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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있던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3년 6월 16일 창립된 본 학회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속
에서 수많은 풍파를 당당히 극복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국제법적 정당성
을 제공하면서 ‘지혜와 풍요의 계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60년의 연륜이 쌓아 올린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정
리·발간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성찰하고 100년 이정표를 향해 前進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회 60년史에는 학회활동에 참여했던 지나간 추억이 담겨 있고, 작고하신 은사님들의 그리운 얼굴이 담
겨 있으며, 잊어버렸거나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연결되는 공
간이 있습니다. 60년사에 담겨있는 학회 활동의 역사들로부터 의미있는 교훈과 과제를 찾아낼 때, 대한국제
법학회가 추구하는 미래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되고 미래
는 곧 현재가 되기 때문에, 6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
리 모두가 더욱 精進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이 확보된 한반도의 미래에 성큼 다가가는 길이라 생
각해 봅니다.
60년史 발간을 계기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역대회장 및 집행부 임
원들의 기여에 경의를 표하고, 본 학회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기관 및 고마운 분들께 학회
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학회의 성공
발간사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도편달이 필요하오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60년史 발간을 위해 玉稿를 보내주신 전임회장님, 그리고 2012년부터 60년사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60년사 준비위원회 및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최승환

축
사

대한국제법학회가 환갑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자(孔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하여, “말을 듣기만 하면, 깨달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대
한국제법학회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학계의 학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로 근·현대 국제법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교통일정책을 다루는 국회나, 협상테이블에 앉는 외교현장에서나, 국제법은 공통의 언어이자 보편적 규범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애국자적 소명’과 ‘세계인의 사명’과의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국제법 연구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제규범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틀 내에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도 기여해 나가야 하는 국제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현실적인 과제에 부응하고, 높아진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공동체의 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을 더 깊게 연구하
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가 확대되고 규율대상이 다양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권 국가에서 국제기구, 국제 NGO로 점차 확대되어 왔고, 최근에는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개인에
대해서도 일부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율대상도 환경, 인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일본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한 독도영유권 문제, 천연자원과 관련한
대륙붕경계획정, 탈북자 인권,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열거하지 못한 다양한 현안들이 국
제법적 사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국제환경규범의 이슈를 주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국제법학회는 상기분야에서 그야말로 변화하는 국제법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연구와 정책자문
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가적 소명과 세계인의 사명감의 균형된 시각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해준 대
한국제법학회의 그간의 노력과 역할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
잡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 항공분야 등 새로운 국제법의 이슈와 함께 통일을 위한 국제법적 대응에 더 매진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방식에 따라, 국가승계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
국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민족적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외교역사의 태동과 함께 국제법의 발전을
주도한 대한국제법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가 앞으로도 균형된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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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한국제법학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전현직 회장님들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
회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60년 전 태어나서, 법대에 진학한 후 국제법학회 활동을 하며 외교와 국제법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는 외교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 외교부에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수
많은 외교 현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법이 우리 외교현장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수시로 절감하곤 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대한국제법학회의 위치 및 의의]
대한국제법학회가 6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를 돌아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
니다. 바로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자, 정전협정 6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 정전이후 격동의 외교사
를 헤쳐 나가며,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 외교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함께 해 온 외교부의 든든한 친구
였습니다.
60년 전, 냉전과 분단이 고착화 되어 가는 절박한 국제규범 형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다급하게 국
제법학회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과 그 사명감에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동맹구축, 식민잔재 청산,
국가재건,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등’ 우리의 국익에 사활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모였던 것입니다.

축사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에도 잘 나와 있듯이, 대한국제법학회는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故박재섭 교수님과 故이한기 교수님께서 나누신 ‘전쟁과 국제법’에 관한 학문
적 논쟁, 故이한기 교수님과 故박관숙 교수님의 한국 영토관련 논술, 故백충현 교수님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논문 등은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외교의 흐름과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외교]
국제법과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Louis Henkin 콜롬비아대 교수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명의
발전은 무력에서 외교, 외교에서 법치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법이
발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그 내용도 더욱 심화, 복

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시리아에 대한 제재 문제, 그리고 R2P(보호책임), ICC(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hard issue 뿐만아니라, 문화재 반환, 미세먼지 월경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soft issue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 국제법은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Diplomacy"의 저자인 Harold Nicolson경은 “최악의 외교관은 법
률가이며, 최고의 외교관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회의론자”*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실 외교와 격리
된 법률가는 당면 문제와의 관련성 즉 ‘relevance’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파한 언급이라 하겠습니다. 이처
럼 국제법은 그 태생부터 현실 참여적인 학문이며, 국제법 학자는 準외교관이고, 외교관은 準국제법 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은 권리와 의무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번 형성된 규범은 오랜 지속성을 갖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질서 및 규범 창설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국제법적 근거
를 갖고 외교적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가’는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경쟁력에 맞추어 국제법을 수용해 오던 입장에서 나아가, 국제법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집행해 나
가는데 있어서도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한국제법학회 등 각계의 공동노력의 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에 故박춘호 재판관 및 백진현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송상현 재판소장, 유고국제형사재판
소(ICTY)에 권오곤 재판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에 박선기 재판관을 배출하였으며, UN 국제법위원
회(ILC) 위원으로 지정일 교수님과 박기갑 교수님이 선출되는 등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WTO와 국제사법분야에도 여러 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로마법의 대원칙 ‘Pacta Sunt Servanda’ 즉,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언에 입각하여 국제규범의 이행을 중시하는 신뢰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북핵, 북한문제 등 각
종 외교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이러한 확고한 원칙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부]
그간 우리 국내의 국제법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는 함께 노력
해왔습니다. 작년 8월 국제법 사전편찬 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와 국
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양 기관간 협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부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
* The worst kind of diplomatists are lawyers; the best kind are the reasonable and humane ske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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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법학회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을 찾고, 이에 대한 학문적이고 논리
적인 바탕을 외교부에 제공해주고, 외교부는 대한국제법학회 등 학계에 대해 국제법 이론이 실제로 운용되는
현장의 모습을 전달해주면서, 서로 win-win하는 바람직한 협업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부가 직면할 다양한 외교 현안과 이에 수반하는 국제법적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
니다. 최근 전공분야로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국제법 분야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외교부
내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아울러 주요 국제법 관련 현안을 다룰 민관간의 협업체제 운영도 더욱 강화시
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국제법학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0주년에 대해 우리는 환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영국 왕실에서는 Diamond Jubilee라고 하며, 결혼 60
주년 기념을 Diamond Wedding Anniversary라고 하여 큰 축제를 하는 전통을 가진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60년을 쌓아 온 지혜와 성숙을 나누어 모두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일 것입니다. 창립 60
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대한국제법학회가 발하는 학문의 빛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찬란
하고 영롱하게 우리 외교의 구석구석에 발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축사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 6월, 전쟁의 상처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했던 국제법적 문제를 연
구하고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대한국제법학회는 적십자사의 가장 오래된 학문적, 실무적 파트너였기에 학회의 창립 60주년
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고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대한국제법학회가 사실상 국제법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초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국제법을 전문적으로 연
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정세와 환경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 진리, 평화, 번영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운동도 이러한 협력의 정신의 일환으로 19세기 말 참혹한
전쟁을 겪고 유럽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숭고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인도법은 적십자정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국제법의 발전에 전쟁이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국
제법의 아버지인 휴고 그로티우스도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전쟁의 금지와 제한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오늘날의
국제법학을 체계화하는데 토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6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비참한 전쟁 속
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가입한지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 한반도를 둘러싼 서
구 식민 열강의 세력 다툼은 당시 대한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제국이 1903년 1월 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셨고 이를 근거로 1905년 이 땅에 적
십자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격동의 역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실천해야 하는 많은 인도적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인식
과 관련 전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였을 때 적십자사는 국제법학회의 활동을 다양한 면에서 지원하였고 국제인도법의 보급
과 이행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대한국제법학회의 지속적이고 든든한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적십자사와 대한국제법학회는 1973년 10월 공동으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를 시작으로 지금까
지 총 31회에 걸쳐 정기 세미나를 연중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내외에 160명이 넘는 국제법 학자 및 전문가 분들께서 학문
적, 전문적 의견을 발표해 주셨고, 4천명 넘는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제 문제
를 비롯하여, 전쟁과 무력분쟁, 희생자 지원과 보호, 무기, 지뢰, 이산가족, 재외동포, 포로, 난민 등 다양한 국·내외 인도
적 현안과 과제를 다루면서 국제법적 고찰과 제고를 하였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인류
사회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책무성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
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대한국제법학회에 대한 역할과 활동은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는 대한국제법학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보편적인 인도주의 가치와 이념을 보급하는데 있
어 주어진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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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3년 창립한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
제법 역량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6·25 동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법의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선각자들에 의해, 1953년 6월 16일 해군 함상에서 대한국제
법학회는 창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국제법학회는 그 태생에서부터 국가적 요청과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출
항하였습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화합과 대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교류와 협력
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대립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 경우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
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무리하고도 무례한 언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동북공정을 지속하며 한민족의 중요한 역사에 속하는 고구
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의 충돌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깊게 연
구하고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화해와 신뢰의 동아시아 공
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
니다. 역사적 근거의 발견 못지않게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근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적 정의에 기초
한 현안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의 모색은 해당 국가간의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공존의 길을 여
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학술행사와 사업,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축사

4월 25일 법의 날에는 양 기관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
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
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묵묵히 매진하리라 확신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 후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법의 정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처럼, 향후에도 가일층 활발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와 번영에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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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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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최대·최고의 학술단체로 국제법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소개

연대별 대한국제법학회 약사

대한국제법학회 60년 회고

●

대한국제법학회 소개
1953년에 창설된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최대(最大)·최고(最古) 학술단체로, 500여명의
개인회원과 90여 기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국제법학회 창립은 당시의 국제법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사명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일회담 예비
회담(1951년), 제1차 한일회담(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선포(1953년 1월 19일) 등 일련의
국가적 중대 사건들로 인해 국제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당시 외무부)가 국제법학회 창설에 합의하였다. 이한기, 박
관숙, 배정현, 황성수, 장경근, 김영주, 최문경, 문철순 등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1953년 5월 13일 발기
대회를 개최하여, 동년 6월 16일 대한국제법학회가 歷史的인 發足을 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에 유진오
박사를 추천하고, 부회장에 황성수와 장경근을, 이사에 전예용, 이한기, 배정현, 한환진, 홍진기, 황산
덕, 이건호 및 최병해를 선출하였으며, 간사장에 최문경을, 간사에는 최운상과 전정표를 임명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는 학회 창립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학문연구·
조사·발표 및 실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을 도모하며, 국제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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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직제 현황
회장

