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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大權 敎授 年譜․主要著作
Ⅰ. 年 譜

1. 주요학력

1961.  3.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法學士

1967.  8.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Ann Arbor, Michigan  M.C.L.

1968.  8.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aw, berkeley, California  LL.M.

1976.  6. University of California Dept. of Political Science, Berkeley,

California Ph.D.

2. 주요경력

1963.  8∼ 1964.  9 援護處  行政事務官

1963.  9∼ 1972.  7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

1972.  7∼ 1976.  9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  公法

1976. 10∼ 1981.  7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憲法

1981.  1∼ 1986.  9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憲法

1976. 10∼ 2002.  8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憲法

1962. 10. 24 제14회 高等高試行政科 제1부 合格

1978.  9∼ 1980.  2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學術大會開催 및 著書 

執筆;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交換敎授

1998.  2∼ 1998.  8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에서 연구

3. 보직 및 활동

1994.  1   ∼ 1994. 6.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1994. 3. 14∼ 1996. 2. 13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장

1997.  7. 1∼ 2000. 6. 30 통일부 교류협력국 자문위원

1999       ∼ 한국입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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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1999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법학교육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1999 대통령자문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1999 법무부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1999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

1999.  9.  1∼ 2001.  8. 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0.  6.  1∼ 법무부 남북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2000. 12. 2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Ⅱ. 主要 著作

〈著書〉

書  名 出版社 發行年度

Traditional Korean Legal Attitudes 공저 University of California 1980.

憲法 공저 서울대출판부 1982.  3.

韓國社會開 硏究 공저 고려대출판부 1983.  4.
法社會學 서울대출판부 1983.  9.

Constitution, Civil Rights, and Judical Keimyong Univ. Press 1985.

Process Seen from a Thought on

Conflict and Harmony 공저

外國의 地方自治制度 比較硏究 공저 1986.  1.

英美法 동성사 1986.  9.
現代韓國政治論 공저 법문사 1986. 12.

英美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1987.  2.

立憲的 國家理性 ― 安保와 憲法의 守護 역서 동성사 1987. 5

南北韓 分斷狀況克服 方向硏究 국토통일원 1989.  3.

― 東․西獨과의 比較的 視覺 1988. 공저

憲法學 ― 法社會學的 接近 박 사 19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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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問題와 우리社會 공저 현상과 인식 1989.  6.

基本權의 保障과 實現 人權과 國際法, 박 사 1989. 12.

統一의 法的問題 법문사 1990.  2.

社會變化와 倫理 공저 법문사 1990.  4.

比較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1991.  2.

政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정무장관실 1991.
―특히 政府形態, 政黨, 政治資金,

選擧制度等을 中心으로

法과 社會 서울대출판부 1992.

憲法解釋에 관한 硏究 공저 헌법재판소 1994.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 공저 일신사 1995.

大學學部敎育課程 實態分析 및 ’96 교육정책연구 1996.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공저

事例中心憲法學 박 사 1997.

憲法學講義 박 사 1998.

美國社會의 知的흐름 ― 法 공저 서울대출판부 1999.

法律家의 倫理와 責任 공저 박 사 2000.

憲法學講義 增補版 박 사 2001.
事例中心憲法學 增補版 박 사 2001.

〈論文〉

論  題 收錄書名 發行年度

業務上 過失 致死 被告, 判例評釋 Fides 제10권 3호 1963. 9.

不法榮得의 意思와 使用竊盜, 判例硏究 서울대학교 법학 1964. 12.

제6권 2호

强盜罪 小考 判例硏究 Fides 제12권 3호 1966. 2∼
제13권 2호 1967. 2.

北傀 김일성 體制 政治理念 分析 국토통일 1971. 5.

A Study of Organization in the Journal of Social 1971. 6.

Communist Chinese Land Reform Sciences and Humanities No.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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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度에 있어서의 價値體系의 衝突 새법정 1971. 12.

法에 있어서의 近代化 서울대학교 법학 1972. 12.

― 韓國法社會學의 한 試圖 제13권 2호

The System of Judicial Review Record of the 5th Asian 1973.

in Korea Judical Conference, Seoul

The Execution of Foreign Record of the 5th Asian 1973.
Judgments in Korea Judical Conference, Seoul

The Recoqnition and Execution of SNU faculty paper, 1973. 5.

Foreign Judgments in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ries No. 2

우리나라 公法史 理解의 한 試圖 서울대학교 법학 1976. 6.

