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沈憲燮 敎授 年譜․主要著作
Ⅰ. 年 譜

* 慶尙北道 靑松郡 巴川面 德川洞에서 出生(1936. 陰曆 3. 9)

* 학력 및 경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행정학과 卒業(1960. 2)

서울大學校 大學院 법학석사(1962. 2)

西獨 프라이부르크大學 修學(1963. 11∼1966. 2)

서울大學校 大學院 법학박사(1976. 2)

崇實大學校 法政大學 專任講師, 助敎授(1967. 3∼1974. 2)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1974. 3∼1976. 1)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1976. 2∼1976.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1977. 1)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1981. 1)

독일 괴팅겐대학 연구(1989. 9∼1990. 8)

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1995. 3∼1995. 8)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1986. 4∼현재) 

* 학회활동

法務部 刑事法 改正特別委員會 委員(1985. 6)

한국 법철학회 회장(1994∼1996)

현재 韓國法哲學會, 刑事法學會, 韓國哲學會 會員

Ⅱ. 主要著作

* 著書
正義의 哲學(共著), 對話출판사, 1977

현대 이데올로기의 문제(共著), 民音社, 1977

현대사회과학 방법론(共著), 民音社,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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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社會와 哲學(共著), 文學과 知性社, 1981

法哲學 Ⅰ, 법문사, 1982 

* 편/역서

법과 정의의 철학(共譯), 종로서적, 1986

現代法哲學과 法理論의 根本問題, 法文社, 1974

켈젠 法理論選集, 法文社, 1990

* 논문

現代法哲學에 있어서의 實質的 正義論, 서울大 法大學報 9권 1호, 1962. 10

故意, 意思, 認識, 崇實大學論文集 1, 1966. 2
自手犯의 理論, 法政, 204, 1967. 6

法․命令․論理, 哲學硏究 2, 1967. 6
規範的 目的論的 方法과 存在論的 方法의 限界性, 政經硏究 38, 1968. 3
許容된 危險의 理論과 그 批判, 法政 216, 1968. 7
라드브루흐․確信犯․禁錮, 法曹 19권 1호, 1970. 1

過失과 注意, 崇實大學論文集 2, 1970. 7
主觀的 正當化 要素, 崇實大學校論文集 2, 1971. 2
哲學者 보헨스키의 思想, 創造 26권 3호, 1972. 3

過失犯에 관한 硏究, 저스티스, 1972. 12

避妊, 不妊手術, 人工妊娠中絶, 崇實大學校論文集 3, 1973
法의 欠缺, Fides 18권 2호, 1973. 11

法律的 三段論法, 서울大 法學 14권 2호, 1973. 12

共同正犯과 機能的 行爲支配, 考試硏究 1권 6호, 1974. 9

存在에서 當爲는 推理되는가? (其 Ⅰ), 慶熙法學 12권 1호, 1974. 12

因果關係의 確定과 合法則的 條件說, 考試硏究 2권 9호, 1975. 9

當事者主義訴訟과 職權主義訴訟(요하임 헤르만), 法政 57, 1975. 11
存在에서 當爲는 推理되는가? (其 Ⅱ), 慶熙法學 13권 1호. 1975. 12

安樂死의 問題, 考試硏究 3권 1호, 1976. 2

存在와 當爲의 關係에 관한 硏究(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行爲論의 現況素描, 考試硏究 3권 8호, 1976. 8

法, 正義, 刑罰, 正義의 哲學, 對話출판사, 1977. 1

諒解, 承認, 推定的承認, 考試界, 1977. 2

비판적 실증주의, 현대사회과학방법론,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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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 서울대 법학, 1977

현대 형법의 사상과 가치상대주의, 근대법사상의 전개, 1977

존재와 당위, 마음, 1978

H. L. A Hart의 분석적 법이론, 사법행정, 1978

고도성장에 따른 범죄현상변화의 분석과 그 대책, 문교부 정책과제, 1979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 서울대 법학, 1979

법개념의 문제, 황산덕 회갑기념논문집, 法文社, 1979

존재당위 이원론의 논리와 현대논리학, 서울대 법학, 1979

法의 效力에 관한 硏究, 서울대 법학, 1980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理論과 刑法, 金箕斗敎授 華甲記念 論文集, 經文社, 

1980

法과 힘, 서울대 법학, 1981

法獲得方法의 基本構造에서 본 法學과 法實務, 서울대 법학

黃金律과 法, 法律硏究, 2, 法文社, 1982

法哲學的 法學方法論(法哲學과 合理的 法學方法), 서울대 법학, 1983

법적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25, 1984

규범과 논리, 논리연구, 1985

독일 철학 및 법철학에서의 정의론의 동향, 서울대 법학 34권 3․4호, 1993

형법과 일반조항, 동산 손해목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3

Ota Weinberger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서울대 법학, 1994

석우황산덕박사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서울대 법학, 1994

5․18 불기소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서울대 법학 36권 3․4호, 

1995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36권 1호, 1995

법철학․혁명․쿠테타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을 계기로－,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규범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 －서론적 고찰－, 서울대 법학 37권 3․4호, 1996

바인베르거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현대법철학의 흐름, 1996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와 아나키 －U. Klug교수 추모에 부쳐－, 서울대 법학 38권 

1호, 1997

권위에 관하여, 서울대 법학 39권 2호, 1998 

한스 켈젠의 법이론(飜譯), 서울대 법학 40권 1호, 1999

근본규범 이론 소고, 서울대 법학 40권 3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