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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金孝全 著, �近代韓國의 法制와 法學�

(세종출판사, 2006, 1209쪽)*

1) 鄭 肯 植
**

Ⅰ.

설날을 앞두고 부산하게 보낼 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두툼한 서가 

연구실로 배달되었다. 우선 일독을 한 결과, 김효  교수께서 원사료에만 천착하

여 어느 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작을 상재하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자는 이미 이와 련된 두 권의 서, 즉 �서양 헌법이론의 기수용�(철학

과 실사, 1996), �근  한국의 국가사상 － 국권회복과 민권수호�(철학과 실

사, 2000)를 발간하여 법학자를 비롯하여 련연구자에게 리 알려져 있다. 

평자는 연 에 한국근 법사에 해 얼치기로 단행본을 내었고  학계에 자

리를 잡고 연구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방 한 서를 단할 능력이 있는

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하지 못한 공부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에 소개하는 의미에서 감히 평을 하기로 하 다. 물론 

학계의 경사이기에 지면으로 조용히 잔치를 한다는 의미도 깃들이면서. 

Ⅱ.

독자들을 하여 상연구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도 서평자의 미덕 가운데 

하나라고들 한다. 그래서 우선 상 서인 �近代韓國의 法制와 法學�의 내용을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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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로 한다. 

1.

이 책은 한변호사 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2001년 8월부터 2005

년 9월까지 장장 4년 2개월에 걸쳐 50회 동안 연재를 한 논문을 원문 그 로 

인⋅출 한 것이다. 마지막의 [연재된 총목차]를 확인하니 50회 동안 한 번도 빠

지지 않았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 사실만으로도 자와 이 서는 다른 연구

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연재를 한 들을 그 순서 그 로 묶어서 출 하 기 때문에 일반연구서처럼 

편, 장,  등 체재가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차례”에서 약간

의 구분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목차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한다.1)

1. 변호사제도의 기원, 2⋅3. 개별 변호사들의 활동(2), 4. 안병찬의 안 근 변호, 

5⋅6. 개별 변호사들의 활동(2), 7. 한말의 일본 변호사들, 8⋅9. 신식 법학교육

의 태동(2)/ 10∼12. 법 양성소의 실제운용(3), 13⋅14. 서구 헌법사상의 기 

수용(2), 15. 입법의 근 화, 16⋅17. 사법권의 개 과 붕괴과정(2), 18∼20. 이

과 헌정연구회(3), 21⋅22. 한제국의 변호사제도(2), 23∼25. 법 양성소의 

교수진(3), 26. 구한말 경찰의 이론과 실제, 27. 근  한국의 경찰 계 문헌, 28. 

지방자치 념의 성립과 개, 29. 안국선의 생애와 �행정법�(상⋅하), 30∼32. 

만세보 연재, 국가학(3), 33⋅34. 안국선 편술, �정치원론�의 원류(2)/ 35⋅36. 

국 헌법이론의 기수용(2), 37⋅38. 미국 헌법이론의 기수용(2), 39∼42. 독

일 헌법이론의 기수용(2), 43⋅44. 랑스 헌법이론의 기수용(2), 45. 盧梭 

民約(루소의 사회계약론), 46. 한국에 있어서 일본 헌법이론의 기수용, 47∼

49. 근  한국의 법학 련 문헌(3), 50. 근  한국의 국가학 련 문헌(1)

자는 50편의 들을 연재순서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 었다. 첫째는 변

호사제도와 개별변호사들의 활동이다(1∼9). 다음은 입법과 사법 그리고 공법학

과 련된 들로 모두 25편이다(10∼34). 마지막으로 헌법이론의 수용 등과 

련되는 들로 모두 26편이다(35∼50). 마지막에 연호 조표, 인명  사항색인을 

 

1) 특별한 인용 없이 숫자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차례에 있는 논문의 번호이다. “ / ”는 

저자가 차례에서 구분한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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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 다. 

