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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서울大 國際法學會 草創期 活動에 관한 考察*

―創立 50周年에 즈음하여―

1)

李 相 冕**

 序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國際法學會는 大韓國際法學會(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가 創立 發起人大會를 개최한 1953년 5월에 胎動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國際法 세미나와 模擬裁判을 열어 自律的인 國際法 

學習의 장을 열어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바 크다. 필자는 2004년에 大韓國際法

學會 會長으로서 <大韓國際法學會 50年史>의 간행을 위하여 자료를 모으는 과정

에 서울大 法大 國際法學會가 大韓國際法學會와 비슷한 시기에 創立되어, 大韓國

際法學會와 함께 우리나라 國際法學會 역사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 國際法學과 國際法 실무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함께 고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필자 자신이 서울大 法大 在學 

時節에 同 國際法學會長을 지냈고, 1982년 3월 서울大 法大 國際法 敎授로 부임

해온 이래 同 學會 학생들을 지도해온 사람으로서, 그 創立 經緯와 草創期의 活

動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오랜 기간 추적해왔다.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

들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 적지 않아, 지금이라도 구독 가능한 자료와 증

언을 기초로 하여, 學會 胎動期로부터 創立과 跳躍 段階를 거쳐 성숙하는 시기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는 196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십여 년 간의 역사적인 사실

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극히 미미한 단편적인 기록 외에 자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연구방법은 대부분 증언에 의존했다. 1960년 제1회 模擬裁判

이 열린 이래 간간히 보도된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기사도 참조했다. 필자가 1994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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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녹취한 李漢基 교수의 증언과 최근 2004년 8월 27일에는 創立 당시에 중

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어 녹취한 것도 참고하 다.1)

Ⅰ. 서울大 國際法學會의 胎動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國際法學會는 1953년 5월 大韓國際法學會가 港都 釜山 

앞바다 LST 艦上에서 創立發起人大會를 개최한 것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하여, 

1952년 1월에 서울大 法大 전임으로 부임해온 李漢基 교수와 해방 후부터 韓國

戰爭 발발하여 서울이 함락될 시점까지 서울大 法大에 재직하고 있다가 53년 4

월 梨花女大 敎授로 간 후에도 서울大 法大에 강의를 나오던 朴觀淑 교수의 지

도로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2) 1947년 11월 유엔決議에 의해서 한국이 독립했고,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받자 유엔決議에 의하여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참전하

여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휴전을 하게 되어, 당시에 國際法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더구나 휴전후 高等考試 行政科 3部 外務職 試驗에 선발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그 필수과목인 國際法을 공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수요가 높았

다. 同 國際法學會 初代會長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진 52학번 李光鎬(별세)등 여

러 관심있는 학생들이 同 學會活動을 주도하 을 것으로 보인다. 1953년 3월에 

서울大 法大를 졸업하고 서울大 大學院에 입학하여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裵載湜의 역할도 중요하 을 것이다.

1)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서울大學校 國際法學會, 
“선배님들과의 만남: 國際法學會의 歷史와 傳統을 찾아서”, 國際法學會 50周年 紀念
資料集(2004. 9), 97-109쪽 참조. 증언한 분들의 연령이 높아 기억이 흐려진 느낌이 

있어서 증언상 서로 충돌이 되거나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에 의존했

고, 기록이 없이 증언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동일한 증언이 있거나 정

황에 비추어 증거력이 비교적 강한 것을 취했다. 잘 모르는 것은 未詳으로 처리하

으며, 본의 아니게 증언의 오류나 평가 상의 착오가 난 경우에는 후일에 보완하고자 

한다.
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百年史(1895-1995),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同窓會(2004), 411

쪽. “1953년 5월에 李漢基 교수와 朴觀淑 교수의 지도로 설립되었다”라는 이 문구를 

누가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울大 法大 崔鍾庫 교수는 

同 百年史의 편찬위원으로 활동하 지만 어떻게 하여 그 문장이 기술되었는지 잘 모

르고 있으며, 팜플렛이나 기타 무슨 기록에 근거하여 기술하 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임편찬위원 54학번 金禧鎭 前 韓國經濟新聞 論說委員이 많은 부분을 직접 기술하 고 

최종적인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지만 간행 직전에 타계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알 길

이 없다. 崔鍾庫, 면담 인터뷰, 200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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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서울大 國際法學會長을 하던 1971년 9월 초에 國際法模擬裁判을 준비

하려고 李漢基 교수를 찾아갔더니 裵載湜 교수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여 裵 교수

를 찾아가 模擬裁判 問題를 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裵 교수는 模擬裁

判 문제를 건네주면서 1960년에 제1회 模擬裁判이 성대하게 열렸던 이야기와 함

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서울大 國際法學會가 언제 처음으로 생겼느냐는 

질문에 李漢基 교수도 1953년에 同 學會가 생겼다고 말했고, 裵載湜 교수도 

1953년에 大學院 학생으로서 후배들을 지도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模擬

裁判 개최를 알리는 팜플렛에 同 學會 創立 이래 있었던 模擬裁判의 沿革을 간

략히 적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裵 교수는 그간에 있었던 模擬裁

判 沿革을 적은 것을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팜플렛에 그대로 싣고,3) “1953년 李

漢基 교수님의 지도 하에 國際法 및 이에 관계되는 제 학문의 연구를 목적으로 

創立된 國際法學會와 외국어 공부 및 世界外交問題의 연구, 세계 각국 法大生과

의 교류를 목적으로 1961년 創立된 外交學會가 1963년 통합, <國際法外交學會>

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이다”4)라고 설명을 덧붙 다. 이 팜플렛에 인쇄한 

이러한 취지의 문장과 模擬裁判 沿革에 대해 당시에 참석했던 교수들과 선배들

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1953년에 동 國際法學會의 胎動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裵載湜 교수가 학장을 역임하던 1987년에 나온 <서울法大 四十年

(1947-1987)>에서는 國際法學會의 설립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1954년 還都 후”에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난기류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을 유

지하고 번 을 구가하려면 國際法에 정통한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설립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5) 이 문장은 裵載湜 교수가 쓴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에 나온 <서울法大 50年(1946-1996)>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

다.6) 李漢基 교수는 同 學會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1995년 2

월 2일 일본 여행길에서 갑자기 타계하 다. 타계하기 약 10개월 전에 필자가 

서울大 國際法學會 학생들을 댁으로 보내서 녹음한 것이 있으나, 學會 胎動 始期

나 胎動 당시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고, 1960년 國際法 模擬裁判

3) 이 팜플렛은 당시의 사진과 함께 서울大 國際法學會에 관한 자료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4) Id.
5)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서울法大 사십 년: 1947-1987(1987), 45쪽.
6)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서울法大 오십 년: 1946-1996(1997),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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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린 시기를 國際法學會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 보았다.7) 49학

번에 해당하는 裵載湜은 1953년에 서울大 法大를 졸업하고 大學院에 입학하여 

李漢基 교수 문하에서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하여 1953년 4월부터 1955년 3월까

지 석사과정에 있으면서 <海洋法에 관한 硏究>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 다. 

同 學會의 胎動 始期에 서울大 大學院 학생이었으므로 그 내력을 잘 알고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역시 1999년 10월 2일 갑자기 타계하여, 그에 대한 아무

런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8)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同 學會 胎動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

의 다 타계한 탓인지,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현재까지 1953년에 同 學會의 활동

을 하 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創立된 大韓國際法學會가 

1953년 5월에 創立 發起人大會를 열었고 7월에 創立總會를 열었으나, 휴전후 還

都하여 9월에 總會를 한번 여는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별반 활동이 없었

던 것과 마찬가지로,9) 서울大가 還都하여 연건동 캠퍼스로 다시 입주해오는 어

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同 學會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10) 裵

載湜보다 2년 후배인 51학번 李丙朝와 金燦圭는 부산에서 李漢基 교수의 國際法 

1부와 朴觀淑 교수의 國際法 2부를 수강했고 1955년 3월말에 서울에서 졸업을 

하 는데도, 李丙朝는 졸업과 동시에 미국유학을 떠났고, 金燦圭는 졸업직후에 

延世大 大學院 入學을 해서 그랬는지, 同 學會의 創立이나 활동에 대하여 전혀 

아무 것도 기억을 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11) 裵載湜 교수와 가깝던 禹在昇도 역

시 같은 51학번으로 1955년 3월말에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떠났고 그후 國際法과 

國際關係論을 전공했는데도, 당시 교내에 國際法學會의 존재나 활동에 대하여 역

 7) “지도교수님 인터뷰: 故李漢基교수님”, 서울大 國際法學會, 國際法學會 50週年 紀念資
料集(2004. 9. 6), 188-195.

8) 李漢基 교수 별세 후에도 同 學會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裵載湜 교수 별세 

후에도 역시 별다른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 이전에 활동을 한 同 學會 

졸업생 회원들에게 문의해보았으나 역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9) 大韓國際法學會의 創立發起人 大會에 참석한 인사들 가운데 2004. 9. 현재 당시에 外

務部 대표로 참석했던 崔雲祥이 유일한 생존자로 최근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

했다. 그는 還都에 이어 政務1課長이 되어 初代 大韓國際法學會 幹事로 일했다. 大韓
國際法學會, 50年史 편찬 간담회, 2004. 7. 16.