감사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사무국장

대한국제법학회 위원회 현황

회장

학술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제1분과 국제법 기본이론 및 역사 분과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시상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제2분과 국제공역법 분과위원회
제3분과 국제환경법 분과위원회
제4분과 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일반이사회

제5분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분과위원회
제6분과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기구법 분과위원회

총회

신진학자학술상
선정위원회

차기회장후보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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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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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제법 역량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매년 국제법 현안문제를 주제로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하며, 국제적 문제의 규범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법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과 공동학술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통해
국제법 실무에 참여하고, 학문적 성과를 정책에 반영해오고 있다.
또한 학술 진흥과 공로 치하를 위해, 매년 연구성과가 우수한 학자회원 1인을 선정하여 ‘현민국제법학
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학회발전 및 국제법 보급에 기여한 원로학자를 선정하여 ‘국제법학회공로상’
을 수여하고 있다.
· 연구과제 수행
· 국가정책자문활동
· 학술회의 개최
· 학술상 시상

대한국제법학회 60년

2.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법 보급 강화
대한국제법학회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통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법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Jessup 국제법모
의재판 국별예선대회 등을 개최하고,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일부 수상자
에 대하여는 외교부의 협찬 하에 헤이그 아카데미 교육과정 참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Jessup 국제법모
의재판 본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법 보급 활동
·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 Jessup 국제법모의재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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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


대한국제법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법학회논총」을 연 4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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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로 발간하고 있다.
논총은 1956년 2월부터 발간된 학술지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법학전문학술지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그 학문적 위상을 공인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편집진을 구성하여 영문학술지(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를 발간함으로써 국제적 학문교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기 간행 학술지 이외에도 각종 학술회의의 결과물을 출판물로 제작하여 회원과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최근의 학술동향 및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국제법학회논총」 발간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발간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

4. 국제교류
대한국제법학회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2~3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
고 있으며, 해외 저명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외국 국제법학회와의 지속적 교류협력 수행 및 이를 위한
각종 양해각서 체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교류 활동은 국내의 학문적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며, 해외연구 결과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채널역할을 수행하므로 필수 연례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 국제학술회의
· 해외저명인사 초청 간담회
·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대한국제법학회 60년

●

연대별 대한국제법학회 약사

01
창립~1960년대의
한국국제법학계 풍경
-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김 찬 규*

1. 1950년대의 회고
내가 대한국제법학회에 처음 출입한 것은 1957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학회 사무실은 미도
파 백화점 뒤 한 빌딩 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으며 최경락(崔敬洛) 씨가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최경락 씨
는 연희대(당시) 정외과 출신의 청년이었으며 당시 학회 총무이사이던 서석순(徐碩淳) 선생의 제자였다.
그는 그 후 일본에서 공부를 더 하고 국방대학원 교수로서 국제정치, 군사전략 등을 가르쳤다.
서석순 선생은 미국 Nebraska 주립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학위를 하시고 귀국해 연희대학교 대학
원 교학부장으로 계셨다.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한분의 국제정치학자로 조효원(趙孝源) 교수가 계셨다.
그 역시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귀국해 연희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계셨는데 조효원 교수는 국제법학회
에는 나오시지 않았다. 그는 그 후 경희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셨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였으나 당선되지
는 못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언젠가 서석순 선생이 나에게 Corfu Channel Case의 당사국이 어느 나라인가 하고 질문하신 적이 있
다. 당시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던 나는 영국과 Albania라고 대답하고는 더 물으시면 어떻게 하냐며 마
음 조린 기억이 있다. 다행이 그 이상의 질문은 없었으며 오히려 한국의 대학원 학생이 어떻게 그런 것
까지 아느냐 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국제법 교과서는 6·25 사변전인 1949년 박관숙(朴觀淑) 선생께서 쓰신 ‘
국제법 요론(國際法 要論)’ 한권이 있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소실되고 지형(紙型)마저 남아있지 않아 선
배들에게서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걸 들었을 뿐, 보지는 못했다. 박관숙 선생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환도
(還都)해서 법문사에서 ‘신고 국제법(新稿 國際法)’이란 표제의 책을 내셨다(1956년). 이후 판을 거듭한
이 책은 선생께서 돌아가신 훨씬 후인 1998년 제자 최은범(崔殷範) 교수가 증보판으로 다시 출간했다.
번역서로는 1952년 12월 서울대학교 번역총서로 나온 ‘현대 국제법’이란 책이 있었다. 이것은 뒤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컬럼비아 대학교 제섭(Philip C. Jessup) 교수의 A Modern Law of
Nations–An Introduction을 이한기(李漢基) 선생이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2차 대전 직후, 그리고 UN
창설 직후이기도 한 1946년 뉴욕 Macmillan 출판사에서 나왔으며 국제공동체의 존재와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각(perspective)에서 쓰여진 책이었다. 세계적으
*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제13대 회장(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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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풍적 인기를 차지했고 당시 쓰여진 외국 논문들은 다투어 이 책을 인용하고 있었다.


이 책은 대학총서로 나온 것이어서 출판사에서 판촉활동을 하지 않아 알려지지는 않았다. 훨씬 후 원
저와 번역서를 대조하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원저에 충실한 번역이었음에 놀랐다. 원저의 자구 하나하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나를 빼놓지 않고 번역한 노작이었다.
이 번역서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정일영(鄭一永) 선생께 흥미로운 말씀을 들은 일이 있다. 1950년
1월 제섭 박사가 내한해 서울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고 기념강연을 했다는 것,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
과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던 선생께서 강연에 참석하시고 몇몇 사람과 함께 연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는 것, 간담회가 끝난 후 선생께서 앞서 구하신 그의 저서 A Modern Law of Nations – An Introduction
을 제시하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인을 해 주더라는 것, 그 후 미국 유학
을 가신 선생께서 컬럼비아 대학교로 제섭 박사를 방문하고 경의를 표한 후 이한기 선생께서 책의 번역
을 원한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는 것, 번역이 끝난 후 번역판 서문을 영어 번역서에 실리게 되
었다는 것, 이 일이 계기가 돼 이한기 선생이 그의 주선으로 full scholarship을 얻어 1954년까지 2
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에 유학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정일영 선생께서 들려 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섭 박사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이다. 그는 미 국무부 차관보로 일하기도 했는데 재직 중
UN 총회가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총회결의 제195호(III)를 기초한 이로도 유명하다. 이 결의에 대해서는 소련(당시)을 비롯한 공
산권의 반대가 극심했다 한다. 해서 제섭 박사는 지극히 교묘한 어법의 표현을 구사해 난관을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이 결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및 그 후 국제적 국내적으로 관심의 초점
이 되어 국제법 학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핵심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총회는
3.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ssion)가 관찰 및 협의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
주하는 그 부분의 한국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 이 정부가 그 부분의 한국 유권자들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임시위원회가 관찰한 선거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그와 같은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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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in Dietrich Rauschning, Katja Wiesbrock and Martin Lailach (eds.), Key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6-1996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90-191).

이 결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이긴 하되 한반
도 전체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UN임시위원회 관찰 하에 총선거가 실시된 “그 부분의
한국”(on that part of Korea)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소련 군정의 비협조로 소련 군정치하에 있던 38선 이북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될 수 없었
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UN임시위원회의 관찰 하에 실시된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이고, 그리고 한반
도에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성립된 정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기본관계조약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UN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명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조). 이것
은 앞의 해석을 심중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탈정치적 중립적인 학자들은 이 결의에 의해 대
한민국 정부가 UN에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었다고 보기도 한다(E.g., Dane
Constantin, “Korea War(1950-53),”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nline ed.), para. 1).
이러한 시비는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UN 헌장에는 UN 회원국의 자격요건으로서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임이 요구
되고 있기 때문에(헌장 제4조 1 참조) UN 회원국이 되었음은 “국가”임이 인정되었다는 뜻이 된다. 따라
서 UN 총회 결의 제195호(III)은 현 시점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이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분
분한 의견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었다.