이 책은 내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제도와 개별 변

호사들의 활동(12편), 법 양성소를 비롯한 법학교육과 기 (8편), 입법과 사법제

도(3편), 公法學과 련이 있는 경찰(2편), 국가학(3편), 행정법과 지방자치(각 1

편)  정치원론(2편) 등을 소개하 다. 그리고 서구헌법사상의 수용(2편)과 국, 

미국, 독일, 랑스 마지막에 일본의 헌법이론의 기수용 등을 다루고 있다(12

편). 마지막에 이 책의 百媚라고 할 수 있는 근  한국의 법학과 국가학 련 문

헌(총 4편)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재순서와는 다르게 체 으로 같은 주제의 들을 함께 묶었

으면 독자들이 근  한국의 법제와 법학에 좀 더 입체 으로 근하고  실상

을 잘 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를 들면 변호사제와 련해서이다. 한변호사 회의 기 지에 연재되었고 

 그래서 주된 독자가 그 회원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먼  변호사제도에 해 

서술하 다(1∼9). 다만 마지막 두 편은 직  련이 없는 “신식 법학교육의 태

동(8, 9)”이다. 그런데 21과 22에서 “ 한제국의 변호사제도”를 다루고 있다. 따

라서 “신식 법학교육의 태동”을 법학교육으로 묶고 “ 한제국의 변호사제도”를 

앞부분으로 보내었으면 더욱 입체 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법학의 개과정에 따른 목차구성을 하 으면 더욱 생동감 있게 당시

의 법 실에 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국법제

의 수용을 立法的 계수, 司法的 계수, 學問的 繼受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

의 경우는 입법 ⋅사법  계수에 앞서 학문  계수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우리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우선  독작들의 

심과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학과 련되는 을 먼  수록하고 

그리고 법제와 련되는 , 마지막으로 양자를 토 로 활동하는 변호사에 한 

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3)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이용한 문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고문헌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후학들은 이를 나침 으로 삼아 서명 로 근

 

2) 鄭鍾休, “比較法的 視野에서 본 韓國民法典”, 法史學硏究 12(한국법사학회, 1991), 133- 

151쪽(여기에는 논문만이 아니라 토론문도 있다).

 

3) 물론 바람직한 방향은 처음부터 전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집필에 착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장 4년여에 걸치는 장기의 기획을 바라는 것은 저자에게는 물론, 제한된 지

면을 가지고 다양한 글들을 소화해야 하는 인권과 정의 편집진에게도 무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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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제와 법학이 심이 되는 한국근 법사라는 험난한 바다를 큰 시행착

오를 겪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2. 

에서는 체재 인 측면에서 검토하 으니, 여기서는 내용 인 면을 다루기로 

한다. 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사료로 이

는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으로 모두 15종이다: ≪ 보≫, ≪ 한매일신보≫, ≪

한민보≫, ≪ 한자강회월보≫, ≪ 한제국 헌이력서≫, ≪뎨국신문≫, ≪독립신

문≫, ≪만세보≫, ≪법정학계≫, ≪법학 회잡지≫, ≪서북학회월보≫, ≪친목회

회보≫, ≪태극학보≫, ≪한성순보≫, ≪황성신문≫. 그리고 개인의 작은 두 종

으로 리승만, ≪독립정신≫과 안국선 편술, ≪정치원론≫이며, 비록 조선총독부에

서 외 홍보용으로 발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자료 “The Second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Korea (1908∼1909)”도 활용하 다.4)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는 한국변호사 48명과 일본변호사 25명 모두 73명의 변호

사의 활동을 소개하 고,  법학과 련 사립학교 28개교와 지방의 사립학교 30

개교 등 익히 알려진 법 양성소와 보성 문학교를 제외하고 법학교육기  약 

60개를 소개하 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근 의 법제사 ―좁은 의미의 제도사만이 

아닌 법학사 등을 포 하는― 의 내용을 풍부히 하 다. 