10) 서울大 본부가 있던 文理大와 法大는 수백미터에 지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

나, 지리적으로 전자는 연건동에 후자는 이화동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李丙朝(중앙대 명예교수), 金燦圭(경희대 명예교수) 전화 인터뷰, 2004. 7. 7. 金燦圭는 

다시 서울大 大學院에 入學하여 1959年에 法學碩士學位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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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12) 이들은 일년 위 50학번으로 군 복무 후 복학

하여 공부하면서 國際法學會 會長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黃世哲(별세)에 대해

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다. 黃世哲은 平北 태생으로 키가 작고 대단히 섬세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13) 黃世哲이 1학년때 53학번으로 복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함께 다닌 53학번 朴魯洙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1971년 

경, 캐나다로 이민 간다면서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朴魯洙는 자신보다 黃世哲이 

나이는 두어 살 많은 것은 알았지만 그가 복학생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 53학번

의 다른 동기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黃世哲은 1950년에 입학하여 곧 6.25사변

이 발발하여 군에 입대했다가 휴전이 될 무렵에 제대하여 1953년에 1학년으로 

복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절에 國際法은 학생들 사이에 대단히 관심이 높은 

학문분야 다.14)

53학번 朴魯洙가 50학번 黃世哲을 1학년 때 부산에서 보았다는 증언과 黃世哲

이 李漢基 교수와 大學院 학생 裵載湜의 지도로 졸업시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

고 상급학년이었을 때에는 國際法學會 會長으로 역할을 했던 점으로 보아, 黃世

哲이 1950년에 입학한 후 곧 군에 입대하 다면 1953년에 복학한 후 同 學會 設

立에 관여하 을 가능성이 있다.15) 裵載湜은 1953년 法科大學을 졸업하고 大學

院 1학년생으로 李漢基 교수 문하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그 해 5월에 大韓國

際法學會 創立 發起人大會가 부산항 LST 艦上에서 열렸을 때 참가할 신분이 아

니었지만, 李漢基 교수를 가까이에서 조력하고 있던 大學院 학생으로서 그 사실

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내심 참가하고 싶었을 것이다. 裵載湜은 원래 학부 

학생이었을 때는 이리스會(刑事法學會) 회원으로 그의 부인이 된 같은 학번의 金

貞姬와 함께 열심히 참가하고 있었다.16) 그런데, 1952년 8월 20일 劉基天 교수가 

학장서리를 그만두고 渡美하여 하버드大學에 유학하고 1년만에 귀국하 다. 裵載

湜이 公法專攻으로 서울大 大學院에 입학했을 1953년 봄학기에는 劉基天 교수가 

國內에 없었지만, 1953년 가을학기에는 귀국해 있었는데 裵載湜이 언제 刑法을 

공부하려던 꿈을 버리고 그 대신에 公法專攻학생으로서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마

12) 禹在昇, 전화 인터뷰, 2004. 8. 20.
13) 朴魯洙 증언, 서울大 法大 國際法學會 50年史 編纂 懇談會, 2004. 8. 27.
14) 金哲洙, 전화인터뷰, 2004. 9. 29. 51학번인 葛奉根은 헌법학자로 유명하지만, 역시 후

에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독일에 유학하여 國際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5) 朴魯洙 증언, 서울大 法大 國際法學會 50年史 編纂 懇談會, 2004. 8. 27.
16) 이리스(IRIS) 會는 1953년에 제1회 刑事模擬裁判을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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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정했는가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17) 劉基天 교수가 國內에 없

던 1953년 봄학기에 결심하 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무렵에 大韓國際法學會

가 創立되었고 서울大 國際法學會가 胎動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1952년 1

월 18일에 선포된 平和線으로 인하여 獨島問題가 불거져 한일 간에 현안으로 되

어 있었고, 유엔 國際法委員會(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는 海洋法에 관

하여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條文案을 만들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韓日會談

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로 법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위기 속

에서 裵載湜은 李漢基 교수의 大學院 강의를 수강하다가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되었을 것이다. 裵載湜은 <海洋法에 관한 硏究>라는 석사논문을 

써서 李漢基 교수가 도미한지 7개월 후인 1955년 3월 李漢基 교수 부재중에 석

사학위를 받게 되므로, 大學院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 아마도 海洋法으로 석사

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李漢基 교수가 출국하게 된 

1954년 9월 이전에 석사학위 논문의 윤곽을 잡았을 것이다.18) 1953년 4월에 大

學院에 진학한 裵載湜이 당시에 韓日 간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던 獨島와 平和

線 問題를 포함한 海洋法 問題를 비롯하여 당시 유엔 國際法委員會(ILC)에서도 

1958년 4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는 제1차 유엔 海洋法會議에 대비하

여 한창 海洋法 問題가 國際法學界에서 중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던 

터 으므로, 이에 관해 연구하기로 용기를 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大學院에서 公法專攻으로 입학하여, 國際法을 전공한 사람은 裵載湜의 동

기인 崔載勳이 있었으나, 崔載勳은 大學院에 입학하자마자, 헌법, 국제법 등 公法

을 강의하러 지방대학에 촉탁강사로 가 있었다. 같은 49학번 동기인 鄭天杓는 일

찌감치 53년 2월에 高等考試 司法行政 양과에 합격하여 9월에 7회 후기로 졸업

하면서 실무계로 갔고, 역시 같은 49학번인 韓亨健은 1년 쉬었다가 高麗大學校 

大學院으로 갔다. 1년 아래 50학번 盧信永은 1954년 3월에 졸업하고서도 전혀 

17) 그의 부인 金貞姬의 증언으로는 大學院에 입학하고 난 후 전공을 정해야 하는 어느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貞姬, 방문 인터뷰, 2004. 7. 10.
18) 오늘날 <海洋法에 관한 硏究>라고 하면 너무나 넓은 개념이므로 논문제목으로 적절

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을 것이나, 그 당시로 보면 海洋法에 관한 보편적 국제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海洋法의 탐구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분야 을 것이다. 이러한 개척이 

가능한 분야를 유엔 문서를 섭렵하면서 海洋法을 硏究하는 大學院 學生 裵載湜을 후

배 학생들이 부러워하 을 것이다. 金貞姬는 裵載湜이 國際法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것은 大學院에 공법전공으로 입학한 다음이라고 회고했다. 金貞姬, 방문 인터뷰, 200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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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會 活動에 관해서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1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1

학번 金燦圭와 李丙朝도 그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고, 역시 같

은 51학번 葛奉根도 독일에 유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 으

나, 귀국하여 국제법으로 전임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전공을 헌법으로 바꾸었고, 

수년전 타계해버려 51학번 졸업생 가운데 同 國際法學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증언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20) 52학번 李光鎬는 1953년 1학기에 李漢基 교수

의 國際法 1부를 수강하 을 것이다. 그가 3학년 때인 1954년에 유엔學生協會에

서 주관한 模擬유엔總會에 참가하 고, 4학년 때는 유엔學生協會 會長을 역임했

고, 私法學會를 創立한 都志薰, 公法學會를 창립한 金泰卿 등과 함께 同 國際法

學會를 이끄는 등 활동이 활발했다.21) 李漢基 교수가 1954년 9월 渡美를 앞두고 

분망할 때 으므로, 裵載湜이 大學院 2년 차로서 석사학위 논문을 서둘러 준비할 

때 다. 54학번 車承轍은 비록 1학년이었지만 1954년에 李漢基 교수와 大學院 

학생 裵載湜을 친구들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國際法

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5년에는 52학번 李光鎬가 서울大 國際法學會長으로서 유엔學生協議會 會長

을 겸임하고 제2회 模擬유엔總會를 열었다. 模擬유엔總會에 참가하면서 國際法과 

유엔 자료를 모아 공부하 을 것이며, 당시에 李漢基 교수가 미국에 체재하는 동

안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裵載湜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李光鎬처럼 

模擬유엔總會에 참가한 國際法學會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22)

1953학번 朴魯洙, 朴宇泳, 蔡義錫 등은 54년 9월 渡美를 앞두고 한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 고생하던 李漢基 교수가 강의를 안해서 그랬던지, 2학년인 1954년 

1학기 때에 國際法 1부를 朴觀淑 교수한테서 배웠고, 이듬해인 55년에도 역시 

國際法 2부를 朴觀淑 교수한테서 배웠다. 50학번으로 편입하여 53학번과 함께 

학교를 다니던 黃世哲과 1년 선배인 52학번의 李光鎬가 열심히 참가했던 것을 

19) 盧信永, 방문 인터뷰, 2004. 7. 27.
20) 52학번 金哲洙, 전화인터뷰, 2004. 9. 29.
21) 52학번 都志薰, 전화인터뷰, 2004. 9. 29. 53학번 朴魯洙 證言, 서울大 國際法學會 50
年史 編纂 懇談會, 2004. 8. 27.

22) 52학번 都志薰은 1955년 10월에 民事法學會를 創立하여 初代會長에 취임하여 당시 

西洋法制史, 獨語原講 등을 가르치던 金曾漢교수 지도로 5-6회 民事判例를 硏究하기

도 하 는데, 公法學會는 金泰卿이 만들었고, 國際法學會는 李光鎬가 會長을 했다고 

증언했다. 都志薰, 전화인터뷰, 2004. 9. 29. 李光鎬는 1958년 3월에 서울大에서 碩士

學位를 받았고, 나중에 國民大 교수가 되어 法政大學長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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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했다.23) 1956-1957년 회장을 지낸 玄玉順이 자신은 3代 會長이며 자신보다 

먼저 회장을 지낸 사람이 黃世哲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李光鎬가 초대

회장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24) 玄玉順은 1955년에는 李漢基 교수가 미국에 체재

하는 동안 朴觀淑 교수와 裵載湜 강사를 모시고 모임을 가졌던 것을 기억했다.25)

서울大 國際法學會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시기는 54학번이 2학년이 

된 1955년에 朴觀淑 교수로부터 國際法을 배웠고, 당시에 시간강사로 法大에 출

강하던 裵載湜 교수(당시 국제대학 전임강사)의 원서 강독에 참가하면서 ESS에 

참가하던 학생들이 ESS가 좀 시들해지다 5월경 서서히 國際法學會로 모이게 되

면서부터 다고 54학번 申奉植과 韓昌植은 주장을 했다.26) 이 두 사람은 1955년

에는 李漢基 교수가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므로, 시간 강의를 나오던 朴觀淑 교수

와 大學院 석사과정을 갓 마친 裵載湜이 있었지만, 學會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

었다고 회고했다. 54학번 玄玉順도 李漢基 교수의 귀국 이전인 1955년에 黃世哲 

등과 모여서 니콜슨의 <外交(Diplomacy)>를 원서로 공부하던 것을 기억했다.27) 

그들은 國際法學會가 學會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6년 2월 李漢基 교수

가 귀국하여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다고 말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54학번 車承轍은 1학년 때부터 李漢基 교수 강의를 들