2.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의 면학 풍토
나는 6·25가 발발하던 다음 해인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1955년 동 대학원에 입학
했는데 학부 시절 처음 2년 동안은 대구에 피난 내려와 있던 고려대학교에서 청강했다. 당시 서울에 있
던 모든 대학들이 부산으로 피난 가 있었으나 고려대학교는 대구로 내려와 원대동이란 곳에 판자집 가
교사를 짓고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전시연합대학 제도란 것이 있었다. 소속 학교가 어디이든 막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 등록하고 강의를 들은 후 시험을 치루면 성적을 소속 대학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당시 대구에 살고 있던 나는 대구지역 거주 대학 동기들과 함께 2년 동안 원대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등록하고 수강한 후 기말시험을 치렀다.
당시 교수들의 대부분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통근했으며 군복을 입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았다. KTX
등 고속전철이 있는 지금과는 사정이 전연 다른 때여서 휴강이 많았고 한 학기에 강의는 몇 번 밖에 없
었다. 전란으로 모든 것이 소실되었고 전쟁이 계속되던 때라 책이 있을 리 없어 당시 강의는 필기식이
었다. 교수께서 노트하신 것을 불러주면 받아쓰고, 그것이 끝나면 불러준 것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그
래서 진도가 나갈 리 없었고 거기다 휴강이 밥 먹듯 했으니 당시의 교육은 지금 안목으로 보면 교육이
랄 수 없는 것이었다.
1950년대 말 영미 서적 서점은 종로에 있었고 일본 서적 서점은 명동에 있었다. 국제관계 서적은 대부
분이 국제정치 쪽이었고 국제법 쪽은 교과서 형태로 쓰인 것이 가끔 눈에 띌 뿐, monograph는 전무했
다. 1958년 경 영미 서적으로는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8th ed., 1955), Vol.
I, Id., International Law(7th ed., 1952), Vol. II, Herbert W. Briggs, The Law of Nations, Cases,
Documents and Notes(2nd ed., 1952),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 and War-Law(1954)을 산 기억이 있고, 일본 서적으로는 田村幸
箸 著, 國際法 (上中下), 日本國際法學會 編, 國際法講座 (全12卷)을 산 기억이 난다.
내가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를 처음 구경한 것은 1957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서대문 네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조금 가다가 적십자 병원 앞쪽 도로변 작은 건물 2층에 “사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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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도서관”이란 것이 있었다. 한미 재단 후원으로 설립된 이 도서관에 당시 3년 치 정도의 위 잡지(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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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잡지)와 2, 3년 치의 Recueil des Cours가 비치되고 있었다. 이 밖에 교과서 형태로 된 국제법
책으로는 Charles Cheney Hyde, International Law 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2nd ed., 1945), 3 Vols.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도서관 출입은 엄격히 제한돼 열람증을 가진 이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열람증은 이사로 계시
던 백낙준 연대 총장, 유진오 고대 총장, 김활란 이화대학 총장 중 한분의 추천이 있어야 발행되는 것
으로 돼 있었다. 동천(董天) 박사가 원장으로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이 분의 지우(知遇)를 얻게 되어 나
는 이 도서관에 출입하게 되었다. 동 박사는 그 후 동덕모(董德模)로 개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서 국제정치를 가르쳤다.
일본 국제법외교잡지를 처음 구경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언젠가 북아현동에 살고 계셨던 박관숙 선
생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원고를 쓰고 계시던 선생께 인사를 드리고 방안에 있는 서가를 살피니 국
(菊)판의 동형 잡지가 수 10권 꽂혀 있지 않은가. 눈이 밝던 때라 멀리서도 자세히 보니 한자로 “國際法
外交雜誌”라고 쓰여져 있었다.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감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물
러나왔다.
지금 강남에 있는 법원, 검찰청이 강남으로 이사하기 전, 덕수궁 뒤에 한데 모여 있었다. 당시 법원구
내라 불리던 동 컴파운드의 길가 쪽으로 헌 2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법학원이었다. 한국법학원
2층은 도서실이었고 2차 대전 전 일제하에서 출판된 각종 법률관계 정기간행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그 가운데 “법조협회잡지”라는 것이 있었다. 1930년대에 발행된 이 잡지들을 들추다가 보니 국제법에
관한 논문이 나오지 않는가. 국제법 개설서는 어렵사리 구득(求得)할 수 있었지만 monograph 또는 논
문은 접하기 어렵던 때라 정신없이 찾고 또 찾아보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편의 국제법 논문
을 찾을 수 있었다. 방학 때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들고 열람실에 나가 하루 종일 국제법 논문을 베
끼던 때의 일이 엊그제만 같다.
지금 같으면 복사기가 있어 복사만 하면 된다. 그때는 복사기도 없고 볼펜도 없어 매일 잉크와 철필
(pen)을 준비해 도서실에 다녔다. 겨울에는 명색이 난로란 게 있긴 했으나 손이 얼어 필기를 하지 못했
기 때문에 도서실 이용은 여름에 했다. 여름에 덥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냉방장치가 없던
때라 대형 입식 선풍기를 돌렸는데 강한 선풍기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고 잉크병이 넘어져 쏟아진 잉크로
책상 전체가 오염되었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필기해 수집한 자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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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193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쓴 논문이 세계적 수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주로 신간 독일 및
프랑스 서적과 잡지들이 인용되고 가끔 영미쪽 자료도 인용되었다. 문체가 고투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이지만 주제에의 접근방법, 논리적 일관성 등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을 수준의 것이었다.
비 유럽국가로서 근대화에 성공해 유럽국가와 대등하게 되고, 나아가 유럽국가 일반을 추월한 유일한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뿐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이 이같이 된 데는 사명감에 불타는 학자들의 헌
신적 노력이 큰 몫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학 강의실에서 들은 기억이 있다. 일본이 세계열강의 반열에 오
른 것은 3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동 아시아에서의 독일과
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것인데 이 중 러일전쟁은 어느 모로 보나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1년 간 계속된 러일전쟁 중 일본 조야는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
내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일본 사람치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비장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가 없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 전 국민의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도쿄 시내에서 승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거행되었는데 공중에서 작렬하는 불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

었다고 한다.
그는 사전편찬에 몰두한 나머지 러일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지난 1년을 보낸 대학교수였다는 이
야기가 있다. 근대화 과정 중 일본 학자들은 자기가 한 시간 놀면 조국 근대화가 한 시간 늦어진다는 마
음가짐으로 연구에 몰두했다는 이야기도 대학 강의실에서 들은 기억이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받은 학위만을 박사라고 호칭한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 예컨대 Ph.D는 Ph.D
라고 표기할 수 있을 뿐, 박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되는데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
니다. 중요한 것은 논문이다. 어느 정도 수준의 논문을 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학식이 평가되고 교수
임용도 결정된다. 일본에 사이비(似而非) 학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 이 없지만 1930년대에 쓰여진
논문의 수준을 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한 일이 있다.
나는 운 좋게도 1959년 9월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당시 대학 교수 급여는 박
봉이라고 했는데 교수들은 그 박봉을 할애해 책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학 도서관에 책은 있었지
만 볼만한 책이 없어 대학 교수 개개인이 자기가 보아야 할 책을 스스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시
의 형편이었다.
지금은 대학 도서관이 충실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후 동 대학원 전용 도서관에는 미처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법과대학 도서관도 전례 없이 풍성하게 되었다. 신간을
주문하면 늦어도 40일 정도면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오래전에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는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연초가 되면 세계 각국 유명출판사의 신간 도서목록이 책상위에 쌓인다. 그 중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신청하면 즉각 발주해 주고, 상시 좌우(座右)에 놓고 보아야 할 책이면 E-mail을 통
해 개인적으로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1960년대는 사정이 전연 달랐다. 책 광고가 오지 않아 어떤 책
이 출판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거니와 필요한 책을 개인적으로 주문한다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이었다.
그 당시 외국 서적 주문은 UNESCO coupon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것은 대학 도서관
에 배당될 뿐, 개인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해서 신간 구독은 서점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으며 1
주일에 한번 꼴로 서점가를 순례하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신간에 접할 수 있었다. First come, first
served, early bird의 법칙은 이런 데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나는 1965-1966년 UN fellowship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nstitute of Social Studies에서
국제관계 과정을 이수하고 Diploma in International Relations를 취득한 일이 있다. 헤이그 체류
중 1주일에 한 번씩 전차를 타고 평화궁내 국제사법재판소 도서관에 들렀는데 귀로에 평화궁 앞길 건너
편에 있는 서점에 들렀다.
그 서점은 Nijhoff 출판사가 직영하는 서점이었다. 네덜란드에는 국제법관계 서적을 출판하는 Nijhoff와 Sijthoff라는 세계적인 전문 출판사가 있다. 유대계(猶太系)인 이 두 출판사는 매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엄선해서 인세(印稅)없이 출판해 주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책의 Sale이 없는 곳으
로도 유명하다. 쌓이는 헌 책들을 태워버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술이구나 하는 생각
을 한 일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나가는데 미화 120달러를 환전해 주었다. UN에서 지급되는 넉넉지 않은 생
활비를 절약해 이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사 한국으로 부쳐달라고 부탁했다. 왕래가 잦다 보니 서점 점원
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한번은 점원이 무엇 하러 책을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물었다. 우리
집에 작은 도서관을 차릴 계획이라고 대답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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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우리나라 학계는 자료의 구득(求得)에 목말라 있었으며 새로운 자료를 먼저 입수하는 이가 학


계의 선두주자였다. 넘쳐나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이를 선별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는 지금과는 격세지
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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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학계의 관심
알려져 있듯, 대한국제법학회 창립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평화선 선언이었다. 따라서 우리 학계의
관심은 해양법 및 독도 영유권 문제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가 제
네바에서 열려 사상 처음으로 바다의 질서화가 실현된 때여서 국제해양법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1960년대는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렸다.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아프
리카에서 뒤이어 신생 독립국가들이 생겨나 UN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때 AAA 국가들이란 말이 유
행했다. 이것은 Asia, Africa, Arab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남미 국가들이 가세해 국제법에
도 유럽 국제법, 공산권 국제법, 제3세계 국제법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로 인도 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이집트, 중동 및 중남미 학자들의 호응으로 형성된 제3세계 국제
법 이론의 요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제질서의 틀로 작용해 온 국제법은 문화적으로는
Greco-Judae-Romano 전통을,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그리고 법적으로는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생
성되고, 유럽 국가들이 비 유럽 지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것, 따라서 유럽국가
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지역에 다수 신생 독립국가가 생겨나고 그들이 국제사회의 다수를 차지한
지금 전통 국제법은 재해석되고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논문들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에 관해 쓰여진 전문서적은 구하기는 더
욱 어려웠다.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 도서관에는 모든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당시만 해
도 복사시설이 없던 때라 구경만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노트하는데 그쳤다. 그때 산
책에 J.J.G.Syatauw, Some Newly Established Asian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The Hague:Martinus Nijhoff, 1961), 240pp. + index가 있다. Yale대 J.S.D. 논문을 출판한
것을 저자가 마침 Institute of Social Studies의 International Relations Course Chairma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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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은 귀국 후 대한국제법학회 논총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일부
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의 행태를 검토해 보니 독립 후 전통 국제법에 대해 도전적 태도를 취했으나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을 찾으면서부터는 전통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
이다.
당시 제3세계 국제법이란 것에 좌단하는 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국가책임법 및 영토취득법 등에 집
중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영향으로 UN 국제법위원회에서도 이들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들어가 있
었다.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 문제는 관심의 밖에 놓인 듯 했으나 최근
에 이르러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영역문제에 관한 국제판례에서는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
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4. 당시의 주요활동 및 기록
가. 학회설립허가
1953년 5월 13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953년 6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우리 대한국제법학
회가 외무부로부터 정식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1954년 2월 26일이다. 관련문서는 1954년 2월 24일
에 기안되어 3월 4일에 시행된 外政 제2691호의 공문으로 당시 외무부 정무국 제1과장의 전결로 통지
되었다.
나. 학술강연회
제1회 국제법 강연회가 1954년 7월 10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한국제법학
회의 임무(유진오 회장), 제네바회담 현지보고(이수영 대사), 진해회담 현지보고(황성수 부회장), 국제
법과 대한민국 헌법(서석순 박사)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500명의 청중이 동 강연회에 참여
하였다. 동 강연회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활동의 근간이 되는 최초의 학술행사이다.
다. 예산 및 재원
대한국제법학회 설립신청서와 「국제법학회논총」 제1권에 게재된 최문경 당시 상임이사의 대한국제법
학회 탄생기 내용에 따르면 초년도(1953년)의 학회 예산은 614,300환(圜)이다. 학회의 수입은 회비 및
입회금, 정부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지출은 인쇄비, 강연회비, 사무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급격한 물가변동이 있던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1,000환이 쌀 20kg의 가
격이고 오늘날 쌀 20kg이 45,000원 정도이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2,700만원에 해당
한다. 이후 1969년의 학회 정기총회 예산안에 따르면 약 3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화폐가치의
하락 및 흉작으로 인해 쌀값이 높기는 하였으나 당시 쌀 20kg이 약 2,000원 정도임이 뉴스에서 확인되
므로 현재의 화폐가치를 환산한다면 6,700만원에 해당한다.
2010년대 학회의 수입 및 지출금액이 약 5억 원에 육박하는 점에서 오늘날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 학
회 재정의 확대 및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학회사무실의 마련
1957년 7월 22일 한국법학원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가, 1959년 4월 8일 소공동 2번지에 위치한 정
신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다. 이때의 임차계약은 당시 총무이사인 박재섭 교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동
계약에는 금하상사주식회사 노재승 대표가 보증인이 되었다. 임차료는 월 29,250환이었다. 또한 학회
전화는 2국 9605번으로 1959년 5월 7일자로 개통이 인가되었다.
이후 1965년에는 다시 한국법학원의 배려로 한국법학원내에 사무실을 다시 이전하였으나, 1969년 한
국법학원이 편제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인해 반환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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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97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 전문 국제법학자 시대의 시작
최 은 범*