법제사는 법학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이다. 그 기 때문에 사료의 활용은 논문의 

질  수 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자가 심을 갖고 있는 주제

에 해 논설이나 기사만이 아니라 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는 자가 근무하

고 있는 부산 해운  모래사장에서  부스러기를 찾는 것에 비유해도 조 도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따분함 가운데서도 길로 새지 않

는 집 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집 력이 조 이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자료는 사라져 버리고, 항로를 잃은 배처럼 다른 곳에 떠다닌다.5) 

 

4) 초입자들을 위해 이들 자료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이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공해주

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5) 평자의 경우도 ≪대한매일신보≫와 ≪관보≫를 보면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다. 관련 

있는 자료만 조사하는 것은 따분해서 자칫하면 놓쳤고, 때로는 주변적인 내용에 빠져

들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은 100여 년이 지나 보

존상태가 좋지 않은 신문을 작은 글씨로 영인된 것으로 본다는 사실만을 상상해 보시

기 바란다. 아마 생각 자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질려버릴 것이다. 그러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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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고 정보를 큰 수고를 

하지 않고 이 책을 통하여 오롯이 구할 수 있다. 이 에서 자는 이 책으로 

前人未踏의 경지를 개척하 다. 그뿐만 아니라, 혹자가 “後生可畏”라는 말을 쉽

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에서 상 서의 개략 인 내용을 훑어보았다. 이제 문을 열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 

1.

자의 서술방식은 원문을 소개한 다음 간단하게 해설을 하거나, 자의 사고

의 단편을 밝히는 것으로 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의 의도는 이 책에서는 드

러나지 않지만, 이 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 과 략을 밝히고 있다. 

이 책(�서양 헌법이론의 기수용�; 평자 보충)은 … 자가 오랫동안 한국 헌

법학과 외국 헌법학과의 련성을 헤치고 나아가서는 한국 헌법학의 뿌리를 

확고한 바탕 에 세워보려는 염원의 일단을 정리한 것이다. … 이 책의 서술방

법은 기본 인 1차자료의 직  인용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데에만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며, 이로써 

독자들은 사료에 직  근하게 되고 더욱 정확한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이 책은 한국 근 법제사 내지 학설사에 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나아

가서는 후학들에 의해서 하나의 자료집으로 활용되어 이를 기 로 본격 으로 

체계화된 학술서 이 출간될 때까지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6) 

 책은 한국 근 의 헌법학에 한 자의 첫 서라고 할 수 있다. 자는 

사료를 심으로 술한 동기 내지 이유를 우선은 시간 인 문제를 꼽고 있다. 

더 근본 으로는 순수한 학자 ⋅교육자  태도라고 생각한다. 즉 섣부른 해석을 

는 이러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하였다. 
6) 서양 헌법이론의 기수용, 머리말,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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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독자들, 특히 후학들에게 선입 을 주지 않고 자료를 직  만나고 그를 통

해 선인들과 직  사고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후학들이 자의 연구를 징검다리

로 삼아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실제 자의 이러한 태도, 학문

공동체를 한 자기희생 인 태도는 첫 서뿐만 아니라 다음 서인 �근  한

국의 국가사상��그리고 본서에까지 일 되고 철되게 있다. 

사실 근래의 병폐 에 하나는 련 자료 체를 천착하지 않고 단편 인 사

료 하나만을 소개하여 사고를 개하는 것이다. 물론 부분의 합이 체 내지 그

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當代 역사에 한 全體像을 머리에 두지 않고 

세부에만 매몰되는 것, 특히 사료가 갖는 객  의미에 한 이해 없이 단편

인 사료에만 집착하여 한 시 의 역사상을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에 한 

곡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 곡해가 연구자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면 그래도 다

행이지만, 자칫하면 후학들에게까지 향을 끼쳐 앞으로의 연구에 장애를  수 

있다. 특히 법제사 분야와 같이 연구자가 소수이며,  문  지식이 필요한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는 단편 인 사료에만 을 두는 연구의 폐단을 미

리 알고 이를 후학들에게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서문에서도 밝히고 이를 일 되

게 유지하 다. 