었고, 성북동 李漢基 교수 댁에 가보았던 터이므로, 李漢基 교수 체미시에 裵載

湜 교수가 당시 大學院 학생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후배들을 지도해 준 것과 함

께 李漢基 교수가 1956년 2월에 1年 半만에 귀국하자, 다시 모 던 것까지 기억

했다.28) 車承轍이 이처럼 기억을 잘하는 것은 그의 선친이 의사로서 李漢基 교수

가 귀국 후 와병 중이었을 때 선친을 모시고 댁으로 왕진을 가는데 동행하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29) 車承轍은 54학번에서 玄玉順의 역할

이 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54학번 회원 14명 가운데, 유독 車承轍만이 

玄玉順의 역할을 잘 기억해내는 것은 그의 동기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玄玉順

과 함께 李漢基 교수를 근거리에서 모시며 同 學會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23) Id.
24) 玄玉順, 전화인터뷰, 2004. 9. 1. 都志薰, 전화인터뷰, 2004. 9. 29.
25) Id.
26) 申奉植, 韓昌植 발언,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懇談會, 2004. 8. 27.
27) 玄玉順, 면담 인터뷰, 2004. 9. 12.
28) 車承轍, 전화인터뷰, 2004. 8. 29.
2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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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Ⅱ. 學會의 成立 時期

1954년 9월 李漢基 교수가 콜럼비아 大學에서 제섭(Philip C. Jessup) 교수의 

지도 하에 방문 학자로 있다가 1년 반 만인 56년 2월에 귀국하는데,30) 비슷한 

시기에 도미하여 하버드 大學에 옌칭硏究所(Harvard 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

로 있다가 9개월 정도를 체재하다가 귀국한 고려대 朴在灄 교수보다 배가량 체

미한 셈이다. 콜럼비아 大學을 택했던 것은 제섭(Jessup) 교수가 1950년 1월13일

에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大學校에서 名譽法學博士 학위를 받고 행한 강연에 감명

을 받아 제섭 교수를 평소 존경하고 있었고, 그의 <現代國際法>(Modern 

International Law)을 1952년에 번역한 터 으므로, 그의 지도를 착실히 받도록 

노력하 을 것이다.31) 李漢基 교수가 콜럼비아 大學에서 國際法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릿시진(Oliver J. Lissitzyn)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도를 받기에 성심을 다하

을 것이 분명하다.32) 李漢基 교수가 콜럼비아 大學에서 수학한 내용은 그가 귀

국하여 저술한 國際法學 상하권에 즉각 반 되었고, 그 후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초가 되었다.33) 또 그가 사 가지고 온 브라이얼리(Brierly) 교수의 國際

法(The Law of Nations)34) 등 신간 서적들은 세미나식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되

기도 했다.35)

30) 그 후 1964년에 朴在灄 교수가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학위 논문에 

관한 서평에서 비화되어 兩人간에 논쟁이 벌어져 한국 論爭史에 일화를 이루었다. 자
세한 것은 孫世一(편), 韓國論爭史, 제3권 “國際法에 있어서의 戰爭(1964-1965)”, (청람

출판사, 1976) 참조.
31) 필립 C. 제섭, 現代國際法(李漢基 역, 서울 일한도서 출판사, 1952).
23) 李漢基 교수는 필자가 大學院 학생 던 1973년에도 릿시진 교수의 <國際法의 오늘과 

내일>(International Law Today and Tomorrow)을 大學院 교재로 사용하 다.
33) 李漢基, 國際法學(上), (박 사, 1958), 國際法學(下), (박 사, 1960).
34) Brierly, J. L., The Law of Nations (5th ed., 1955). 이 책은 1928년에 처음 나와 당시

까지 제5개정판이 나왔는데, 저자 브라이얼리 교수가 남긴 단 하나의 비교적 얇은 저

서이지만 그 내용이 알차고 매섭다는 평을 받고 있다.
35) 당시에는 많은 교수들이 법이론 설명에다가 법조문이나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강

의를 하여 학생들이 따분하게 느끼고 있던 차에, 교단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세미나 

식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하는 李漢基 교수를 학생들이 많이 따랐다고 했다. 
54학번 申鉉德, 전화인터뷰, 2004. 7.-8. 여러 차례 전화 증언. 李漢基 교수는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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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귀국후 그의 새로운 스타일의 강의를 들은 53학번 학생들은 앞에서 말

한 50학번으로 복학하여 53학번과 같이 同 國際法學會 活動을 하면서 會長 역할

을 한 黃世哲과 朴魯洙, 朴宇泳, 蔡義錫 등이었다.36) 李漢基 교수의 새로운 스타

일의 강의에 매료되어 國際法學會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54학번 3학년 학생들 

가운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車承轍,37) 申鉉德,38) 申奉植,39) 韓昌植, 千琦弼, 

趙東元, 南載熙, 李基俊, 李康爀 등의 남학생들과 金在姙, 邊光順, 金和淑, 玄玉順 

등 여학생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玄玉順은 서울大 商科大學에서 2학년 1학기에 

편입하 는데40) 타자에 능해 교재를 스텐실에 찍어서 등사하는 일을 맡았다. 이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전하려는 학구열에 불타있었다고 했다. 56년 어느 날 李漢

基 교수는 國際法 2부시간에 중앙극장에 화가 한편 들어왔는데 제네바 협정에 관한 

대사가 나온다고 하면서 그 화를 한번 보러가자고 해서 모두들 따라나섰다고 했다. 
54학번 趙東元, 전화인터뷰, 2004. 8. 30.

36) 이들 가운데 朴魯洙, 朴宇泳, 蔡義錫은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에 합격하여 外交官이 

되었지만 黃世哲은 끝내 이에 합격하지 못해서 外交官이 되고 싶은 꿈을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유학 후 귀국하여 금융계에서 활동하다가 1970년대 초에 캐나

다로 이민 가서 토론토에 있는 몬트리올 은행에서 지배인(Manager)으로 근무하 고, 
1990년경에 현지에서 세상을 떴다.

37) 車承轍은 당시 國際法學會 회원 중 4학년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데, 한국은행

과 외환은행을 거쳐 나라종합금융 사장을 지냈으며, IMF관리체제 사태 때 퇴사한 후 

도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학번의 朴京愛가 車承轍의 처다.
38) 申鉉德은 1958년 서울大 法大를 졸업하고 서울大 行政大學院에 진학하여 <國際法상 

裁判拒否 槪念>으로 1960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3년에 미국 콜럼비아 大學의 

公法行政學 과정(Public Law and Management)에 유학 가서 <定着魚種의 法的 地位> 
(legal Status of Sedentary Fisheries)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 1967
년에 코네티컷 大學에 가서 圖書館學(Library Science)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유엔도서

관에서 수년간 일했다. 그는 1974년에 귀국하여 이듬해부터 延世大學校 大學院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朴觀淑 교수의 지도로 <國際法上 藥品管理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

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받을 무렵에 朴觀淑 교수가 1978년 3월 2일 타계하는 바람에 

鄭榮錫 교수가 그의 지도교수가 되었다.
39) 1983년경 필자는 梁承圭 교수(56학번, 14회 졸업)와 대화를 하던 중에 혹시 재학 시

에 國際法學會를 하던 선배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당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를 하고 있던 54학번 申奉植이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당시에도 國際法學

會 30년사 편찬에 관심이 있던 필자는 申奉植을 찾아갔다. 申奉植은 대단히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당시에 李漢基 교수를 모시고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國際法 공부를 했

었다고 회고했다. 申奉植은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을 거명하며 54학번이 國際法學會를 

처음으로 만든 세대라는 것을 말했다.
40) 54학번 참가자들은 車承轍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車承轍은 자기

보다 玄玉順이 당시의 활동상황을 가장 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玄玉順은 

54학번 가운데 당시를 가장 소상히 기억했다. 車承轍 전화 인터뷰 2004. 8. 29.



2004. 9.] 서울大 國際法學會 草創期 活動에 관한 考察 429

들은 섬세하고 고매한 성품으로 후배들에게 잘 했던 4학년 黃世哲을 會長으로 

추대하여 활동했다. 學會 학생 수가 20명 30명 선에서 40여명으로 늘어났다. 평

일에는 강의 시간이 겹쳤으므로 매주 토요일에 모이기로 했다. 李漢基 교수는 토

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학생들을 지도했다.41)

1956년 가을에 黃世哲 會長이 졸업해나가게 될 것에 대비하여 會長 자리를 타

자에 능하여 교재를 준비해온 玄玉順에게 맡기기로 했다. 玄玉順은 1956년 가을

학기에 李漢基 교수의 國際法2部강의를 감명깊게 들었다.42) 玄玉順은 성품이 쾌

활하고 활동적이었으며, 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타자에 능했고 학문에 뜻을 두어 

李漢基 교수의 눈에 들었다. 玄玉順은 자신이 부재중에 의사에 반하여 會長으로 

선출되었던 것이었다며 누차 사양하 으나, 李漢基 교수가 한 시간도 넘게 앉혀

놓고 설득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會長을 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43) 그녀는 

李漢基 교수가 會則도 만들어보라고 해서 會則을 만들어 등사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그해 겨울방학 때도 黃世哲 등과 나와서 原書로 國際法을 공부

했다. 玄玉順은 당시에 1955년판 브라이얼리(Brierly)의 國際法(The Law of 

Nations)을 번역하던 것을 기억했다.44) 1957년 玄玉順이 4학년에 올라가서 學會

를 열심히 이끌었다는 것은 57학번 신입생 盧明濬이 기억하고 있다.45) 玄玉順의 

역할은 1학년 때부터 李漢基 교수와 인연을 맺어 4학년 때까지도 學會 活動을 

열심히 한 車承轍의 증언과 57학번 盧明濬의 증언으로 밝혀졌다.46) 54학번 가운

데 國際法을 학문으로 공부하겠다고 大學院에 진학한 사람은 車承轍과 申鉉德

다. 玄玉順은 한 때 대학원 진학을 고려했으나 가정형편상 포기했다. 車承轍은 

大學院 入學 후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 후에는 한국은행에 취직이 되어 大學院을 

그만두게 되었고, 申鉉德은 行政大學院으로 진학하여 학계로 나갔다.