1. 1970년대 -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민주화의 여명으로
가. 유신시대의 시작과 국내정세
경부고속도로(정식명칭: 경부고속국도, 총 417.48km),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을 기점으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까지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한마디로 수도권과 영남 공업권을 잇는 산업의 대동맥으로
1968년에 착공, 1970년에 완공되었다. 이것은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 후 산업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
든 정부와 여당의 경제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신호탄적인 대역사였던 것이다.
즉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
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 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
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6억 달러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1960년대도 다 저물어가던 때인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해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KAL) 소속 YS11A 여객기가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채 북
한으로 강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사건발생 66일
만에 북한 측이 아무런 인계인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랍자 51명 중 39명만 판문점 “돌아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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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리”를 통해 일방적으로 돌려보내고 그 후 승무원 4명을 포함 12명의 미귀환자들의 생사소재는 알
길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崔斗善 총재는 “남북 일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 북한적십자회가 즉각 이에 호응하였다(8. 14). 이와 같이 극적인 최 총재의 제
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를 표명한 1970년 8월 15일 朴正熙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을 구체화 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휴전 이후 4반세기 만에 단절을 뛰어넘고 시작된 남북대화는 남북적십자 파견원 간의 5차에 걸친 접촉
(1971. 8. 20, 8. 26, 8. 30, 9. 16, 9. 30 판문점), 예비회담(1971. 9. 20~1972. 8. 11, 25차례-판
문점) 및 본회담(제1차 1972. 8. 29~제7차 1973. 7. 10)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남북적십자사 간
의 인도주의적 대화는 그 후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위시하여 국회회담, 체육회담, 경
*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제회담, 군사회담 등 타 분야의 남북대화를 파생시켰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
김대중 납치사건”을 구실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모든 대화를 닫아버림으로써 남북간 긴장과 대결상태
가 다시 고조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국내의 정치 및 사회 환경은 매우 어려워져 갔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해 성립된 제3공화국 헌정 체제는 1972년 10월 17일 다시
헌법을 개정,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시작한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
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헌정 체제로서 문자 그대로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였다. 1972년 7·4 남북공
동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조항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
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12월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신정권은 “국력의 조직화”를 명분으로 하여 각 분야에 걸쳐 정부의 통제가 극단화한 상황이 되었다.
반정부 시위와 집회에 참여한 다수 대학생과 교수, 민주인사들이 정부가 여러차례 선포한 “긴급조치”에
의해 영장 없이 구속되고 투옥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이었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가, 북한이 사주한 조총련계 재일교포 테러리스트 문세광의 총격으로 서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제
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박대통령이 시해 당
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박정희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 대만의 장징궈(蔣經國, 蔣介石의 아들),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는 대표적인 아시아 독재자였다. 세 사람은 가난한 신생 독립국이 경제발전을 이
루려면 개발독재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었다. 이들 3인은 독재를 통해 자기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 놓
았다. 그리하여 리콴유와 장징궈는 후손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사후 30 여년이 됐지
만 여전히 반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60~70년대 북한의 도발상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공비
들이 동해안에 침투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게릴라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쳐들어왔고, 판문점에선 북한
측 경비병들이 도끼로 미군 장교를 살해했다.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1971년
엔 미 7사단이 철수하였고, 1975년 4월엔 베트남이 공산세력에게 함락됐다. 이것은 도미노현상으로 한
반도에 밀어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최고 통치자로서 이중의 난제를 안고 있었다. 김일성의 적화(赤化) 야욕을 막아내
면서 경제발전을 이뤄야만 했다. 그런 그에게 있어 개발독재는 종교였다. 사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
도 그는 그렇게까지 처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1971년 대선을 치르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 야당
인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다. 북한의 위협을 잘 아는 박정희에게 이것은 충격이었다. 그는
안보혼란을 심히 우려하였다.
전기한 아시아의 독재자 3인방은 모두 개인적 탐욕이 없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독재자들이었다. 그
래서 그들의 독재는 성공했고, 그들의 국가는 부강해졌다.
흔히들 박정희가 경제발전은 이뤘지만 인권을 탄압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모순논리이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독재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독재는 모두 추하고 가혹하다. 그
런 독재 없이는 경제발전과 안보국방이 어려웠을 터인데도, “왜 독재를 했느냐”고 비난한다. 그것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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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박정희 독재시대에 일부 인권이 침해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집권 18년 간의 강력한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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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덕분으로 우리는 이른바 “5천년 묵은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무역고는 세계 10
위권,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수천달러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북한의
30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나. 1970년대의 국제법적 환경
한편 정부는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8년간에 걸쳐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군대와 함께 자유 베트남을 돕기 위하여 국군 부대를 파견했었다. 그러다가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 2월 말에 완전 철수하였다. 비록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국군으로서
는 6·25 전쟁 휴전 후 최초의 실전 경험을 쌓았으며 또한 산업계로서는 해외 기업 진출에 있어서 소중
한 기반을 쌓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한편 1970년대의 국제 환경을 보면 특히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화가 가져온 여파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남북대화가 완전 두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 태도로 휴전선 일
대는 가일층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두 줄기의 새로운 국제입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第3次 UN 海洋法會議,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였다. 이
것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공해(公海) 자유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마라톤 회의였다.
제3회기 중(1975년 3월 17일~5월 9일, 제네바) 실질교섭에 들어가 토의의 기초가 되는 조약초안으로
서 340개조로 된 ‘비공식 단일교섭 초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의 작성을 마쳤다.
심해해저 개발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국제기구에 의한 직접개발로 한다는 것,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00해리, 대륙붕의 자연연장 등이 규정됐다.
제6회기(1977년 5월 23일~7월 15일, 뉴욕)를 거쳐 비공식 포괄교섭 초안(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을 완성, 조항 간의 모순이 없도록 조정됐다.
제11회기(1982년 3월 8일~4월 30일, 뉴욕)는 10년에 걸친 마라톤회의의 최종회기로 전문 320조 및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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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부속문서로 된 조약초안을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로 채택했다.
다른 하나는 현행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4개 협약의 미비점을 실제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네바 외교회의였다. 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선포 제20주년
을 기념하여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정부 간 회의 결의사항(‘무력충돌시 인권의 존중’)의 후속조치로
스위스 연방정부가 주도한 정부 전문가회의(1971, 제네바) 및 적십자 전문가회의(1972, 비엔나)를 거쳐
1974-1977년 기간 중에 4 회기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발전 및 재확인(Development
and Reaffirm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에 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스위스 연방정부 주최)였다.
당시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을 비롯,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공산권, 비동맹국가 등 세계 100 수십
개 국가가 참석한 제네바 외교회의는 당초에 전기 전문가 회의의 위임에 의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가 마련한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구분된 2개 추가의정서 시안을 담은 ‘기본 토의문서(Basic
Documents)’를 중심으로 4년간 토의해 나갔다. 회의장 내에서는 1975년 4월말 공산화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의 의기양양한 태도와 민족해방 전쟁의 정당성이 고양된 가운데, 일부 쟁점조항들은 실무회의, 막
후협상 등 절충을 거듭하여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처리하고 극히 소수의 조항만 표결 처리되었
다. 이러한 노력 끝에 드디어 1977년 7월 8일 “인류의 대장전(Charter of Mankind)” 라고 일컫는 “1949
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 추가 2개 의정서(Two Protocols Additional to th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제I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102개 조문 + 1개 부속서), 제II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28개 조문)
에 관한 것이다. 주요한 특징을 보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식민통치, 외국의 점령 및 인종차
별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무력충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제2조 4항), 이른바 ‘게릴라 전투원’
의 경우 “각 교전 기간 중 및 공격 개시 전의 작전 전개에 가담하는 동안 적에게 노출되는 기간 중”에 “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따라서 적국의 권력 내에 들어
가면 ‘전쟁포로(Prisoner of War)’의 지위를 누린다(제44조). 이것은 당초에 제II의정서 초안 속에 포함
되었던 조항들이 제I의정서로 옮아간 결과로서,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민족해방 전선 대표들의 활약상을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1970년대의 유엔 해양법회의와 제네바 인도법회의는 당연히 국제법 학계에는 중대한 관
심 대상이었으며 많은 연구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리하여 학회 회원인 교수 및 학자들은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또는 수시로 시론이나 논문을 언론 매체나 관련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고 우리 학회 또는 적십자사, 기타 기관 주최 세미나, 연구발표회 등 학술모임에서 관련 국
제회의 참석 인사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학문적 내지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여 관계당국과 학계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학(官學) 협동”의 기틀을 공고화 하였던 것이다.
한편 1970년대에 있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경제발전 드라이브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갔다. 즉 이 기간 중에 도합 84건의 다자조약(多者條約), 총 301건
의 양자조약(兩者條約)에 가입 또는 비준하여 국내발효를 보았던 것이다.
먼저 다자조약 부문의 연도별 국내발효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국제수로기구(IHO)에 관한 협약(1970-09-22 발효) 등 4건
-197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71-01-27 발효) 등 10건
-1972년: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1972-02-21 발효) 등 4건
-1973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3-02-17 발효) 등 10건
-1974년: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규정 등 6건
-1975년: 핵무기의 비확산(NPT)에 관한 조약 등 6건
-1976년: 국제전기통신 협약 등 10건
-1977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9건
-1978년: 국제포경규제 협약 등 15건
-1979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 협약 등 8건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조약과, “다자조약 정보(1970-79)”)
다음으로 양자조약 부문에 있어서는 해운, 항공운수, 관세, 사증면제, 문화교류, 차관, 재정지원, 무
역, 경제-기술협력, 투자, 식량, 우호, 어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섬유-직물, 산림녹화, 의료, 육우
시범농장, 탄광재해 방지, 철광, 창원기능대학 지원, 공업 소유권 보호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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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것이었다.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 있어서 체결되어 국내발효를 본 양자조약들의 상대 체약국을 보면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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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중화민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크메르, 중앙아프리카, 호
주, 뉴질랜드, 이란왕국, 오스트리아, 화란(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핀란드, 희랍, 투니시아, 아
르헨티나, 레소토, 네팔왕국, 터키, 스페인, 벨기에, 볼리비아, 가이아나,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베트
남, 싱가포르, 파나마, 페루, 토이기,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요르단, 칠
레, 케냐, 아이티, 차드, 미얀마, 수단, 자메이카, 모로코 등 다수의 개별 국가 외에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구주경제공동
체(EEC), 구주공동체(EC), 국제연합(UN)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동맹(BLEU) 등 국제기구와도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문자 그대로 오대양(五大洋) 육대주(六大洲)를 포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
겠다.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조약과, “양자조약 정보(1970-79)”)