특히 교수의 연구업 에 한 질  평가를 도외시한 채 양  평가만 시하는 

근래의 분 기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7)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오늘의 세태에 과연 가 10여 년 동안 생산성이 지극히 낮은 일차자료만 들여

다보는 한 우물만 겠는가? 어쩌면 후생가외가 아니라 후생이  넘지 못할 

태산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큰 주제를 설정하고 이와 련된 자료를 

낱낱이 발굴⋅정리⋅체계화에 10여 년의 공력을 드린 것은 그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하지만 이 서를 통독하고  앞의 두 책과 함께 읽으며 서운한 느낌 내지 

아쉬운 감을  지울 수는 없다. 자는 1996년에 �서양 헌법이론의 기수용�

을, 2000년에 �근  한국의 국가사상�, 그리고 2001년부터 본서의 원고를 연재하

 

7) 평자도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997년 이후 휘몰아친 교수연구업

적의 양적 평가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향상을 절대 담

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끌어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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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여 2005년 9월에 마치고 마침내 2006년 12월에 발간하 다. 물론 1996

년의 서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이 에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 있을 것

이다. 그 다면 이 세 책에는 자의 20년 이상의 연구성과가 모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앞의 두 책과 이 번의 책 사이에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1

차자료를 통하여 역사  사실을 객 으로 소개하겠다는 자의 연구목 과 독

자들에게 근하는 략에 해서는 수 한다. 하지만, 그래도 3부작의 마지막에

서는 자의 뚜렷한 문제의식 내지 당 를 보는 시각이 투 되기를 기 하는 것

은 평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 자가 문연구자가 아닌 한변호사

회의 회원인 변호사를 주된 독자로 상정하 다면 좀 더 평이하게 그리고 당시

의 법제와 법 실 등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 에서 2%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평자만은 아닐 것이다. 

자는 헌법학에서 출발하여, 이후 한국 근 법제사 ―더 넓게는 한국근 사― 

로 확 하 다. 한 자가 학계에 더 넓고  더 요하게 기여한 바는 수많은 

서양헌법사에 한 작들을 한국학계에 제공한 것이다.8) 흔히들 “ 체 내용을 

모르고서도 논문을 쓸 수 있지만, 번역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번역은 단

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바로 상 작들의 배경

이 되는 문화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로 된 번역을 하기 해서는 그 

들이 탄생하게 된 법학 인 것만이 아닌 정치 ⋅사회  다양한 배경들에 

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번역을 통하여 자는 역사를 보는 

, 법과 법학을 보는 시야가 엄청나게 트 을 것이라고 믿는다. 

평자는 평소 한국법제사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비교사에 한 시각

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비유하자면, 비교사는 거울이다. 거울에 자기 자

신을 비추어 보고서야 자신의 모습을 제 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사의 연구, 

특히 동양과 서양, 통과 근 가 교차하는 자가 주된 심을 기우리고 수십 

년간 심과 정력을 집 한 한국근 공법사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 에서 비교사

 고찰은 필수 이다. 서구, 특히 독일의 역사  경험이 우리의 역사를 객

으로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8) 저자가 단독 또는 공역으로 발간한 역서는 게오르그 옐리네크와 칼 슈미트를 중심으

로 하여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4권에 달하며(책 마지막의 저자 소개 부분), 번

역논문은 일일이 언급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것은 독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2007. 6.] 서 평 181

물론 평자의 바람에 해 자는 ‘역사  해석과 평가 그리고 당 의 법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후학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자와 같이 진은 후학

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각종 연구활

동에 비추어 보면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는 자의 의무라

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의 학술활동에서 이를 기 한다. 

3.

자는 에서 본 것처럼 당시로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을 묵묵히 해내었

다. 자가 본격 으로 한국근 공법사 내지 법학사에 뛰어들었을 때에 자가 

다룬 것 외의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는 국내에서만

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련된 자료를 많이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 다. 이 에

서 자는 순수한 학문  삶으로 일 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평을 쓰는 재의 , 즉 2007년 6월의 시 에서 보면 자가 다

룬 자료의 한계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학교 奎章閣을 비롯하여 많은 

기 에서 한국 근 사와 련된 자료를 많이 발굴하고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제공하고 있다.9) 범 를 좁  순수하게 법제사 역만 본다면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1991년 이후로 지속 으로 근 법제와 련된 자료를 

공간하 다.10) 이런 공식 인 자료를 활용하 으면 훨씬 더 입체 이고 생동감이 

있는 역사를 그려내었을 것이다. 

Ⅳ.