1957년 가을학기에는 玄玉順이 취직을 하게 되어 학교에 잘 나오기가 어렵게 

41) 54학번 玄玉順은 李漢基 교수가 토요일에 나와 지도한데 대하여 아무런 사례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전화 인터뷰, 2004. 9. 1.
42) 玄玉順, 전화 인터뷰 2004. 9. 1.
43) 57년에 會長을 했다는 玄玉順이 裵載湜 교수가 회고한 바 57년 가을에 梨花女大 생

들과 합동 세미나를 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의아하다. 玄玉順과 전화 인터뷰, 2004. 
8. 29. 54학번 申奉植도 57년 가을 梨花女大 학생들과 합동세미나를 한 것을 기억한

다고 했다. 전화 인터뷰, 2004. 8. 30.
44) 일본어 번역판이 1955년에 一又正雄에 의해 번역되어 有斐閣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
45) 盧明濬, 전화 인터뷰, 2004. 9. 5.
46) 車承轍, 전화 인터뷰, 2004. 8. 29.; 盧明濬 전화 인터뷰, 200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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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會長職은 55학번 李祺周가 맡게 되었다.47) 李祺周는 1956년 봄학기에 李漢

基 교수가 귀국하여 새로운 체제로 가르치는 國際法 1부를 수강하여 우수한 성

적을 받았고, 1957년 가을학기에도 역시 李漢基 교수의 새로운 체제의 國際法 2

부를 수강하여 역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므로, 새로운 체제의 國際法에 대하여 

가장 해박한 제자로 學會 活動에도 적극적이어서 李漢基 교수의 총애를 받고 있

었던 터 다.48) 李祺周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會長직을 열심히 수행하 다. 會則

도 다시 만들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外交 路線을 펼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차 있어서, 학생들이 유엔과 國際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다. 서울大 法

大 학생들 가운데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

에 필수 과목인 國際法을 공부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았다.

1957년 가을학기에 裵載湜은 서울大 法大와 梨花女大 法政大 양쪽에서 시간강

사로 國際法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梨花女大에서 학생들이 특별 지도를 요청해와 

상담하는 가운데 묘안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1974년에 필자의 향 하에 金容學 

등 이 간행한 세실저널(SESIL Journal) 創刊號에서 격려의 말을 통하여 세실이 

創立된 것이 1957년 가을이라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어느 날인가 梨大 법학과 및 정외과의 몇몇 학생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梨

花女大 학생들 몇 명이 國際法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해달라고 찾아왔었다. 매

주 토요일에 國際法에 관하여 특별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찾

아온 학생들은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었고, 청을 할 때의 진지한 태도를 봐서

는 기꺼이 응낙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무렵 나의 사정이 허하지 못함을 안타

까이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때만 해도 서울法大 내의 <國際法

學會>의 세미나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까닭에 

(李漢基 교수님과 내가 지도를 맡고 있었다) 토요일에는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나대로는 하나의 좋은(?) 착상에 이르 다. 그것은 

서울法大 <國際法學會> 세미나에 梨大 학생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이었다.”49)

47) 玄玉順, 면담 인터뷰, 2004. 9. 12.
48) 李祺周는 李漢基 교수가 國際法學 下卷을 탈고하 을 때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

다. 李漢基, 國際法學(下), 1961년 초판 서문 참조. 李漢基 교수는 1959년 3월말에 李

祺周가 大學院 시험에 합격해 놓고서도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外務部로 들어가버린 

것에 대하여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여 그가 떠나가 버린 후에 강의시간에도 역정을 내

었다고 한다. 盧明濬 전화 인터뷰, 2004. 9. 5.
49) SESIL Journal, 創刊號(1974) “격려의 말” 3쪽. SESIL은 원래 Seoul Ehwa Semina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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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花女大 法政大 學生들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法大 학생들도 호기심에 더 모

여들어서 “긴장과 부드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었

던 일이 기억난다”고 회고했다.50) 그 당시에 4학년 會長 54학번 玄玉順은 취직

을 하여 이미 會長職을 李祺周에게 넘기고 나서 학교에 잘 안나왔고, 申鉉德의 

부인이 된 54학번 金在姙과 金和淑 등 여학생 회원들이 4학년 2학기에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던 탓인지 서울大 國際法學會 회원들이 梨花女大 학생들과의 세

실(SESIL)모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51) 會長 李祺周는 당시 國際

法學會가 서울大 法大의 어느 學會보다 인기가 높았고, 세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회고했다.52) 이 무렵 李祺周가 法大 여학생들의 신경을 거스르

지 아니하고 梨花女大 학생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은 54학번 여학생들이 이

미 4학년 2학기가 되어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고, 李祺周와 같은 55학번 여학생 

회원이 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53)

그 당시에 학생들이 國際法學會에 몰려들었던 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실

적인 이유는 졸업 후의 진로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53학번 가운데는 外務部에 

13명이나 진출했다. 이 숫자는 서울大 法大 학생들이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合

格者 가운데 태반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54학번에서도 6명이나 外務部에 

들어갔다. 휴전후 취직이 ‘하늘에 별 따기’이던 시절에 高等考試는 가장 매력적

인 것이었다. 高等考試 가운데서도 行政科 3部인 外務職이 인기가 높았다. 세계

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후진국 가운데 하나 던 한국에서 外交官이 되어 남

부럽지 않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외국을 왕래하며 국가를 위하여 일하며 산다

는 것은 당시 청년들이 가장 선호했던 취업분야 다. 결혼 적령기에 든 아가씨들

의 배우자 직업 선택 분야 가운데 최고로 인기 높은 분야이기도 했다. 서울大 法

大에서도 다수 학생들이 外交官을 지망하 다.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에서 

낙방하는 학생들은 高等考試의 다른 분야를 다시 시도하든가, 아니면 은행에 취

International Law의 약자 는데, 이 學術誌의 創刊號에서는 Seoul Ehwa Society of 
International Law라고 命名하 다.

50) Id.
51) 서울大 법대 54학번에는 여학생들이 13명이나 있었다. 申鉉德 전화 인터뷰, 2004. 8. 

26., 金和淑 전화 인터뷰, 2004. 8. 26.
52) 李祺周, 전화인터뷰, 2004. 7.-8. 여러 차례.
53) 54학번 여학생들은 세실(SESIL)에 관하여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다. 金在姙과 결혼한 

申鉉德도 모른다. 55학번 여학생으로는 馬貞淑, 朴京愛 등이 있었다. 朴京愛는 1년 위 

車承轍의 부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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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든가 중고등학교 교원이 되는 길이 있었다. 國際法을 공부하여 학계로 나간

다는 것은 그 성공 가능성이 보장이 되지도 않았고 비용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아니면 

섣불리 덤비지 못하 다. 國際法學會에 모여서 國際法을 공부한 학생들은 李漢基 

교수의 강의가 재미있어서 모 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高等考

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필수과목인 國際法을 원서

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여 國際法도 공부하고 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54)

李祺周가 1958년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서울大 法大 강의실에서 同 學

會 會員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58학번 1학년 權丙鉉이 나타나서 참

가를 원해서 2학년 이상이라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거절하자 “공부한다는데 학

년이라는 게 다 무업니까”하고 덤비며 참가를 원하여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준 

일이 있다고 회고했다.55) 李祺周 會長과 함께 활동하던 55학번 동기들은 金鎭億, 

朴京愛(1년위 車承轍의 부인), 李德姬, 馬貞淑 등이 있다.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오펜하임의 國際法(International Law)을 가지고 李漢基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 식

으로 공부했다고 했다.

“國際法學會의 활동은 李祺周부터”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그의 리더십

은 탁월했다. 學會도 회칙에 의해 운 되었고 金鎭億을 총무로 두는 등 비로소 

체제를 갖추었다.56) 그의 휘하에 후배들이 많이 모 다. 1959년 졸업과 동시에 

그가 外務部 入部試驗에 합격하여 대학을 떠나게 되자, 그의 1년 아래 56학번에

서는 會長 姜恂熙가 이어받았으나, 그가 젊은 시절에 별세하여 그 무렵의 사정을 

소상히 알기 어렵다. 56학번 申甲澈도 당시의 풍습에 따라 3학년까지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59년의 사정을 잘 모른다. 일년 아래 57학번 盧明濬과 이년 아래 

58학번 權丙鉉의 증언에 비추어, 姜恂熙는 대체로 李祺周 會長의 체제를 이어 비

슷한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54) 학계로 간 申鉉德도 外交官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그는 결

국 서울大 行政大學院을 지망하여, 1960년 3월 석사학위를 받았다.
55) 李祺周, 전화인터뷰, 2004. 7.-8. 여러 차례. 權丙鉉, 전화인터뷰 2004. 7.-8. 여러 차례.
56) 58학번 權丙鉉은 제1대 會長으로 李祺周를 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1957년 가

을학기부터 1959년 3월말 졸업시까지 1년 반 동안 會長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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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國際法 模擬裁判 開催

1959년 3월에 55학번 李祺周 會長이 法大를 졸업해서 外務部에 들어간 다음에 

會長職은 56학번 姜恂熙(별세)를 거쳐서 1960년에는 57학번으로 4학년이 된 金

南敎가 1학기 동안 會長을 했다. 1960년 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데모는 

4.19유혈사태를 유발하 고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무너졌다. 이 

무렵 美國國際法學會에서 제1회 제섭(Jessup) 國際法 模擬裁判 競試大會가 열렸

다는 소식이 전해졌다.57) 4학년 2학기가 되자 會長 金南敎가 실업계로 나가겠다

며 인생의 진로를 바꾸며 사임하여 會長職을 역시 4학년 盧明濬이 맡게 되었

다.58) 盧明濬은 1학년 때부터 學會 活動을 열심히 해온 터 으므로 李祺周 會長

때부터 2학년 동기생으로 열성적으로 참가한 裵秉承(별세), 朴健雨, 白忠鉉, 李興

元, 玄輝男 등을 규합하여 學會 活動을 전개했다. 李祺周의 3년 후배인 58학번 

權丙鉉도 1년 위 선배들에 못지 않게 적극적이었다. 그는 李漢基 교수가 콜럼비

아 大學에서 감명 깊게 보았다고 누차 말했던 國際法 模擬裁判을 하고 싶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韓日會談 쟁점 사항 가운데 특히 문

