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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裕盛 선생님께서 지난 2월 말로 37년간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생활을 

접는 정년을 맞이하셨다. 늘 강건한 풍취로 청년 같이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벌써 정년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후학들로서는 실로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일제 말기에 출생하셔서 온 사회가 

궁핍하였던 195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고, 4.19와 5.16의 와중 속에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에서 수학하셨다. 실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몸소 겪으시면서 학

업을 닦으셨다. 학생회장으로 활약하던 열혈 청년은 대학 졸업후 학문의 길을 가

기로 결심하고 1969년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발령받은 이래 한결같이 노동법 

학자의 길을 一業精進하셨다. 선생님의 학식과 덕망, 그 인품을 따르는 이가 워

낙 많았기에 남들 같으면 學外의 길로 잠시 곁눈질 할만도 하였지만 선생님께서

는 잠시의 틈새도 보이지 않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정진하셨다. 후학으로서는 

실로 마음에 새겨야 할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께서 필생의 業으로 삼으신 노동법은 법학의 다른 분야보다도 한층 어

렵고 고달픈 학문으로 평가되어 과거 선 듯 전공자가 나서지 않던 시절도 있었

다.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학문의 길을 닦으셨고, 노동법 I: 

개별적 노사관계법, 노동법 II: 집단적 노사관계법, 한국사회보장법론, 韓國勞動法
の展開 등 지금도 판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의 명저들을 출간하셨다. 또한 

사재를 털어 국제노동연구원을 창립하여 이를 한국 노동법연구의 산실로 발전시

켰으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학계와 실무계의 수많은 인

재를 양성하셨다. 부족한 후학들로서는 선생님 같은 학자의 길을 걷는 것이 경탄

과 아울러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을 지키셨지만 단지 白面書生의 길을 

걸으시지는 않았다.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행정쇄

신위원회,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직을 오랫동안 맡으시면서 온갖 사

회적 갈등의 해결사요 조정자 역을 수행하셨다. 첨예한 대립으로 탈출구가 보이

지 않던 難題들도 선생님이 관여하시면 눈 녹듯 해결이 되었으니 이는 바로 선

생님의 학식과 인품에서 비롯된 지혜의 소산이었다. 



65세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이제 대학교수로서의 정년을 맞이하셨지만 노

동법 연구자로서의 활동과 후학 지도에는 정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

서는 앞으로도 내내 건승하시면서 지금까지와 조금도 다름없게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학연구소로서는 본 ｢법학｣지를 김유성 선생

님 정년기념호로 발간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간절한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15일

                       法學硏究所 所長 鄭 印 燮 僅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