2. 대한국제법학회의 상황  
가. 국제법 전문학자의 리더십 등장
1970년 7월 16일자 동화통신은 <문화단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會長에 李漢基 씨 / 國際法學會 定期總會
<서울=同和文化>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는 1970년도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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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 兪鎭午 全禮鎔 (전 회장)

		

회

		

부 회 장 = 梁俊模 金正均 (신임)

		

감

사 = 李允榮 崔 載勳

		

이

사 = 朴在攝 朴觀淑 申東旭 姜尙雲 黃聖秀韓恒鎭 裵載湜 外 16名.

장 = 李漢基 (신임)

1953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설된 우리 학회는 저명한 헌법학자인 유진오 박사가 1967년까지 15년간
회장으로 연임, 그리고 부흥부 및 건설부장관 출신의 전예용 회장이 1968-69년까지 2년간 연임하여 오
다가, 1970년에 들어서서 이한기(서울대)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드디어 본격적인 국제법 학자
의 톱 리더십 시대를 열었다. 그 후 박관숙(연세대) 교수와 박재섭(고려대) 교수에게로 바통이 넘겨짐으
로써 이른바 “국제법 학계의 3거두”가 차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신체제하에서 국제법학회의 생존(?)을 위해 보호막 역할을 할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으며 그와 동시에 궁색한 학회 재정 문제 타개를 위해 1974년에 전예용 명예회장을 다시 회장에 추대
하여 5년 간 연임시켰으며 1979년에는 전 부회장 양준모 변호사가 회장에 취임하여 2년간 연임하였다.

나. 학회 사무실, 한국법학원 구내에서 삼령빌딩으로 이전
전예용 회장의 임기 말경 1970년 6월 8일 한국법학원(원장 양준모 박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이
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대법원 구내에 위치한 한국법학원 건물의 조기 철거 계획으로 인하여 그 곳
의 일우(一隅)를 빌려쓰던 학회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임원들이 대책 강구에 부심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인 양준모 부회장이 개인소유 건물인 삼령빌딩(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50-2 소재, 한일합
동법률사무소 10층)의 1실을 무상으로 학회 사무실로 희사함으로써 우리 국제법학회는 1970년 7월 5일
그곳에 이전, “서소문 시대”에 들어섰다. 이와 같은 사무실 무상 임대는 1993년 6월 26일 양 박사의 작고
이후 유족들과의 협의에 따라 실비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바뀌어 다년 간 유지돼 왔었다.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은, 노계현 전 회장(1991)의 다음과 같은 회고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
.................
이 뿐만 아니라 학회가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 때 이를 마련하여 주셔서 그 후로 지금껏 20여 년
동안 우리 학회사무실은 삼령(三鈴)빌딩 안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年岩) 선생님!
학회 사무실 문제가 어려워 질 때마다 학회에서는 저를 선생님에게 파견하였고, 저는 이 때문에 3차례나 선생님을
찾아 뵈온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은 학회 사무실이 삼령빌딩에 들어 갈 때의 일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다른 일로 인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지 아
니하면 안 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의 일로서 학회가 학회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결정하였는데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학회 사무
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오래도록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저로 하여금 선생님에
게 이를 말씀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뵙고 이 구상의 전후를 설명드렸더니, 선생님은 이를 쾌
히 받아들이시고 사무실 문제는 영구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은 우리 학회에 대하여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1993년 12월

노계현

.................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통권 제74호), 1993년, xvii, 학회창립 40주년 기념-연암 양준모 박사 추
모특집 <추도사> 중에서.)

이러는 가운데 총무이사 김정균(성균관대) 교수가 미국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정기총회 참석을 희망하는 서한을 발송, 1970년 1월 22일자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참가여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동일한 취
지의 지원요청 공문은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주한 미국교육위원회(US Educational Commission) 등에도 보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미국 동 캘리포니아 대학교(East California
University)로부터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 구독 신청(1970.6.22)이 접수되었으며, 도
서관 잡지구독 대행사의 설문조사에도 답신을 보냈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학회 논총의 해외 인지도가 점
차로 넓혀져 갔다.
다. 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1953-1973) 기념 논총 간행
1973년은 우리 국제법학회의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임원진은 이러한 계기를 의미있게 만들기위
해 「국제법학회논총」 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년 6월호)를 특집으로 편찬하여 발간했다.

32
33

서두에 명예회장 전예용 박사의 휘호(“世界一律”)를 위시하여 회장 박재섭 교수의 간행사, 명예회장 유


진오 박사 및 한국법학원장 양준모 박사의 격려사가 실렸다.
20주년 기념호는 평상시의 면수 보다 2배 정도인 총 236 페이지에 달하였는데, 거기에 게재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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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필자는 다음과 같다.
- 구주공동체법과 국제법(김경조)
- 소련 독트린에 비추어 본 국제법(김수만)
- 전시복구(復仇)에 관한 연구(김종수)
- Archipelago Theory에 관한 연구(김찬규)
- 외교적 측면에서 본 북한의 자주노선(노계현)
- 미래의 해양법(박종성)
- 제3차 해양법 회의의 과제와 전망(이한기)
- 국제인권규약의 특색과 문제점(정운장)
‘코메콘’의 경제통합에 관한 소고(최종기)
[대한국제법학회 소개]
1. 연혁 2. 정관 및 제 규정 3. 업적 4. 사업계획 5. 역대 임원 명단
6. 회원 명단 7. 회원 연구 업적(논총 게재 논문) 목록

1970년대 중에 「국제법학회논총」은 연간 2회 또는 합병호 형태로 1회 발간되었는데 그 실적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제15권 제1호(통권 제27호): 1970년 6월 522쪽, 논문 26편(국제법, 외교, 기타)
※振庵 전예용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제15권 제2호(통권 제28호): 1970년 9월 146쪽, 논문 4편+ICJ판례 등 자료
제16권 제1호(통권 제29호): 1971년 3월 130쪽, 논문 4편+자료
제16권 제2호(통권 제30호): 1971년 9월 130쪽, 논문 4편+자료
제17권 제1호(통권 제31호): 1972년 3월 138쪽, 논문 4편+자료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제17권 제2호(통권 제32호): 1972년 9월, 84쪽, 논문 4편+자료
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년 6월, 236쪽, 논문 9편+국제법학회 소개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논문집
제18권 제2호(통권 제34호): 1973년 12월 122쪽, 논문 2편+자료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 보고(자료)
제19권 제1호(통권 제35호): 1974년 6월 118쪽, 논문 3편+자료
제19권 제2호(통권 제36호): 1974년 12월 106쪽, 논문 3편+자료
※대통령 저격사건(영부인 서거)에 따른 국제법 세미나 보고
제20권 제1·2합병호(통권 제37·38호): 1975년 12월 296쪽, 논문 13편
※玄民 유진오 박사 고희 기념 논문집
제21권 제1·2합병호(통권 제39·40호): 1976년 12월 248쪽, 논문 11편
※小溪 박재섭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제22권 제1·2합병호(통권 제41·42호): 1977년 12월 272쪽, 논문 12편
※箕堂 이한기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제23권 제1·2합병호(통권 제43·44호): 1978년 12월 410쪽, 논문 18편
※학회 창립 25주년 기념/고 鶴西 박관숙 박사 추모 특집
제24권 제1호(통권 제45호): 1979년 6월 130쪽, 논문 5편+자료
※제3회 국제인도법세미나 보고
제24권 제2호(통권 제46호): 1979년 12월 110쪽, 논문 4편+자료
※특별부록: 헌법 개정 시안 검토 및 대정부 건의안
이상과 같이 1970년대에 있어서는 「국제법학회논총」 총14호가 발간되어 본 학회의 존재감과 진가가 여
실히 발휘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학회의 재정 궁핍상황을 이해하는 회원 필자들의 헌신적 희생적 기여
로 원고가 채워졌음과 아울러 임원진의 출연으로 발간비를 충당해 나갔다. 이에 추가하여 ‘산학협동재
단’에서 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1975. 4. 25일자 동 재단공문).
이에 대하여 본 학회는 「국제법학회논총」 제20권 제1·2호 합병호(통권 제37·38호, 1975년 12월)에
서부터 다음과 같은 감사 광고문을 연속 게재하였다.
<근 고>
본 논총을 발간함에 있어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의 학술지 간행비 보조로서 일부 충당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
음을 회원 제위께 알리오며 아울러 학회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회장 전 예 용

라. 적십자사와 공동주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973년 9월 8-9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수유리 소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인도법세
미나>는 대한적십자사(한적)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여 역사상 획기적인 학술행사로 평가되었
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위상이 부각되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이 현대 국제법 체계 속에서 구현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본격적으로 국내 학계 안으로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네바 協約 普及의 效率的 方案 摸索”을 테마로 한 이 세미나의 성대한 개회식에서는 김용우 한적 총
재의 개회사와 서희원 학회 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조연설 및 4개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기조연설 : 적십자

