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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        辭

오늘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의 『6․25의 법적 조명』에 관한 학술행사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앞에서 祝辭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이번 학술행사는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맞이하는 50년이 되는 

해에 개최하는 행사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는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 차례 6․25한국전쟁을 분석

한 바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학술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이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

방,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성장

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法學硏究 및 法制度의 發展을 위

해 법학자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先導的인 役割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꾸

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25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법제도적 향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격상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못하 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이러한 점에서 그 개최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하며, 그 동안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특히 이

번 행사를 기획하신 우리대학 법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최대권 교수님의 

학문적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 및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서울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께도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학술발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개최되는 시기에 거행되는 만큼 특별

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남북한 양체제간 학문

역에 있어서도 간극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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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의 동포 모두가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통일체제에 있어 지금까지의 전쟁으로 인한 법제도

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현단계에서 급속히 진전 되어가는 남북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금일의 학술행사가 바로 이러한 

役割에 일조를 함으로써 장차 통일된 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

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6․25로 

인한 법제도에 대한 향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과거의 쓰라린 경

험을 상기하시어,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 韓國社會에서 여러분

이 맡은 職分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를 衷心으

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의 6․25 법적 

조명에 관한 학술행사가 성공적으로 거행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학문적 노

고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祝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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