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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

오늘은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가 6․25 50주년을 맞아 『6․25의 법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논문발표회를 가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본 

학술행사를 위해 오랜 기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법학연구소 최대권 소장

님을 비롯하여 논문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의 말 을 전합니다.

저로서도 법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있는 큰 

행사이니 만큼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학연구

소가 행정적으로 법과대학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체제로 운 되고 있기는 합

니다만,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학문적으로 긴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기관은 명실상부한 학문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법학연구소의 행사는 법

과대학의 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 멀리 찾아주신 내빈과 학생여러분께 감사와 환 의 말 을 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는 하루가 다르게 各 分野別로 급속히 細分

化․ 專門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法도 시대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사회변화에 따라 꾸준히 이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 볼 때, 法

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과 마찰을 제대로 解決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과거 사회변혁기에 대한 법체계적인 분석을 제대로 행함이 없이 그

때 그때 상황에 맞춘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입법과 법학이 진행되어 왔던 것

이 근원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6․25 50주년을 맞아 과거 민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민족이 

경험한 쓰라린 과거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대학교 法學硏究所에서 거행하는 본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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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으로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물려 오

늘 학술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발표나 토론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

께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의 회담을 

통해 통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커

진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법적 분석 역시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는 발표 및 토론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과 학생여러분께서도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학술행사

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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