이 책은 출  자체에도 몇 가지 시사 을 주고 있다. 먼  이 책은 서울이 아

닌 지방에서 출 되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 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고 한다. 정치

 

9) 역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을 통하여 쉽게 조사⋅검색할 수 있다. 
10) 詔勅⋅法律(1책, 1991); 議案⋅勅令(2책, 1991); 訓令照會存案(8책, 1992∼1993); 奏本⋅

議奏(5책, 1994∼1995); 奏本(14책, 1995∼1997); 法部起案(15책, 1998∼1999); 外部訴

狀(1책, 2000); 法部訴狀(7책, 2000∼2004) 등 11종 53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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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이 아니라 문화⋅학술까지도 서울이 심이다. 부분은 책들은 서울이

나 근교에서 출 되고 있다.11) 이 책이 지방에서 출 된 사실은 우리 학계나 출

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지방에서 시장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후한 학술

서를 출 할 수 있다는 이 앞으로 도래할 지방화의 시 에 새로운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지방화란 경제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 ⋅학술 으로도 진행되

어야 한다는 을 자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에서 자신의 작을 발간하

여 직  실천하 다. 

이 책의  하나의 장  내지 특징은 출 비용을 이기 해서 원래 발표한 

지면을 그 로 활용한 것이다. 출 비용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조

이라고 한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를 쓰기 때문에 에 비해 많이 

었다고 하지만, 여 히 조 비용은 출 사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는 고스라

니 독자에게 가될 것이다. 특히 각종 도서 의 자동  도서구입  지원 체계

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학술 서를 출 하는 것은 출 사 입

장에서는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다. 출 사는 원래의 지면을 활용하여 출 비용

을 감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학술 서를 렴한 비용으로 출 하여 독자들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2)

Ⅴ.

이 책을 덮으면서 서로 모순되는 상념이 교차한다. 한편으로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갖는 것은 평자만이 아닌 문가들은 거의 

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歷史的 現在’일 것이다. 우

리의 근 법사는 ‘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는 통과의 단 이며, 둘째는 

사료의 빈곤이고, 셋째는 연구자의 부족이다. 자는 이 삼 고를 단번에 극복하

고 후학들이 갈 길을 밝 주었다. 

근 화에 한 다양한 논의가 개되고 있지만, 어 든 자주 으로 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식민지로 락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  사실이다. 주어진 

11) 그래서 논문에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표기할 때 출판지를 생략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12) 본서에는 부분적인 오자가 눈에 띄는데, 이 역시 출판할 때에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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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본을 통해 일본에 의해 강제된 근 국가이다. 그 결과 근 국가 형성과 

련된 풍부한 자원을 남겨두지 못하 다. 실제 최 의 근 헌법이라고 부르는 

1895년의 ＜洪範14條＞나 1897년의 ＜大韓國國制＞의 내용은 오늘날의 이 

아니라 당시 일본과 국의 시야에서 볼 때도 빈약하기 그지없다.13) 상 텍스트

가 없는 상태에서 역사연구를 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직 인 

규범  텍스트는 아니지만, 자의 노력으로 상당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큰 

다행이다. 

고단한 근 화의 여정은 그 로 자료에 남아 있다. 실제 얼마 되지 않은 헌정 

련 법령과 련되는 1차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자료에 근거하지 않

은 채 섣부른 역사  추측을 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이다. 자는 

역사 ⋅사회  상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해석을 기부터 경계하여 오직 

자료만으로 우리의 근 헌정사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오고 실천해 왔다. 한 

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학의 성격상 역사 인 문제에 해서는 상 으로 

심이 었다. 

이러한 삼 고를 헤쳐 나가야 하는 근 법사 공자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지

침서이면서 동시에 징검다리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돌을 밟고서 내를, 아니 더 

굳건한 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 가는 일만 남았다. 이는 자의 후학들인 우리들

이 할 일이다. 

13) 정치학계에서는 한국근대헌정사의 텍스트를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김홍우 교수는 독

립신문을 사회계약으로 보고 있다(김홍우, “｢독립신문｣과 “사회계약” ”, 한국정치의 

상학  이해[인간사랑, 2007] 참조). 차동우 박사는 유길준의 ≪西遊見聞≫을 은폐된 

헌법초안으로 보고 있다(미발표 초고). 독립신문에 대해서는 독립신문강독회 편/ 김홍

우 감수/ 전인권 편집⋅교열, 독립신문, 다시 읽기(푸른역사, 200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