제가 되고 있던 請求權 問題, 文化財 返還 問題, 漁業 問題 등 쟁점 사항이 산적

해 있었다. 특히 日本측에서는 平和線과 獨島 問題 등으로 國際裁判을 제안하는 

등 國際法的 懸案 問題가 등장하고 있었으므로, 李漢基 교수와 裵載湜 전임강사

는 만일의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에 國際裁判이 있게 된다고 하면 재판정에 나

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후일에 대비하여 후진 양성 차원에서 우리도 

國際法 模擬裁判을 열어야 하겠다는 의논을 했을 것이다.59) 그해 봄 美國國際法

學會 年例總會에서 열린 國際法 模擬裁判 소식은 서울大 國際法學會 학생들에게 

模擬裁判을 열어보겠다는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하 다.60)

1960년 9월 裵載湜 교수가 출제한 模擬裁判 問題는 平和線이 宣布된 이듬해인 

57)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ww.asil.org.
58) 韓國外國語大學校 명예교수(國際法), 大韓國際法學會 전 會長으로 현재 理事로 있다.
59) 李漢基 교수는 필자가 同 學會의 會長을 하던 1971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60) 李漢基 교수는 學會長 盧明濬이 模擬裁判을 열자고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회고하 다. 
李漢基 녹취록(1990년 경). 필자는 당시 李漢基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입원

했다가 퇴원한 사실에 주목하고 國際法學會 역사 등에 관한 질문지를 준비하여 學會 

대표로 하여금 녹취를 하게 했다. 녹음테이프는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그후 盧明濬에

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자가 여러 차례 문의하 으나, 자신은 그러한 제안

을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李 相 冕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419∼449434

1953년 2월 4일에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日本 漁船에 대한 銃擊 

事件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더욱 실감이 났다.61) 請求趣旨로는 첫째로 平和線을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한 銃擊事件으로 일본 어부 1명이 사망하고 기타 선원 15

명이 부산 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일본 정부가 平和線 선포로 

일어난 직접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20억원을 지불할 것과 동시에 平和線을 철

폐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고, 둘째로 문제의 일본어선 후지마루(富士丸) 

선원이 사망 등으로 인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불할 것

을 요구했다. 模擬裁判이 열린 11월 26일 보다 3일 후에 당시 최고의 신문으로 

통하던 한국일보에서는 당시에 8면밖에 발행하지 않던 지면 가운데 2면이나 할

애하여 模擬裁判의 전 과정과 양측 대리인, 보좌인,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결 내

용을 상세히 보도했다.62) 당시 4학년 57학번 裵秉承은 한국측 변호인을 맡았고, 

3학년 58학번 權丙鉉은 일본측 변호인 역을 담당하 으며, 4학년 會長 盧明濬은 

재판관 역을 맡았다. 韓榮洙, 金景澈, 孫繼政, 田秀一, 趙東昌 등 58학번들이 재

판관단과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각기 활약을 하 다. 59학번의 姜沅中, 鄭文和, 鄭

貴鎬, 金錫洪, 權東烈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63) 9월 초부터 준비에 들어가 

11월 말에 模擬裁判을 열기 위하여 치 한 준비를 하 다. 양측이 서로 상의하여 

사안을 분석하여 쟁점 사항을 정했고, 일본어를 공부해가면서까지 일본 학자의 

서적을 탐독하는 등 深度있는 자료 연구를 통하여 判決文까지도 사전에 상의하

여 이른바 연극처럼 각본을 짰다. 실제로 7년 전에 平和線 내에서 발생한 銃擊 

事件 때의 往復文書도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우선 1945년에 있었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隣接 大陸棚과 漁業水域에 대한 主權 宣言에 유의하여, 이 

두 개념을 합쳐서 宣言한 平和線의 개념을 大陸棚과 上部水域으로 나누어서 그 

법적 지위를 분석하여 각각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고 방어를 하 다. 재판부에

서 판결에 편리하도록 양측은 特別協定(special agreement)을 통하여 법규범이 확

61) 비슷한 銃擊 事件은 平和線이 선포된 후인 1953년 2월 4일에 일본 底引網漁船 제1.2
大邦丸이 제주도에서 흑산도 쪽으로 19마일되는 곳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우리나라 해상경비정에서 가한 총격으로 승조원 1명이 사살된 후

에 어선이 나포된 事件이 발생하기도 하 다. 池鐵根, 平和線(1979), 306-307쪽.
62) “―平和線은 合法的인가― 서울法大서 模擬國際司法裁判을 主催”, 한국일보 1960. 

11. 29(화요일).
63) 權丙鉉, 證言,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서울大學
校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2004. 9. 6),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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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합의해 둔 <衡平과 善>(ex 

aequo et bono)에 의하여서도 판결할 수 있도록 하 다. 필자가 同 學會의 會長

을 하던 1971년 國際法模擬裁判과 裁判長을 하던 1974년 國際法模擬裁判에 裵載

湜 교수가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 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裵 교수의 지

도로 <衡平과 善>이 적용 법규로 원용된 것으로 보인다.64) 그리하여 재판부에서

는 漁業水域에 대해서는 남미 제국의 선례와 자원 보존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서 

규범성을 인정했고, 大陸棚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의 선례가 별로 없는 등 규범성

이 약하다고 이를 기각하 으나, 平和線 宣布에 대해서는 1958년 제네바 協約상

의 保存水域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이를 인정하여 平和線 宣布로 인한 일본의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장의 판정투표권 행사로 9대 8로 기각되었다. 한국일보 보

도에는 9대 8이면 얼핏보면 재판부가 17명이 되어 國際司法裁判所에 이미 선임

되어 있는 타나카(田中耕太朗) 裁判官 이외에도 별도로 特別裁判官(ad hoc judge)

을 임명하여 학생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나,65) 사실은 國際

司法裁判所에 상근중인 15명의 재판관 외에 한국측 特別裁判官이 선임되어 재판

이 진행되었으나, 투표결과 8대 8로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裁判長이 판정투표권

을 행사하여 9대 8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에 隣接 水域에 대한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의 行使의 선례가 남미와 페르샤만 일부 국가들에서 있었

다는 점에서 규범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던 당시에 大陸棚의 地位

와 그 上部水域의 地位를 별도로 판단한 것은 재미있는 이론이었다.

模擬裁判이 열린 장소는 지금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되어버린 동숭동 

서울大 캠퍼스의 중앙도서관 건물 아래층에 있던 대강당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동양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模擬裁判을 방청하기 위하여 학내외 교수들

과 학생 일반인 3-4백 명이 운집하 는데, 앞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응원 겸 

방청을 하던 梨花女大 法政大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준 하얀 마후라를 졸업

식 가운에 착용하고 나온 서울大 法大 학생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模擬裁判은 각본을 미리 만들어서 그에 따라 흥미진진하게 진행해가는 

것으로, 그해 봄에 미국에서 열린 제섭(Jessup)國際法 模擬裁判 競試大會와 매우 

다른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었다.66) 각본을 미리 짜고 하는 模擬裁判은 그 

64) 國際司法裁判所 規程, 제38조 2항 참조.
65) 한국일보, op. cit.
66) 盧明濬, 權丙鉉, 證言,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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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전통이 되다시피 하여 내려왔다. 확정된 사안이 주어진 상태에서 양측 변

호인단 간에 경쟁적으로 변론서를 작성하여 模擬裁判 현장에서 역시 경쟁적으로 

변론을 하는 체제가 아닌 한, 이러한 연극적인 模擬裁判은 피할 방법이 별로 없

을 것이다. 이처럼 연극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제한된 자료를 함

께 보면서 참가 학생 모두가 다 함께 연구하고 상의해서 더욱 알찬 변론서를 만

들었다면, 그것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학부 학생들끼리 자료를 함께 사용하며 이용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Ⅳ. 模擬裁判의 繼承 發展

1960년에 同 學會가 이룩한 國際法 模擬裁判은 선례가 되어 이듬해 5.16軍事

革命이 일어난 해에도 열렸다. 韓日會談 反對 학생데모가 격화된 1965년 한번을 

제외하고서는 1971년 필자가 學會 會長으로서 제11회 模擬國際司法裁判을 주도

할 때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5.16軍事革命이 일어난 1961년에 개최된 제2회 國際

法模擬裁判은 당시 韓日會談의 난제 던 <對日請求權 問題> 다. 1960년 제1회 

國際法模擬裁判에 적극 참가하 던 58학번 權丙鉉은 고시준비에 집중하기 위하

여 제2회 國際法模擬裁判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같은 학번의 韓榮洙가 會長이 되

어 模擬裁判을 이끌었다. 韓榮洙는 결국 고시의 꿈을 접고 실업계로 나갔으며, 

함께 활동하던 孫繼政, 金景澈 등도 역시 실업계나 언론계로 나가고 말아 모두 

國際法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지금은 애석하게도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

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아무런 자료도 기록도 남기지 않아 模擬裁判을 한 정확

한 날짜조차 모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1962년에도 이어졌다. 59학번 姜沅中 會長은 獨島領有權問題를 

주제로 하여 11월에 제3회 模擬裁判을 가까스로 열었다. 61학번 鄭泰翼과 權寧

夏가 변호인 역할을 했고 裁判長은 당시 外務部 邦交局長 崔雲祥 박사가 맡았으

며, 배석 재판관은 단국대 朴鍾聲 교수 등이 맡았다고 한다.67) 실무지도는 高等

67) 崔雲祥, 전화 인터뷰, 2004. 9. 14. 鄭泰翼, “나의 국제법학회 시절 이야기”, 서울大 

國際法學會, 國際法學會 50年史 紀念資料集(2004. 9. 6.), 43쪽 참조. 鄭泰翼은 여러 

해에 걸쳐서 학회 활동을 하여 1963년 자신이 회장을 할 때의 사실과 전년과 후년의 

사실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2004년 현재 러시아 대사로 현지에서 분망하여 