― 막스베버의 임패티움과 제17권 1호
公法槪念을 中心으로

法社會學이란 무엇인가 Fides 제21권 1호 1976. 12.

農村의 社會構造와 法 서울대학교 법학 1977. 3.

제18권 1호

憲法: 判例回顧 서울대학교 법학  1978. 2.

판례회고 5호
都市의 社會構造와 法 서울대학교 법학 1977. 6.

제18권 2호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현대국제법론, 박 사 1978.

Foreign Judgments in Korea

서평: 憲法政治學, Glendon Schubert, 헌법연구 제4집 1979.

Judicial Policy Making(1974년도 수정판)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1980. 5.

and the North Korea, A Critical 제20권 2호

View of Human Rights Policy

Western Law in a Traditional Korean Journal of 1980. 9.

Society Korea Comparative Law

東洋社會의 認識에 대한 현상과 인식 1980.
討議 論文 제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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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第三者的 效力에 서울대학교 법학 1981. 3.

관한 硏究 제22권 1호

基本權의 制限 및 限界에 서울대학교 법학 1981. 9.

관한 硏究 제22권 3호

서평: Lawrence W. Beer, 서울대학교 법학 1981. 12.

Constitutionalism in Asia: Asian Views 제22권 4호
of the American Influence

辯護士의 役割 ― 辯護士의 서울대학교 법학 1982. 3.

社會的責任論을 提唱하면서 제23권 1호

韓中日의 社會規範과 그 變化 1982. 6.

헌법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 목촌 김도창 박사 1982. 11.

화갑기념 현대공법의 이론

世界 各 聯邦國家憲法의 成立背景 및 국토통일원 1982. 12.

類型別比較硏究 ― 政治學的 接近

法社會學的 法學方法論 서울대학교 법학 1983. 3.

― 法發見에 있어서의 제24권 1호

法社會學的 接近

韓中日의 社會規範과 그 變化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1983. 3.
― 方法論의 摸索을 中心으로

基本權의 第三者的 效力 公法硏究 제11집 1983. 7.

― 法社會學的 接近의 試圖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論 월간고시 1984. 1.

民族主義와 憲法 서울대학교 법학 1984. 5.

제25권 1호
서평: Martin Shapiro, Courts: 공법연구 제12집 1984. 8

A Comparative and Political Analysis

立法의 原則 서울대학교 법학 1984. 12.

제25권 4호

法學敎育의 制度改善 및 職能擴大 충남대논문집 1984. 12.

― 法曹職能의 擴大

논평: 社會變化와 法意識의 變化 韓國社會의 變化와 問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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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文社

Constitutional Challenges and 미국학논집 1987. 1.

Changes in the 1930s

憲法學의 當面課題 서울대학교 법학 1987. 4.

제28권 1호

언론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 1987. 7.
제28권 2호

Legal Basis and General Effects of 서울대학교 법학 1987. 12.

the Division of Korea ― From 제28권 3, 4호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兵役義務와 特惠 서울대학교 법학 1987
제28권 3, 4호

Legal Education in Korea 서울대학교 법학 1988. 9.

― Problems and Reform 제29권 1호

判事의 兼職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 10.

― 그 正當性과 有效性 제146호

Legal problems in the Thinking of 서울대학교 법학 1988. 12.
National Unification 제29권 3, 4호

― The Korean Case

美國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과 고시연구 1989. 1.

議會와의 關係 ―소위 執行部特權과

權限의 委任을 中心으로

한국은행총재 임명에 대한 國會同意權 고시계 1989. 4.
부여의 違憲여부

制定法의 解釋 서울대학교 법학 1989. 5.

제30권 1, 2호

논평: 한국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민주화 진단과 처방, 1989. 8.

문예출판사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과 서울대학교 법학 1989. 12.
그 根據의 提示 제30권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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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의 고시계 1990. 5.

몇 가지 問題點

立法學硏究 ― 立法辯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1990. 8.

제31권 1, 2호

A Legal Analysis of the Division, Korea and Germany: 1990. 10.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Lessons in Division
Course of Korea

統一論議의 法的分析 한민족 공동체 統一方案의 1990. 12.

實踐과 制度化硏究, 

통일방안논문집 2집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條項의 서울대학교 법학 1990. 12.

違憲與否 제31권 3, 4호
한 政府形態論 公法理論의 現代的 課題, 1991

박 사

司法權의 獨立 ― 法社會學的 接近 서울대학교 법학 1991. 8.