이념과 제네바 협약(서영훈 한적 사무초장)
제1주제 :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제네바 협약 전수(배재식 서울대 교수)
제2주제 : 군대에 있어서의 제네바 협약 교육(김명기 육사 교수)
제3주제 : 청소년층에 대한 제네바 협약 교육(조철화 한적 청소년부장)
제4주제 : 일반대중에 대한 제네바 협약 보급(김호진 한적 연수부장)
만찬 후 야간에는 60여 명의 참석자들은 주제별로 편성된 4개 분과토의에 참가, 심야에 이르기까지 실
천 방안을 논의한 결론을 “건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튿날 오전 전체회의에 보고,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제1회 세미나의 건의사항은 「국제법학회논총」 제18권 제2호(통권 제34호, 1973년 12월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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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게재되었고, 그 것은 그 후 적십자사의 여건에 맞춰 차례로 이행되어 갔으며, 그 중 특기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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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십자인도법연구소’의 발족(1976년)과 「인도법논총」의 창간을 손꼽을 수 있다.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의 개관

1. 현행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 협약>에 의하여 정부와 적십자사에 부과된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할 뿐 아니라 제네바협약 내지 국제인도법 보급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 도출하기
위하여 <제네바협약 보급의 효율적 방법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
학회가 후원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1973년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
서 개최되었음.
2. 본 세미나에는 초청된 외부기관 대표 22명과 대한적십자사 인사 29명을 포함하여 총 5l명이 참가하였
는데 특히 외부기관으로는 정부당국, 국제법학계, 교육계, 의학계, 간호계, 언론계 등이 망라되었음.
3. 본 세미나의 제1일 일정은 개회식, 3차의 전체회의, 4개 분과토의, 시청각 교재 및 영화 상영으로 진
행되었으며 제2일 일정은 전체회의 및 폐회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일련의 전체회의에서는,
(가) 기조연설

1) 적십자와 제네바협약 보급(서영훈)

		

2) 제네바협약의 시행 및 보급을 위한 국내적 조치(양준모)

라는 연설이 있은 후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나) 발제강연

1) 대학 수준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전수(배재식)

		

2) 군대에 있어서의 제네바협약의 교육(김명기)

		

3) 청소년층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보급(조철화)

		

4) 일반대중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보급(김호진)

이란 발표가 각각 있은 후 질의응답이 있었음.
4. 전기한 4개 발제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분과토의는 각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의 분산 참
가하에 일제히 동시 진행되었으며, 거기에서는 제네바협약 보급에 관한 각계의 경험과 의견이 풍부히
교환되었던 결과, 교과목, 교육요원, 교재, 보급대상 등 보급 방법논의 구체적인 개선 강화책을 건의사
항으로 채택하였음.
5. 각 분과별 토의결과는 마지막 전체회의에 보고되어 질의응답을 거쳐 동 회의에서 추가로 제의된 의
대한국제법학회 60년

견들로써 그 내용을 보완한 후 일부 자구 문언의 수정, 정리를 적십자사 당국에 일임키로 하고 만장일
치로 채택되었음.
6. 본 세미나의 회의 외 행사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주최 만찬, 서울지사장 주최 환영오찬 및 서울적십
자병원장 주최 다과회가 있었음.
7. 본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전보 메시지,
국방대학원장으로부터 축전이 각각 도래하여 개회식 석상에서 낭독되었음.
[자료출처 「제법학회논총」 : 「국제법학회논총」 제18권 제2호(통권 제34호, 1973년 12월), p. 84]
이후 국제인도법세미나는 적십자사와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통적 협력 사업으로 지속되어 왔다.*
마. 독도(獨島)에 학술연구조사단 파견과 현지답사 보고
한-일 정부 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종종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내의 국제법 전공 교
수, 학자들은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해 왔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석사-박사 학위논문 또는 본 학회논총 등
* 국제인도법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국제인도법세미나’ 편 이하 참조.

에 투고한 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었다.
이처럼 본 학회 회원들이 독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인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이미
5년 전부터 독도 현지답사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어 오던 중 마침 한국해양대
학(부산)에서 항해실습 행사로서 동해를 항해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 대학 측과 교섭하여 총 27명
의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우선 치안본부에서 신원조사와 독도상륙 허가 등을 마치고 외무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통보한 후 한국해양대학 실습선 ‘한 바다 호’(3,500톤)로 1979년 3월 26일부터 28일
까지 2박3일간 독도 현지를 답사하는 쾌거를 올렸던 것이다.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본 회 회원 16명과 단국대학교 박물관장을 비롯한 고고학자, 역
사학자 등을 포함하였으며, 단장에 양준모 박사(본 학회 회장), 고문에 장충식 박사(단국대 총장)를 선
임했다.*
바.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모든 교육분야에 있어서 그러하였듯이,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 중심의 이론(theory)
과 동시에 연습(practice)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모의 국제기구 회의나 전범재판 법정 같은 행사를 국제
법 학도들이 체험할 기회는 너무나 희소했던 시절에, 본 학회는 우선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국제법 내지
국제관계 시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법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7년에 제1회로 시작된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서울대)는 한해를 뛰어 1969
년에 제2회(이화여대)로 이어졌다. 이후 제3회는 1970년 경희대학교 강당에서, 제4회는 1971년 숙명여
자대학교에서, 그리고 제5회는 1972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사. 중요 현안 관련 학술연구
1) 제1회 국제법 세미나: “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 문제”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대통령 저격사건은 국민 모두가 경
악하고 비통해 하였던, “실로 민족적인 큰 비극”이었고 국가적 충격이었다.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보여
주었듯이, 그간 우리가 늘 경고했던바 그대로 일본을 공작무대로 이용하는 대남전략 전환의 마각을 마침

* 독도학술연구탐사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대한국제법학회와 독도’ 편 이하 참조.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편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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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정시키고 만 것이었다. 즉 일본을 우회적 대남 적화 전략의 공작기지화 하여 소위 ‘조총련’으로 하여


금 그들 지령에 맹종하는 하수자(下手者)로서 암약케 하는 이른바 ‘혁명 행동대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중대사건으로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분망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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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외무부 후원을 받아 “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제법세미나를
1974년 9월 7일(토) 시내 장충동 소재 ‘자유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히 개최, 거기에서 발표되고 토론
된 내용을 정리, 정책자료로 정부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본 학회 회원인 국내 주요 대학 국
제법 교수들을 비롯하여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등 모두 45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전예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대통령저격 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태도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관과 언론이 경망 무책임한 언
동으로 일관하면서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현지수사와 비우호적인 여론 등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는 현실입니
다.
우방국가의 원수를 시해케 한 가해범죄 준비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그 무기의 출처가 일본이고, 그 범인이 일본국여권의 소
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우방국 대통령 영부인을 서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선린 우방국 사이에
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 것으로써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러한 현금 한일간의 외교상 일대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중시하여 본 학회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권위있는 국제
법 학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제법학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직시, 분석하여 보려는 것입니다.

이날 국제법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된 일본의 국제책임>
사회

김정균(법박, 본회이사, 성균관대 법대학장)

발표

김찬규(법박, 본회이사, 경희대 법대교수)

토론

박종성(법박, 본회부회장, 단국대 법대학장)
한형건(법박, 본회평의원, 경희대 법대교수)
우재승(본회이사, 세계방공연맹 사무총장)

<제2부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된 일본국의 공범인도 문제>
사회

박관숙(법박, 본회 전회장,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발표

배재식(법박, 본회이사, 서울대 법대교수)

토론

서희원(법박, 본회이사, 이화여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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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법박, 본회 부회장, 부산대 법대교수)

		

이병조(본회감사, 중앙대 법대교수)

제1부 발표에서 “...일본의 국제책임”을 논한 김찬규 박사는, 첫째 일본은 (범인이 사용한) 권총 분실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인은 그해 7월 18일 타카츠(高津)
파출소에서 권총 2정, 실탄 10발 등을 절취해 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총기분실 사고가 있었다면 일본 경
찰은 그 수사와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일본은 여권 발급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었다. 일본(정부)은 그해 7월 4일 허위여권을 발급했고 범
인은 그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은 공항 검색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적군파(赤軍派)를 비롯
한 극좌파의 난동, 빈번한 항공기납치 사건 등에 비추어 일본 경찰은 최신 장비로써 공항검색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무기를 휴대한 범인의 통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해 2월부터 한국의 요인 암살설이 일본 내에 파다했고 한국정부로부터 통보가 있었다면 일본 관헌은
한국행의 여객기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검문 검색을 해야 옳았을 것이다.
제1부 발표자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국제책임을 해제하기 위한 최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인바, 그 방법으로는 첫째 범
죄수사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둘째 일본에 있는 공동정범을 한국에 인도함으로써 범인 처
리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재일 전복활동단체를 해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토
록 보장할 것; 그리고 넷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사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 한국의 상처받은 국민감정을 무
마할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2부에서 “...일본국의 공범인도 문제”를 논한 배재식 박사는 1) 서론에서 범죄인 인도 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나서, 2) 범죄인 인도의 개념을 논하면서 범죄인 인도 제도의 8·18 (대통령 저격)사
건에의 적용을 정당화할 법리(法理)를 규명해 나갔으며, 이어서 3) 범죄지의 문제, 4) 범죄의 성질 및 범
위, 5) 범죄인의 국적 문제를 논하면서 일본 내 공범 인도의무를 강조하였다.
제2부 발표자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일본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 공범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조약상의 의무위반 이상의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
로서 양국 간 우호관계의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양국 간의 우
호증진과 협력을 다짐한 한일기본조약의 정신(전문)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국제
사회의 공동이익의 보호(범죄의 진압)를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 간의 도의적 의무에도 명
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1부 및 제2부의 발표에 각부 3인 씩의 패널리스트가 토론을 한 <국제법 세미나>의 내용
은 박관숙 박사에 의해 종합보고 형식으로 작성 후 당국에 제출되었다.
(자료출처: 「국제법학회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36호), 1974년 12월, pp. 83~96)
2) 제2회 국제법세미나: “UN총회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1975년 10월 3~5일 속리산 관광호
텔에서 개최되었다.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정일영 대사 :

제30차 UN총회의 남북한 전략

윤치영 박사 :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비화

3) 제3회 국제법세미나: “북한의 해상 군사경계선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1978년 7월14일 통일원 천지
관에서 열렸다. 연사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찬규 박사 :

1980년대 해양법 질서와 한반도 분쟁요인 해결책

김명기 교수 :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4) 국제해양법(海洋法)세미나: 본 학회 및 한국법학원 공동주최로 1973년 10월 30일 프레지덴트 호텔에
서 개최, 연사 및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이한기 박사 :