미처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자더러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 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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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試 行政科 外務職에 합격하여 外務部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던 權丙鉉이 담

당하 다. 함께 활동하던 회원들은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이 없어졌으므로 國際

法을 공부할 뜻을 高等考試의 꿈과 함께 접고 실업계 등으로 흩어졌다. 그런 탓

이었던지, 1962년에는 前年에도 그랬지만 國際法模擬裁判에 관하여 피데스(Fides)

에 기록된 바가 없었다. 1961년과 1962년에 이처럼 同 學會의 활동이 시들해진 

데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다. 어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던 59학번 洪雄植은 

法大 내에 外交學會를 만들어 駐韓 外交使節들을 초대하여 어로 국제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열었다.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외국인으로 유명한 스코필드

(Scofield) 박사를 초빙하여 당시의 정치, 사회 문제에 관하여 어 토론 모임을 

갖기도 했다.68) 外務部 선배들을 초빙하여 경험담을 듣는 등 國際法學會와 별도

로 활동을 했지만, 外交學會와 國際法學會에 모두 참석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4학년 60학번 金容煥 會長으로부터 일찌감치 會長직

을 이어받은 61학번 3학년 鄭泰翼은 침체 상태에 있던 國際法學會와 外交學會를 

통폐합하여 國際法外交學會를 조직하고 會長에 취임했다.69) 5.16 軍事革命이 일

어났던 1961년에 입학한 그의 행동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당시에 그와 뜻을 같

이 하고 경쟁한 金聖洙도 역시 대단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1963년 10월 12일 

제4회 國際法模擬裁判이 열렸는데, 主題는 이미 1947년에 國際司法裁判所에서 판

결이 난 바 있는 국과 알바니아 간의 코르푸海峽事件(Corfu Channel case)

다.70) 模擬裁判 지도는 제네바에서 구겐하임 교수 문하에서 코르푸海峽事件으로 

5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大 法大에서 政治學을 가르친 鄭一永 교수가 

피데스(Fides)에 기록된 바를 따른다. 1963년 國際法模擬裁判에서 金聖洙가 鄭泰翼과 

함께 변호인 역할을 한 다음,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Fides에 실은 國際法模擬裁判 

개요에 비추어 보면, 鄭泰翼이 제시한 재판관 명단은 전혀 다르다, vol. 10, no. 
4(1963). 崔雲祥이 外務部 邦交局長을 역임한 것이 1962년이고, 權丙鉉이 外務考試에 

합격하여 外務部 入部를 기다리고 있던 것도 1962년이므로, 前年의 것으로 홍동하는 

것 같으나, 盧明濬은 자신이 재판장을 한 것은 1960년 단 한번뿐이며 졸업후 곧 미국 

유학을 떠나 십녀년 후에 귀국하 다고 하므로 정태익의 증언은 정확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盧明濬 전화 인터뷰, 2004. 9. 13.
68) 鄭泰翼, “나의 國際法學會 이야기”, 國際法學會 50年史 紀念資料集, 서울大 國際法學會

(2004. 9.) 洪雄植은 그후 外務部에 들어갔으나, 初級 外交官 시절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69) 鄭泰翼은 지금도 당시에 자신이 두 學會를 통폐합하여 國際法外交學會의 초대 會長에 

취임하 다고 말하고 있다. 鄭泰翼, “나의 國際法學會 시절 이야기”, 서울大 國際法學
會 50年史 紀念資料集(2004. 9.) 참조.

70) I.C.J. Reports(1947-48),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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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국측 대리인은 金泳世가 맡았고, 알바니아측 대리인은 朴榮造가 맡았

다. 국측 변호인은 4학년 朴鍾恰 鄭泰翼 金聖洙가 맡았고, 알바니아측 변호인

은 權寧夏 鄭文和 宋永植이 맡았다. 당시에 피데스(Fides) 편집장을 하던 金聖洙

는 模擬裁判 내용을 요약하여 피데스(Fides)에 실었다.71) 이것이 先例가 되어 그 

후에도 國際法模擬裁判 기록이 피데스(Fides)에 가끔 실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4년 10월 13일에 62학번 朴鍾恰 會長의 지도력으로 제5회 國際

法模擬裁判이 열렸는데, 주제는 당시에 이른바 大田協定 또는 韓美行政協定이라

고 불리우던 韓美駐屯軍地位協定의 제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던 駐韓

美軍에 대한 刑事管轄權 問題 다. 이른바 大田協定은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하에서 駐韓美軍에게 排他的인 刑事管轄權을 미군당국이 행사하도록 부여하고 

있었는데, 休戰 상태가 십 년이나 지속된 당시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토(NATO)에 있어서의 駐屯軍地位協定이나 駐日美軍의 地位協定의 경

우에 管轄權이 屬地主義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논박을 하는 사건이

었다.72) 제5회 模擬裁判의 내용도 역시 피데스(Fides)에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여

기에는 원고인 검사역을 한 金泳世(법3), 兪正鎬(법3), 金權澤(법2)과 피고측 변호

인 역할을 한 朴鍾恰(행3), 權俊雄(행3), 金日洙(법2), 朴珠煥(법2)의 이름도 선명

하게 열거되어 있다.73)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른바 大田協定은 國際法上 基本原則

인 國家平等主義에 현저히 어긋나는 不平等條約이며 屬人主義에서 折衷主義 내

지 屬地主義로 나가는 국제적인 경향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한국 헌법에 비추

어보아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74) 앞서 살핀 대로 이듬해 1965년에

는 韓日協定 체결로 학원사태가 격화일로를 치달아 학교가 휴업하는 사태가 벌

어져 63학번인 金權澤 會長은 國際法模擬裁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金

權澤은 그 길로 高等考試준비를 하러 서울을 떠났다. 그는 과연 高等考試 司法科 

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를 역임했지만, 당시에 學會 會長으로서 模擬裁判을 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불찰로 빚어진 것이라면서 가슴아파해 왔다.75)

1965년 韓日基本條約이 발효한 이듬해인 1966년 5월 6일에 64학번 會長 韓錠

71) Fides, vol. 10, no. 4(1963) 참조.
72) Fides, vol. 11. no. 2(1964) 참조.
73) Id.
74) Id.
75) 金權澤은 판사를 그만두고, 여러 해 전에 변호사를 개업했으나 지난 2002년 이래 휴

업중이다. 전화 인터뷰,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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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의 지도력으로 제5회 國際法模擬裁判이 열렸다. 模擬裁判의 主題는 일반적으로 

<國際法을 國內法에 受用 또는 適用하는 事件>을 다룬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

으나, 간단히 말하자면 <外國人의 國內 土地 所有 問題>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 

事案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인의 地上權을 包括承繼하여 外國人 土地

法 施行令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하 다가 각하당한 일본인

의 차별처우에 관한 行政處分이 一般國際法規 특히 유엔憲章에 위반되는 여부가 

것이 쟁점이었다. 원고인 일본인측 변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일국의 外國人 土地

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외국인 상호간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 으며, 이러한 차별은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憲章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憲章의 국내

적 효력을 인정한 주요국의 판례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들의 학

설을 원용하 다.76) 피고측에서는 미국인과 일본인을 법적인 측면에서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라, 다만 事情變更의 事例와 公共의 目的에 필요한 여러 가지 事由

에 비추어볼 때 公共의 目的에 적합하게 處分이 내려진 것이었던 것이며, 미국인

은 韓美友好通商航海條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저 內國民待遇를 하 을 뿐

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處分行爲는 公共 目的에 의거한 自由裁量

行爲 으며, 설사 羈束裁量行爲로 본다고 할지라도 거부할만한 중대한 公益上의 

事由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은 또한 유엔憲章上 人權規定의 국내적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쿤츠(J. Kunz)교

수와 허드손(M. O. Hudson)교수의 학설을 원용하면서 유엔憲章 제55조와 제56조

에 규정된 내용은 人權尊重의 一般的 目的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

했다.77) 변론의 요지가 요약되어 피데스(Fides)에 실렸으므로 피고측 변론인 역을 

한 朱元泰(3), 楊錫根(3)과, 원고측 변론인 韓錠吉(3), 安旺善(3)의 공방 내용은 대

체로 알 수 있으나, 재판장 宋雙鍾(4)과, 배석재판관 吳潤卿(3), 李東守(3)으로 구

성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67년에는 65학번 尹志峻 會長은 曺昌範, 崔京甫 등과 함께 <渡航證에 의한 

北傀技術者의 日本入國 事件>으로 제7회 模擬裁判을 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도 前年과 달리 그 내용이 피데스(Fides)에 실리지 않아 模擬裁判이 11월에 열렸

다는 것만 구전되어 내려올 뿐이며 참가자가 누구 는지 등 자세한 정보가 남아

76) Fides. vol. 13, no. 1(1966) 참조.
7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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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없다. 이듬해인 1968년에는 會長 柳明桓의 리더십 아래 제8회 模擬裁

判이 5.23. 열렸다. 事件名은 <專管水域 內에서의 大韓民國軍用機에 의한 日本漁

船 被擊事件>이었다. 그 내용이 피데스(Fides)에 사실관계의 개요와 양측 변론 요

지가 소상히 요약되어 있다.78) 그러나, 참가자 명단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알 길이 막연하다. 1969년에도 <大韓民國의 大陸棚 開

發>로 인한 模擬國際仲裁裁判이 학원사태에도 불구하고 洪世峰 會長의 노력으로 

열렸다. 그러나, 前年과 마찬가지로 그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이듬해인 

1970년에도 역시 權寧國 會長의 노력으로 <航空機拉致事件>이 열렸으나, 마찬가

지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없다.

