서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지정서
필요 서류

비고
* 증명사진(변호사 신분증용 이므로 반드시 해상도가 높고 큰 사이즈로

증명사진

업로드)
- 해상도 가로 300 pixel × 세로 400 pixel(가로6 × 세로8cm)이상.
- JPG, BMP등 웹에서 이용 가능한 포맷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위수여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 90일 이내 발급분
- 대한변협 연수 수료자 : 연수 수료증(5~10월 전체 참여)
- 대한변협 연수 부분 이수자 : 하단의 3가지 필수 서류
① 연수 이수확인서(협회 발급)

연수 수료증 또는
법률사무종사확인서

②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본 (법무부 발급)
③ 법률사무종사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발급)
*법률사무종사확인서는 추후에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법률사무종사일이 종료된 시점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스캔파일로 본인 보관 필요!

■ 대한변협 등록비용 50만원(국민은행/ 548501-01-354111 /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별 입회비 안내(https://biz.koreanbar.or.kr/pages/area/area.asp?sosok_seq=5)
* 대한변협 등록비 및 소속회 입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록 불가
* 입금자명 예시:성명+생년월일(예:홍길동171027)

■ 기타 참고사항

1) 개업신청을 비롯한 모든 신청·신고는 지방회의 1차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변협에서 처리하게 되므
로 그 일자가 지방회 별로 상이하며 10월 26일경부터는 개업 신청 건이 많아 처리 절차가 일
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개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협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만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후 문자 발송).

3) 등록 시 가입했던 지방회가 아닌 타 지역에 개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 및 최종 승
인 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 신청방법
가. 서울회 → 서울회 외 지방회 :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회원전용사이트 > 각종
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나. 서울회 외 지방회

→ 서울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 일반회원 가입 > 회

원업무 온라인시스템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
4) 법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 자료실 > 법인회원 각종신청·신고 안
내 >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클릭 또는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동사항 신고 클릭 > 종이 서류
작성 > 법인 또는 공동법률사무소가 주재하는 곳의 소속회에 제출
(제출된 서류가 지방회를 거쳐 대한변협으로 서류가 도착해 최종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소속 사
무실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5) 대한변협 사이트에서만 변호사등록증명원 및 무징계증명원(국문/영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등록(및 개업)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 대한변협 사이트 가입시 등록했던 수령지로 변
호사 배지 및 신분증이 발송됩니다(승인 이후, 1주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