해저 문제

박종성 박사 :

해안의 비(非)자원적 사용

McKernan 대사 : The Use of the Ocean and the Law of the Sea
아. 중요 현안관련 정부당국의 정책 자문사항 처리
본 학회는 1956년 11월 6일 외무부의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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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관련 자문사항에 답신한 것을 위시하여 수시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탁된 현안 문제를 연구 검


토하여 정책건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1970년대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자문에 답신한 주요 실적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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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관련사항(5건)
1972.8.14-제3차 UN해양법회의에 관한 정책 건의
1973.12.3-(동일 제목)
(1) 대륙붕, 과학적 조사, 심해저 자원(이한기)
(2) 영해의 획정, 영해의 외국선박의 통항, 배타적 경제수역(김찬규)
(3) 공해상 어업, 해양환경 보존, 분쟁해결 방법(박종성)
1974.5.20-제3차 해양법회의에 대비한 해양 전반에 관한 정책건의
일자 미상)-남북한의 대 UN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1) 한국통일 문제에 관한 UN의 권능(이한기)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UN의 권능(박관숙)
(3) 남북한 간의 법적 지위(배재식)
(4) 대한민국의 정통성(한형건)
1978.10-UN해양법회의(8회기)에 대한 정책 건의
(1) 경제전관수역과 어로권 문제(지정일)
(2) 대륙붕 제도의 문제점(이한기)
(3) 해저자원 개발(노명준)
2) 국토통일원 관련사항(2건)
1977.7.20-통일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법적 문제
(1) 국제법에 대항 북괴의 태도(김찬규)
(2) 북괴와 중소와의 조약체제에 관한 연구(한형건)
(3) 북괴의 해양법 정책(박종성)
(4) 국제법상에서 본 북괴의 연방제에 관한 연구(김정균)
1978.8-(제목 미상)
(1) 한일대륙붕 개발과 국제법적 문제(배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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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상으로 본 북괴의 무력사용 금지와 위법행위 책임(장효상)
(3) 한일중소의 영토분쟁의 현황(김찬규)

3. 1970년대 학회 임원진
가. 국제법 학계를 움직인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란 많던 10년(decade)인 1970년에 있어서 본 학회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종래 헌법학자 玄民 유진오 박사(1953~1967)와 정부의 장관 출신의 振庵 전예용 박사
(1968~1969)로 이어져 오던 회장직의 바통을 국제법 전문 학자인 이한기 박사(1970)에게 넘기는, 리더
십의 획기적 변화를 이뤄냈다. 그리고 박관숙 박사(1971), 박재섭 박사(1972~1973)로 회장직 바통은 이

어졌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른바 “우리나라 국제법 학계의 3대 거두(巨頭)”로 평가되는 학자였다.
그러다가 이른바 유신시대의 환경 속에서 본 학회로서는 하나의 보호막(?)을 필요로 한듯, 다시 振庵
전예용 회장(1974~1978) 체제로 회귀하였으며, 그 후 年岩 양준모 박사(1970~80)에게로 이어졌다. 역
대 회장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휘하의 각종 임원진(부회장, 총무-연구-출판 등 직무
이사, 감사)의 열성적인 보좌와 회원들의 적극 참여 하에 학회 업무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계에서 공히 명성이 높으셨던 윤치영 박사는 본 학회의 고문으로서
항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만국공법 불여대포일발(萬國公法 不如大砲一發)...”이라고 서두를 떼면서
후학들에게 많은 교훈과 격려를 주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1970년대에 있어서 본 학회의 ‘고문’ 명단을 보면, 당대의 정부요직을 거친 국가 지도자들인 민복기
(전 대법원장), 정일권, 최규하, 김종필(이상 전 국무총리), 김용식, 김동조, 박동진(이상 전 외무부장
관), 유상근, 이용희(이상 전 통일부장관), 황산덕(전 문교부장관), 이호(전 내무부장관, 한적총재), 백
두진(전 국회의장), 이영섭(전 대법원장) 등이 나열되어 대한국제법학회의 위상과 권위를 과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현민(玄民), 진암(振庵)연구비: 국제법 연구업적 우수자에게 지급
1970년대는 국내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본 학회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회장 유진오 박사와 전예
용 박사가 솔선수범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연구기금을 학회에 기탁, ‘연구비 지급규정’에 의해 그 이식수
입 중에서 연간 1명씩 선정하여 ‘현민연구비’와 ‘진암연구비’를 수여하여 왔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민연구비>

<진암연구비>

제1회(1971)		

박재섭		

박관숙

제2회(1972)		

이한기		

양준모

제3회(1973)		

최문경		

김수만

제4회(1974)		

김정균		

배재식

제5회(1975)		

이윤영		

서희원

제6회(1976)		

박종성		

최재훈

제7회(1977)		

김종수		

장기붕

제8회(1978)		

김찬규		

노계현

제9회(1979) 		

정운장		

한형건

< 대한국제법학회 연구비 지급규정 >
제1조 본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에 기부된 기금에 의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본 연구비는 기금을 기부한 인사가 정하는 성명, 아호, 기타 호칭 등을 관(冠)하여 각각 이를 지급한다.
제3조 본 연구비는 회원으로써 본회에 다년 간 기여하고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본 연구비 지급에 관한 심의는 본회 이사회가 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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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규정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2. 유진오박사가 기부한 ‘현민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3. 전예용박사가 기부한 ‘진암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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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후 몇 분 역대 회장들도 이러한 취지에 동참, 약간의 사재를 기부함으로써 箕堂(이한기),
年岩(양준모) 등의 아호를 붙인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액면에서 실질적 가
치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하여 결국 2009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폐지된 ‘지급규정’을 대체한 현
행 ‘수상규정’에 의거하여 현민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 연구비들을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으로 통
합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현민연구비는 ‘현민 국제법학술상’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유족측이 별도
로 기부하는 상금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4. 국제법학회의 1970년대 재정(財政) 상황
공고한 국방과 안보 속에서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1971년 10월에 기치를 올렸던 유신
체제는 1979년 10·26사건으로 종언을 고하고 민주화의 여명기에 들어갔다. 유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서도 국제법학회는 안정된 지도부와 회원들의 단합으로 조직이 순조롭게 운영되면서 주어진 재정 여건
하에서 본연의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980년도 총회보고서’ (1980.3.25 뉴 내자호텔)만을 훑어보면, 첫째 1979년 사업보고 중 특기사항으
로 1) 편집위원회 2회,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13회를 포함하여 연중 도합 21회의 각종회의 개최; 2) 1979
년 중 신규가입 9명을 포함하여 총회원수는 287명; 3)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1980.1), ‘헌법개정
건의안’을 연구 작성하여 이를 반영코자 정부, 헌법관계기관, 국회 및 관계인사에게 제출; 4) 「국제법학
회소식(Newsletter)」의 창간(1979.12.15); 5) 기획위원 중 양준모 회장이 392만원, 장기붕 부회장이 90
만원, 강인호 회원이 100만원. 백봉흠 회원이 50만원, 최은범 감사가 50만원을 각각 특별찬조한 기록
등이 주목된다.
한편 같은 보고서 중 ‘1979년도 결산서’는 대표적으로 국제법학회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말해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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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연도들의 재정 상황을 대충 가늠할 수 있게 한다. 1979년도 총수입액은 12,371,464원; 총지출
액은 12,228,631원; 잔액은 142,833원으로 흑자경영을 보여준다.
수입부문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년도 이월금 148,858원; 회비 240,000원; 기금이자
744,000원; 논총판매대 15,000원; 정부보조금(외무부, 기타) 4,250,000원; 연구비용역 1,400,000원;
기타수입 273,000원; 찬조금 2,960,600원; 사무실임대산출금(무료) 2,160,000원; 차입금 180,000원
이다.
지출부문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비 549,450원; 논총발간비 2,294,500원; 연구용역
비 1,400,000원; 연구사업비 1,100,245원; 도서비 32,000원; 인건비 2,450,000원(사무국장급여 월
150,000원); 사무비 304,225원; 교통비 130,840원; 통신비 229,062원; 사무실관리비 440,649원; 상
조비 105,400원; 잡비 99,500원; 차입금반환 180,000원; 사무실임대료(무료) 2,160,000원; 예비비
252,660원(회계마감이후 지출); 기금확충 500,000원(차년도 이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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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 격동의 80년대 국제법학의 역량강화
전 순 신*

1. 개관
대한국제법학회와 필자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정확한 날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1981년 3월 말 무렵,
배재식 교수님 (1981년 본 학회 회장)의 부름을 받아 학회의 간사 일을 맡게 되었다.
학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0-2 삼령빌딩 1002호였다. 사무실의 첫 인상은 그야
말로 꾀죄죄함 그 자체였다. 서가에는 낡은 책으로 꽉 채워져 있었고 집기도 너들너들 완전 고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73년(당시 회장 박재섭)에 삼령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근 10여 년 동안 그대로
지내 왔으니 책이나 간행물은 계속 쌓여 가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재정적 여력도 없으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다른 학회와 비교해 보면 富者 학회였다. 왜냐하면 당시 유수한 다른
학회들도 단독 사무실을 갖지 못하던 시절에 본 학회는 단독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53년에 본 학회가 창립되었으나 초창기에는 학회 사무실을 갖지 못했고,
1957년 7월 22일에 한국법학원 내에 사무실을 처음으로 설치했고, 1959년 4월 11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4 貞信 빌딩 403호로 이전했다 (당시 회장 유진오). 전화번호는 2-9605였다. 1965년에 서대문
구 서소문동 37번지 법원 구내 한국법학원 건물로 다시 이전했다. 1966년에 전화번호가 22-9605로 바
뀌었다(논총 제11권 제1호 판권 표지 참조). 그 이후 1973년에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50-2 삼령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학회논총 제18권 제1호 판권 표지에 게재된 주소 참조). 현재 전화번호가 752-9605
인 것도 局만 바뀌었지 전화번호는 처음 그대로이다. 22국에서 752국으로 바뀐 것은 1981년의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학회는 1953년에 출범하여 현재(2013년)에 이르고 있다. 이제 환갑을 맞이하
고 있다. 본 학회는 해방 이후 법학분야에선 한국 최초의 학회로서 유서깊은 전통을 가진 학회라는 가
진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학회의 모습은 그 이전의 학회의 모습과 몇 가
지의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회장의 면모를 살펴본다. 1953년부터 1980년까지 27년 동안 회장직은 6분이 역임하셨다. 유진
오 선생님이 14년, 전예용 장관님이 7년, 이한기 교수님이 1년, 박관숙 교수님이 1년, 박재섭 교수님이
2년, 양준모 변호사님이 2년 재임하셨다. 이 당시에는 국제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도 본 학회 회
장을 역임했다는 것, 또 연임 및 재임이 빈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면을 살펴본다. 1981년도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도 총 지출액은 17,592,081원이
다. 18,000,0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1990년도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도 총 지출액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제34대 회장(2007),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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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1,260원으로 1980년에 비해 약 6,000,000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1980년 총 지출액의 1/3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국제법
학의 역량강화 활동을 활발하게 실행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셋째, 연구 분야를 살펴본다. 1980년 이전에 학회에 게재된 논문은 주로 전통 국제법에 해당하는 부분
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해양법 논문이 많아졌고, 나아가 국제경제법, 환경법, 우주
법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효상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1980년대
에 국제법도 각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연대별 학회 활동 상황