V. 國際法學會 草創期 活動의 意義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大 國際法學會는 大韓國際法學會 創立 發起人大會

가 港都 釜山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LST艦上에서 개최된 1953년 5월에 李漢

基 교수와 朴觀淑 교수의 지도 하에 학문의 후속 세대를 시급히 육성하려는 大

義에서 설립되어, 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同 學會 會員들이 졸업후에 사회에 진출

하여 우리나라 國際法과 國際法 실무의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컸다. 1953

년 5월 李漢基 교수와 朴觀淑 교수는 大韓國際法學會 創立 發起人大會에 참석하

고 대단히 감격하 을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하여 들은 裵載湜 등 당시 大學院 학

생들도 李光鎬, 黃世哲 등 학부 학생들과 함께 대단히 관심이 높았을 것이다. 바

로 전년인 1952년 1월 18일에 우리 정부는 平和線을 선포하 지만, 4월에 샌프

란시스코 講和條約의 발효하여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자 일본어선이 려들기 시

작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과 전쟁을 치르는 일방, 일본 어선의 격퇴에 골몰

하고 있었다. 일본의 獨島領有權 주장에 대하여 반격을 가해야 하는 등 國際法的

인 懸案 問題와, 反共捕虜 釋放과 休戰會談 交涉 등 韓國戰爭과 관련된 國際法 

문제도 산적해 있던 터에, 당시에 얼마 안되는 國際法 硏究 人力의 補强이 시급

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두어 달 후인 7월 27일에 休戰協定이 調印되어 港都 釜山의 서대신

동 가교사에 있던 서울大 法大가 서울로 還都하여 자리를 잡기에 분망하던 때에 

78) Fides, vol. 15, no. 1(1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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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學會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國際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李漢基 

교수와 大學院生 裵載湜 주위에 모여 당시 우리나라가 봉착한 國際法的 諸 問題

에 관하여 논의를 하 을 것이다. 처음에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 는지는 당시에 

주역을 하 던 분들이 이미 타계하 고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어 자세히 알 

길이 없으며, 그들의 행적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분들이 생존하여 증언을 하는 것

으로 그들의 활동상을 그려볼 수 있을 뿐이다.79) 戰時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

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가 休戰이 되고 還都하여 

비로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역시 비슷

한 면이 있었다. 戰時에는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이 없을 때도 있었고 있다고 

하여도 3-4명 정도를 선발할 뿐이었으며, 그것도 서울大 文理大 학생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法科大學에서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에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기

가 쉽지 않았다.80) 還都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학교가 정착하면서 정부에서는 제

대로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서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합격자 수를 서서히 늘리

기 시작하 고, 몇 차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서울大 法大 53학번에서만도 13명

이나 합격하게 되자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에 응시하려 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

어났다. 국내법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法科大學에서 어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하

던 시기에 어교재로 國際法 原書를 읽고 사안연구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교과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취약한 분야를 國際法學會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학생들이 基本書로 브라이얼리(Brierly)의 國際法(The 

Law of Nations)이나 오펜하임(Oppenheim)의 平時國際法(International Law: 

Peace)을 공부하 고 케이스북(case book)에 나오는 주요 국제판례를 스텐실紙에 

타자, 등사하여 공부하 다는 것은 대단한 시도 다.81) 이러한 실력 양상이 누적

되어 1960년에 수준 높은 模擬裁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1960년 4.19義擧가 일어나던 해에 처음으로 열린 바 있었던 國際法模擬裁判이 

79) 1955년 10월에 私法學會를 創立한 52학번 都志薰은 서울大 國際法學會를 李光鎬가 

이끌었다고 증언했다. 都志薰, 전화인터뷰, 2004. 9. 29. 53학번 朴魯洙는 52학번 李光

鎬가 3학년 때 模擬 유엔 總會에 참가하고 이듬해 會長으로서 模擬유엔總會를 서울大

에 유치하는 등 활약상이 많았던 것과, 國際法學會에 이따금씩 참석한 것 등을 떠올

리면서 초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 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
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80) 韓昌植, 전화 인터뷰, 2004. 9. 6.
81) Brierly, J. L., The Law of Nations, 5th Ed. (Oxford,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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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까지 韓日基本協約 체결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학원사태로 말미암아 

模擬裁判을 열지 못한 1965년 단 한번만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연례적으로 열렸

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學生會員들이 부릭스(Briggs)의 케이스북 등 事案集을 가

지고 세미나식으로 공부했다는 것도 놀랍다. 國際法模擬裁判을 잘 해볼 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 학술서적을 탐독하 다는 것도 역시 우리 교육의 빈 공

간을 학생 스스로가 메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82) 이러한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學會 活動은 종종 사회적 여건에 의해 향을 받았

다. 4.19義擧에 의해 고양된 학생들의 의기가 결집되어 제1회 國際法模擬裁判을 

성대하게 이루어 내었는데 반하여, 5.16軍事革命이 일어나 혼란스럽던 시기에는 

同 國際法學會는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져서 外交學會와 별도로 활동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저조하 다가, 이른바 民政移讓에 따라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고, 經濟開發5個年 計劃이 현실로 나타나는 등 앞날의 꿈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보이던 1963-1964년에 와서는, 國際法模擬裁判도 비교적 알차

게 거행하 고 기록도 남기는 정성을 보 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대로, 韓日基

本條約의 체결과 그 후유증으로 학생데모가 격화일로에 있던 1965년에는 國際法

模擬裁判도 역시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은 사회적 여건이 학업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에도 國際法模擬裁判은 매년 열렸으나 국민들이 

경제건설에 희망을 갖던 시기에는 國際法模擬裁判도 알차게 거행되었고 학원사

태로 인하여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模擬裁判을 간신히 열 수 있는 정도에 

있었던 1960대 말에 접어들면서, 國際法學會는 國際法模擬裁判을 열고서도 模擬

裁判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등 저조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 역시 당시의 사회상

을 반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浮沈의 現狀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여건 외에도, 1962년에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이 폐지되어, 주요 考試과목의 하나인 國際法을 철저히 공부

하려는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어, 高等考試 行政科 內務職이나 財經職을 치거나 

高等考試 司法科를 치거나 취직 시험을 쳐서 실업계로 나가버리는 등 國際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적어져서 同 學會 活動에 타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타격은 1968년에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이 外務高等考試로 부활되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 던 것 같다. 휴전 후 강토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처절했던 가난

한 나라에서 국제무대에서 주름잡는 화려한 外交官 生活을 꿈꾸는 학생들이 同 

82) 權丙鉉, 證言,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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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會에 몰려들어 國際法을 原書로 공부하고자 했던 현실적인 요소가 더 컸을지

도 모른다.83) 여하튼 그 유명했던 土曜日 國際法 세미나도 李漢基 교수가 대학본

부 보직을 맡고 裵載湜 교수도 학내 보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高等

考試 行政科 外務職도 폐지되자 더 이상 활기를 띨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大 國際法學會 草創期 歷史를 살펴보면 國際法을 학문적으로 공부할 목적

으로 學會를 찾았던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51학번의 金燦圭는 재학시 同 

學會와 인연을 맺을 겨를이 없다가 졸업후 곧바로 延世大 大學院으로 갔고, 역시 

51학번 李丙朝도 同 學會와 관련이 없이 졸업을 한 후에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

와 1964년부터 학계에 진출했다. 54학번 金明基는 1958년 3월 말에 졸업을 하

으나, 재학 중에 同 學會 활동을 하지 않았고, 졸업 후에도 오랜 기간 학문에 뜻

을 두지 못하다가 근 십년 후인 1969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되어 학문의 길

을 걷게 되었다.84) 54학번 申鉉德은 회원으로 활동하며 누차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을 보다가 서울大 行政大學院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도미하여 유학후 

취업을 하고 있다가 1974년에 귀국하여 延世大學에서 197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학계로 진출하여 國際環境法을 저술하는 등 국제법 방면에도 공헌을 했다.85) 

1960년에 同 學會 會長을 지내고 제1회 模擬裁判을 개최한 기에 속하는 57학번 

盧明濬도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 시험 준비를 하다가 유학길을 택하여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1971년에 귀국하여 학계에 투신하 다. 같은 

57학번 白忠鉉도 同 學會活動을 하 지만 李漢基 교수 문하생으로 오로지 학문

에 뜻을 두어 대학에 남게 되었다.86) 同 國際法學會가 생긴지 근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원 가운데 학계로 진출하여 國際法을 전공한 사람은 盧明濬과 白忠

鉉 둘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4학번 玄玉順 會長은 학문에 뜻을 두고 國際法

學會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 으나 가정 형편에 의하여 그 뜻을 접고 외국인 기

관에 취직하고 말았다.87)

학생들의 同 學會 活動은 學習活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指導力(leadership)의 

訓鍊場이기도 했다. 1960년에 盧明濬 會長의 지도력과 그와 함께 활동한 裵秉承 

83) 서울大 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84) 金明基는 1976년 檀國大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80년 역시 檀國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5) 申鉉德, “國際法상 藥品管理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79).
86) 白忠鉉, 전화 인터뷰, 2004. 8. 30.
87) 玄玉順, 전화인터뷰, 200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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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열성 회원들은 55학번 李祺周 會長의 지도력에 學會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1956년 봄학기에 53학번, 54학번 학생들이 미

국에서 방문학자로 1년 반을 보내고 귀국한 당시 38세의 李漢基 교수의 문하에 

모인 것이나, 1960년 당시 30세로 학생과장을 하며 학생들과 가깝게 대하던 裵

載湜 교수의 향 하에 盧明濬, 裵秉承, 朴健雨, 白忠鉉 등이 활동하 던 것도 교

수와 학생 간에 학문에 관한 열정과 인간관계로 잇는 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會長들의 리더십은 절대적이었다. 同 國際法學會 會員들이 草創期를 회고할 때 

가장 많이 거명하는 사람은 55학번 李祺周와 61학번 鄭泰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際法學會는 李祺周로부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同 學會는 그로

부터 체제를 잡았다. 鄭泰翼은 제1회 國際法模擬裁判 후에 갈라져 있던 同 國際

法學會와 外交學會를 통합하여 國際法外交學會로 통폐합하여 學會를 中興했다. 

