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6회 1차 시험

『민사집행법』총평
담당교수 : 김지후 교수 (야간반)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cut-line)과 합격자 발표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시험은 끝났으나 결과에 대한 미련과 아쉬
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시험은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책을 보며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當付)를 드립니다.
◎ 시험지 면수

◎ 2020년 출제 분석
1. 총론 6문제, 재산명시절차등 0, 부동산경매 20, 유체동산 0, 채권집행 3, 보전처분 6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예년 대비 부동산경매에서 3문제 정도 더 많이, 채권집행에서 2문제
정도 더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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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이 2018년 50여개, 2019년 50여개 출제되었는데, 금번 2020
년 시험에서도 50여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20개 정도를 생소한 지문으로 볼 수 있겠
습니다.
3. 2020년 법원승진시험(사무관 20문) 일부 지문이 이번 법무사 제1차시험에도 출제되었으나
정답지문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그 비중도 줄었습니다.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도 미미하였습니
다. 조문, 판례, 이론(예규 포함) 대략 7 : 2 : 1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 2020년 출제 총평
1. 시험시간은 20분 더 늘어나고 전년 대비 시험지 면수는 0.5 p. 줄었으나, 여전히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옳은 것을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예년 대비 더 많이 출제 등을
종합하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작년 2019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역대급 난이도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0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가 작년 대비 5문제 정도
더 출제되어 22문제(대략 62점) 이상 ‘기본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문제의 지문 대부
분이 생소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아예 정답을 찾기 곤란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작년 대
비 2문제 정도 더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예년 대비 더 출제되
었습니다(5문제). 1책형(2책형) 7번(5번), 9번(11번), 11번(7번), 17번(19번), 18번(20번), 19
번(17번), 22번(24번), 34번(31번) 정도를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2020년 시험은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정답 배려도 많이 되었으므로 성실히 공
부를 하였고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25문제(대략 71점) 이상 득점할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미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객관식 문제집』 기출지문 반복
위주의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문제를 어렵게 풀었을 것이며, 『조문·판례의 맥』으로 단권화
를 한 수험생들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4. 실전 시험장에선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4과목을 한꺼번에 풀어야 하고, 『민사집행법』은 태
생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면서 배점도 커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고충은 언제나 큽니다.
이번 시험은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적절한 변별력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험
생들의 실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까다로운 문제들을 꽤 많이 출제한 점은 출제위원들
이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시험이 ‘찍기 운’을 시험한다면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총 35문제 중 25~26문제(71점~74점) 득점하였으면(9~10개 틀렸으면) 무난하고, 28문제(80
점) 이상 득점하였으면(7개 이하 틀렸으면) 고득점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닦은 수험생이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하였길 바랄 뿐입니다. 시험 끝난 뒤 복기를 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내가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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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합격선(cut-line) 민사집행법 예측 (+1.5 문제)
이번 시험의 경우 기본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정답 배려도 꽤 있어 전년 대비 이번 2020년은
1.5문제 정도 상승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대비(對備) 2018년 1문제 하락 예상, 2018년 대비(對備) 2019년 2문제 하락 예상하였음)

◎ 맺으며
코로나 역경 속에서 자신과 싸우며 힘들게 수험준비를 하고 응시(應試)한 모든 수험생 여러
분들의 노고(勞苦)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지후 드림.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뒷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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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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