제32권 1, 2호

傳統과 法秩序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1991.

미원문화재단

大學과 法學敎育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1991.

― 憲法學敎育을 中心으로

國有財産法 第5條 第2項의 違憲與否 서울대학교 법학 1991. 12.

제32권 3, 4호

政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1992. 3.

― 政府形態, 政黨, 政治資金, 제33권 1호
選擧制度 등을 中心으로

소위 暴力電話와 관련된 發信番號 사법행정 1992. 8.

확인서비스의 適法性

韓國憲法의 座標 법제연구 제2권 1호 1992.

―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立憲主義와 言論 아세아사회과학연구원 1992.
언론연구총서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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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의 任期制限과 그 合憲性 미국헌법연구 제3호 1992.

― 美國 캘리포니아주 大法院의

合憲判決을 中心으로

政治改革을 위한 몇 가지 생각(Ⅱ) 서울대학교 법학 1992. 9.

― 政府形態, 政黨, 政治資金, 제33권 2호

選擧制度 등을 中心으로

南北會談과 會意의 法的性格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2.

議會主義와 그 問題點 韓日法學硏究 제11집 1992.

― 우리나라의 경우

장차 전개될 南北關係의 形成과 공법연구 제22집 1호 1994.

統一의 法的問題

敎育法 第157條의 違憲與否 한국공법의 이론 1993.
南北交流 協力本格化時 豫想되는 서울대학교 법학 1993. 3.

國內法 體系上의 問題點과 그 對策 제34권 1호

憲法裁判所의 政治學 서울대학교 법학 1993. 3.

― 그 構造와 機能을 中心으로 제34권 1호

地方 自治團體長選擧日, 不公告에 서울대학교 법학 1993. 8.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제34권 2호
― 社會學的 憲法學의 입장에서

南北合意書와 관련된 諸般 法問題 서울대학교 법학 1993. 12.

― 특히 特殊關係의 意味를 中心으로 제34권 3, 4호

國家統一의 基本問題 한국통일정책연구논집 1993.

제2권

選擧制度 및 風土의 改革 정책연구93 여름호 1993.
장차 전개될 南北關係의 形成과 공법연구 제22집 1호 1994.

統一의 法的問題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Powers and Function 199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xecutive Government

― The Korean Case

立法學硏究 서울대학교 법학 1994. 12.
― 立法案作成을 中心으로 제35권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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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葛藤과 法秩序 갈등과 우리사회 1995.

南北關係의 展開와 地方自治 코리아포럼 통권 6호 1995.

憲法과 民主市民敎育 한국의 정치문화와 1995.

시민교육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서울대학교 법학 1995. 12.

Law in Korea 제36권 3, 4호
조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조정마당열린대화 1995.

Legal Aspects of the Present Germany and Korea 1995.

South-North Relation and Beyond ― Lessons in Unification

平和協定의 法的性格과 통일논총 1995.

우리의 對應

Undergraduate and Professional 미국학 제28집 1995.
Education in America

韓國의 議會主義와 그 問題點 의정연구 1호 1995.

美國의 學部敎育 및 專門敎育 서울대학교 법학 1996. 3.

― 專門法學敎育을 中心으로 제37권 1호

調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수범시사논고 제21호 1996.

學部敎育과 法學敎育 서울대학교 법학 1996. 9.
제37권 2호

美國社會에 있어서 知的흐름에 미국학 제19집 1996.

관한 硏究 ― 法學敎育을 中心으로

The Choosing of Representatives The People's  1997.

in Korea Representatives ― Electoral Systems 

in the Asia-Pasific Region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서울대학교 법학 1997. 3.

제38권 1호

原則의 사람과 圓滿한 사람 현상과 인식 1997.

제21권 1호

美國社會에 있어서 知的흐름에 관한 미국학 제20집 1997.

연구: 法學敎育을 중심으로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서울대학교 법학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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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3호

선한 사회를 위한 몇 가지 생각 현상과 인식 1999.

제23권 1-2호

The Judicial Functions and 서울대학교 법학 1999. 9.

Independence in Korea 제40권 2호

善한 社會의 條件 서울대학교 법학 1999. 12.
― 法治主義를 위한 談論 제40권 3호

How is Law School Justified 서울대학교 법학 2000. 6.

in Korea? 제41권 1호

Freedom of Conscience and Cardozo Journal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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