李祺周 앞에도 會長을 지낸 사람이 黃世哲과 玄玉順 외에도 52학번 李光鎬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88) 李祺周 이후에도 역대 會長들이 해마

다 있었건만 會長의 이름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89) 國際法 模擬裁判 沿

革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대 模擬裁判 일자가 정확하게 알

려지지 않은 1961년과 1966년 및 1967년은 模擬裁判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1965년 金權澤 會長은 韓日基本條約 締結로 인한 학원사태로 模擬裁判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원사태를 이유로 하여 모든 것을 접고 高等考試 

司法科 공부를 하러 절간으로 떠나버린 자신의 탓이었다고 후회했다.90)

同 國際法學會 活動은 세미나式으로 원서강독과 사안연구를 하여 학교 강의에

서 불충분한 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훗날에는 국제법연습 등을 통해

서 세미나式 강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國際法을 原書로 충실히 익힌 탓인

지, 회원들이 대거 高等考試 行政科 外務職에 합격하여 外務部에 들어가 막강한 

인맥을 형성하여 활약하 다. 회원들이 졸업 후에 다른 방면으로 나갔더라도, 원

서를 놓고 세미나式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훈련을 통하여 형성된 논리

88) Id. 玄玉順은 제1대 會長은 모르고, 黃世哲이 제2대 會長을 지냈고, 자신이 제3대 會

長 다고 말했다. 玄玉順, 면담 인터뷰, 2004. 9. 12. 都志薰, 전화인터뷰, 2004. 9. 29.
89) 歷代 會員 가운데 李祺周가 1957년 가을부터 1959년 졸업시까지 1년반을 역임한 것

과 82학번 李應溱이 全斗煥 정권이 등장한 이래 거의 存在를 찾기 어려웠던 同 學會

를 중흥하여 會長을 할 선배들이 없던 탓으로 2학년, 3학년에 會長職을 2년이나 역임

한 것이 돋보인다.
90) 金權澤, 전화 인터뷰,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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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적 사고력의 효과가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회원들이 外務部로 진출하여 ‘法的 

思考力(legal mind)’을 주무기로 하여 자기의 능력을 특화하고 國際 外交舞臺에서 

돋보이는 실력을 발휘한 데에도 同 國際法學會에서 연마한 실력이 작용했다. 그

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 가운데 곧장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여 학계로 진출한 사람이 1960년 模擬裁判을 창도한 기에 속하는 盧明濬

과 白忠鉉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盧明濬은 십여 년의 미국 유학을 거

쳐 韓國外國語大學 전임이 되었으므로, 결국 白忠鉉만이 서울大 大學院에서 國際

法을 전공하고 서울大 法大 전임이 되어 학계로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91)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찰하건대, 同 國際法學會 회원들은 왕성한 학회활동에도 불구하

고 당시 경제사정 등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서울大 大學院 進學으로 거의 

유도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結論

서울大 國際法學會가 우리나라 국제법학 발전과 국제법 관련 실무를 위한 인

재양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는데도, 그 胎動期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

사들이 대개 별세하고 자료마저 대부분 逸書가 되고 만 가운데, 하마터면 원히 

사라져버려 그 재구성이 불가능했을 同 學會의 胎動期의 歷史가 이 연구를 통하

여 비로소 미흡하나마 그 대개의 全貌가 밝혀졌다. 아직도 胎動 初期의 同 學會

의 모습이 杳然하여 계속하여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同 學會는 休戰協定 調印을 앞둔 1953년 5월 大韓國際法學會의 創

立 發起人大會가 港都 釜山 앞바다에서 개최된 후 얼마 안되는 시점에 胎動하

던 것으로 보인다.92) 그로부터 불과 두어 달 후인 7월 27일에 休戰協定이 調印

되어, 서울大 法大가 1953년 가을에 서울로 還都하여 定着하는 과정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대로 학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休戰 이듬해에 서울캠퍼스에서 

입학한 54학번 학생들은 다른 어느 기보다 야심에 차 있었다. 52학번 李光鎬 會

91) 서울大 개교 이래 1976년경 이른바 論文博士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서울大에서 國

際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李漢基, 裵載湜, 白忠鉉 세 사람뿐이었다. 論文博
士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大學에서 정상적인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博士學位論文을 작성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博士學位를 취득하는 것을 일컬었다.
92) 崔雲祥, 證言, 大韓國際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7. 16.



李 相 冕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419∼449446

長과 그의 뒤를 이은 53학번과 함께 다닌 50학번 복학생 黃世哲 會長의 지도력

으로 학회가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수년 이래 戰亂으로 인해 학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기가 일쑤 고 법학 교육이래야 형식적인 것에 그쳤던 것에 비하여, 54학

번 학생들이야말로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학업을 받아본 期 다. 李漢基 교수도 

그러한 분위기를 타고 1954년 9월에 미국 콜럼비아 大學에 방문학자로 가서 연

구하러 떠났다가, 1956년 초에 귀국하여 이들에게 세미나식 강의를 시도하여, 이

에 매료된 학생들이 운집하여 玄玉順 會長 때인 1956년 가을부터 1957년 여름까

지 기틀을 잡아, 1957년 가을에는 李祺周 회장이 취임하면서 학회는 체제를 잡

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93)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열린 歐美 原典講讀과 사안연구는 당시의 학제에서 

평소에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휴전 후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학문의 경

지를 개척하여 이를 전수하려는 교수의 정성과, 스승을 성심껏 모시며 학업을 추

구한 학생들의 자세가, 평화와 번 의 시대를 그리며 힘을 모으던 사회적 결집력

과 어우러져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후세의 학문적 기초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93) “학생들이 그 동안 암울했던 시기에 처해 있다가 ‘겨우내 마른 풀만 먹던 소가 새봄

이 되어 새싹을 맛보는 것처럼’, 歐美 原書로 하는 세미나式 國際法 강의에 신기해했

다.” 이 말은 58학번 權丙鉉이 李漢基 교수의 國際法 강의와 國際法學會 세미나에 참

석해보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면서 느낀 것을 훗날 표현한 것이지만, 53-57학번들에게

는 그보다 더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權丙鉉, 證言, 서울大 國際

法學會 50年史 資料集 編纂 懇談會, 200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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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ioneer Era of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at SNU
―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94)

Sang-Myon Rhee
*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was 

founded sometime after the Korean War (1950-53), but the exact birthday is 

unknown. Since most of the pioneer members, including the advising professors, 

have passed away, even a saga of the early days is indefinite. Some of the early 

pioneers belonging to different classes claimed to be one of the co-founders in 

different years. The present writer has chosen to study the pioneer era of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at SNU concerned about a possible consequence that 

its history could disappear into oblivion as time goes by, and decided to rescue 

the history somehow at this significant time when some of the forerunners are 

still alive. He has also thought that this study could be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s history could run along with tha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was also created in 1953 in Busan right before the Armistice 

Agreement after the Korean War.

Despite the various claims that the Society was inaugurated at different times, 

the present writer supports the most convincing historical fact that it was 

founded in May 1953 right after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Promoters for a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n board of an LST off the coast of 

Busan. The late Professors Han-Key Lee at SNU, Jae-Sup Park at the Korea 

University, and other distinguished participants like Ambassador Moon-Kyung 

Choi and Dr. Woon-Sang Choi, the then Director of the First Political Section at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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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re in attendance. It is highly likely 

that Prof. Han-Key Lee at SNU and Prof. Kwan-Sook Park formerly at SNU, 

the then professor of law at Ehwa Women's University and Lecturer at SNU 

encouraged students to organize an International Law Society at SNU, modeling 

after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was probably in 1954 that the Society at SNU came to exist 

possibly as an embryonic entity reading English books, even if it gradually 

transitioned in the spring of 1955 to include international law. It was only in 

1956 when the Society came into full bloom when Prof. Han-Key Lee began to 

teach international law by using seminar method with English international law 

books. He had just returned to SNU from the U.S., after studying with 

Professors Philip C. Jessup and Oliver J. Lissitzyn at Columbia University. A 

group of international law students gathered at the self-taught seminars on 

Saturday afternoons often with professors and some invited students from Ehwa 

Women's University. Such a seminar was highly effective in that students could 

learn both English and international law by using English text books. Some of 

the participants passed their yearly Diplomat Exams, probably thanks to the self- 

taught seminars, which have complemented the stagnant one-way lecture that 

lacked student discussions. It is remarkable that more than half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were at times from SNU College of Law.

The cumulative energy from the traditional seminars on Saturdays led to the 

first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in Korea possibly in the fall of 1960, modeled 

after the first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in the U.S. 

However, it was not yet a competitive moot court, but a sort of designed moot 

court that students virtually prepared for the entire semester. The subject of the 

moot court was related to the then prevailing maritime jurisdictional issues with 

Japan involving extended jurisdictional zones called the Peace Line or Rhee 

Line, which is equivalent to the present exclusive economic zone. Memorials of 

the two teams including the final judgment were reported in abstract in a 

prestigious newspaper that celebrated its first inaugural moot court in East Asia.

Thereafter the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has become a tradition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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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 discontinuation from time to time due to campus riots under the then 

dictatorial government. The self-taught seminar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self-designed moot courts we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designed to equip the 

students with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o strengthen their legal 

minds. Many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became diplomats at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erein they could realize what they had dreamed 

of while participating in the Society's activities.

However, the present writer has been surprised to find out that there are 

virtually no members of the Society who became international law scholars 

except Mr. Choong-Hyun Paik, who was chosen in 1968 as a protégé to become 

an heir in international law at SNU, and Mr. Myong-Joon Roe, who became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1971 

after almost a decade long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for Ph.D. at Duke since 

1961. It is notable that they belonged to the class that inaugurated the first moot 

court in 1960.

Through this research most of the names of members in each class have been 

retrieved including some of the names of the presidents. Their addresses and 

phone numbers have been found and/or updated, filling the whole roster of the 

fifty year history of the Society except for some members in its early stages. 

The present writer hopes that the roster will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so 

that future alumni functions of the Society will prosper, and that the present and 

future members will realize the significance that they are creating its history by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the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