○1980년
회장: 양준모 (변호사), 부회장: 정일영 (국민대), 장기붕 (성균관대)
1980년은 암울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의 시해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씨가 대통령에 피선되고, 이어서 정승화사태의 발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
실시, 급기야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항쟁사태가 일어났다. 1980년 5월 30일에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
책위원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가 국가 권력의 전권을 거의 장악했다.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이 하야하고, 9월 2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다.
가. 헌법개정건의안의 작성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 스케줄에 따라 헌법개정 논의
가 활발해졌다. 대한국제법학회도 신년 벽두 (1980년 1월 8일)부터 헌법개정안에 대한 학회의견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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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당시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대한국제법학회 논
총’ 편 이하 참조.

하기 위하여 회장단, 편집위원, 직무이사의 연석회의가 배재그릴에서 개최되었다 (대국학 2676호). 그
후 2차례의 회장단, 편집위원회, 직무이사회 등의 회의를 거쳐 “대한국제법학회 헌법개정시안 연구위원
회”가 발족되었다. 위원장은 장기붕 교수님이 맡았고, 9개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정일 (본
연구사업의 계획진행), 양건 (헌법개정에 있어 주요쟁점), 최은범 (헌법 전문), 장기붕 (제3조: 영토, 통
일문제), 정운장 (제4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 김명기 (제5조: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
위), 장효상 (제50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이병조 (제66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정용태 (제
95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심의권) 등.
이 사업의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헌법개정에 관한 학회의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대내적으로는
헌법을 통한 국제법 연구의 관심을 회원들에게 고취시켜 헌법개정에 관한 학회의 총의를 규합하기 위함
이었다 (대국학 제2679호). 이 연구위원회의 결과물인 헌법개정건의안은 1980년 3월 6일, 최규하 대통
령에게 제출되었다 (대국학 2689호). 그 자세한 내용은 「국제법학회논총」 제24권 제2호를 참조.
나. 총회
1980년의 1, 2, 3월은 헌법개정시안 연구사업에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 모두가 전력을 쏟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1980년도의 이사회 및 총회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3월 25일 배재그릴에서 개최되었다. 학
회의 다른 활동도 자연스럽게 순연되었다.
다. 초청강연
5월 30일, 세계적인 석학인 라이샤워 (Reischauer) 박사와 고광림 박사 2분을 초청하여 플라자 호텔
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라이샤워 박사의 강연주제는 “동북아세아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통일문제”,
고광림 박사의 강연주제는 “중국과 한국과의 대륙붕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의 국제법상 문제점”이었다.
학회로서는 뜻 깊은 강연회라 아니할 수 없다. 8월 12일에는 유엔본부 사무차장 Eric Suy를 초청하여
Peace Keeping Operations of UN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라. 제4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980년 11월 17일-18일 양일간에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주최로 “특정재래식무기에 관한 국제입법의 동
향”이란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가졌다. 1.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
에 관한 입법의 개요 (김석우) 2. UN 무기회의의 주요쟁점 (정운장) 3. 남북간의 무기체계의 비교 (주만
석) 4. 현대무기의 살상능력의 군진의학의 발달 (황인준). 그 내용은 (논총 제25권 제1·2합병호 참고)
마. 국제법심포지움
1980년 12월 16일, 학회로서는 제일 큰 행사인 ‘국제법 심포지움’이 프레지던트호텔 19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였다. 제1분과에서는 “국제법과 소수민족의 보호-주로 재
일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배재식 교수)를, 제2분과에서는 “최근의 국제해양법동향과 한일어업
문제” (박종성 교수), 제3분과에서는 “한일간의 우호관계와 독립권의 상호존중”(장기붕 교수)을 논의하
였다.
바. 사법시험제도 개선 연구·건의안
학회는 정부당국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증원하기로 한 정책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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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험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총 제25권 제1·2합


병호 참고.
사. 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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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총은 제25권 제1·2합병호로 출간되었다. 麥仁 김종수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으로 꾸며졌다. 국문
논문 8편이 수록되었다.
1980년대에는 그야말로 전두환 대통령의 서슬이 시퍼런 시대였다. 본 학회가 학회행사를 할 때마다 남
대문 경찰서의 집회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었다. 다 어이없는 시절의 이야기이다.

○1981년
회장: 배재식 (서울대), 부회장: 정운장 (영남대), 우재승 (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1981년은 국내적으로는 전두환씨가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3월 3일)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한 해
이고, 국제적으로는 이란 이슬람교 학생들에 억류되었던 52명의 미국 인질들이 440일만에 1981년 1월
20일에 석방되었다.
1981년 3월 7일, 이사회와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서울 법대 배재식 교수님이 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麥仁 김종수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 증정이 있었다. 1981년은 본 학회로서는
그 발전에 1획을 긋는 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회장의 경우 1981년부터는 회장이 연임 또는 재임하거나,
또한 국제법 비전공자가 회장을 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물론 제도간에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능력있는
분이 연임이나 재임하는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회장 임기 1년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권 제50호를 기념하는 축사에서 유진오 명예회장님께서는 “대한국제법학회는 순수한 국제법학자의
모임이라기보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및 학계의 광범한 집합체”이었고 “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급격히 필요해진 관심있는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회고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이제는 아니 몇 해 전
부터 이미 옆의 사람의 협조없이 순수히 국제법전공자들만의 손으로 운영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신 유진오 회장님의 표현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이해된다.
배재식 교수님은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1 방편으로 사무국장 직을 폐지하고 무보수 간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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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였다. 또 논총의 년 4회 발간은 어렵지만 2회 발간은 꼭 지킬 것을 강조했다. 하나 더 월례연
구 발표회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학술 세미나나 학술회의가 없는 달에는 반드시 월례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년 4회).
1) 5월 : 제10회기 UN해양법회의 경과보고 (함명철 과장),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모색 (홍성육 교수)
2) 7월 :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서현섭 외무부 일본담당관실),
국가에 대한 강제력에 의해 맺어진 조약의 효력 (한영구 이화여대 강사)
3) 9월 : 위헌조약의 효력 (정용태 교수), 한일경협문제 (이기주 국장)
4) 10월 : 항공범죄에 관한연구 (최완식 교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관한 소고 (김정건 교수)

나. 초청강연회
6월 20일에는 동경대학 데라자와 하지매(寺澤一) 교수를 초청하여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최근 일
본국제법학계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8월 14일에는 동경대학의 오누마 야스아끼(大沼保昭) 교수를 초청하여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란 주제
로 플라자 호텔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다. 제5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1월 30일에는 ‘제5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마닐라 적십자 국제회의 참가보고 (최은범
소장) 2.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적용상의 문제점 (정운장 교수) 3. 1949년 제네바협약 추가의
정서의 국내적 시행상의 제문제 (김명기 교수).
라. 학술회의
12월 12일에는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학술회의가 있었다. 1. 서독과 동독과의 법적
관계 (한형건 교수) 2. 남북한접촉이전의 법적관계 (홍성화 교수) 3. 화해정책과 남북한의 법적 지위 (장
기붕 교수) 4.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방안제시와 법적 문제 (양건 교수). 7월 이외에는 12월까지 학술세
미나 또는 월례연구회를 거르는 일이 없었다.
마. 논총
배재식 회장님의 약속대로 논총이 2회 발간되었다. 제26권 제2호는 「국제법학회논총」의 통권 제50호
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고된 유진오 명예회장님의 “축사”나, 윤치영 고문님의 “논총 50호 발행에 즈음한
나의 소회”, 이한기 명예회장님의 “논총의 지령 50호에 생각한다”의 一讀을 회원들께 권한다.
과거에 국제법을 공부하신 선배 학자님들은 국제법을 단순히 학문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는 애국심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배재식 회장님의 간행사를 읽어 보면 학회가 가야
할 길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982년
회장: 김정균 (성균관대), 부회장: 한형건 (인하대), 노계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1982년은 국제적으로는 오랫동안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 온 포클랜드를 아르헨티
나가 점령함으로써 (동년 4월 2일)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한 해이다.
1982년 2월 27일, 유네스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2년 3월 20일, 대한적십자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임시 총회에서 성균관대학의 김정균 교수
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양준모 회장님까지는 연임 및 재임이 다반사였지만 배재식 회장님 이후로는
회장 임기 1년이 충실하게 지켜져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고수되고 있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김정균 교수님이 회장에 취임한 그 다음 달인 4월부터 월례연구회가 시작되었다.
1) 4월 : 국제사회의 발전과 국제법의 변천 (유병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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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 제3차 해양법회의 참가보고 (신효헌 과장),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원리의 최근의 발달(이상면
교수),



3) 6월 : 한반도와 관련하여 동북아에 있어서의 항구적 평화구조 (박상식 실장), 국제법상에서 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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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성과 계속성 (백봉흠 교수).
나. 학술세미나
8월에는 박춘호 박사의 ‘해양법회의의 현황과 그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다. 초청강연회
10월 20일에는 오다 시게루(小田滋)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오늘의 국제사법재판소’란 주제의 강연과
Eric Suy 유엔사무차장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의 역할’의 강연회가 있었다.
라. 제6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1월에는 ‘현대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라는 주제의 제6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있었다. 1. 국제인도법
의 시행 (지정일 교수) 2. 전투수단의 규제원칙에 관한 재검토 (정운장 교수) 3. 무력충돌에 대비한 적십
자인도주의의 사업방향 (정헌국 소장) 4. 국제인도법의 보급 (최은범 부장).
마. 국제법 세미나
12월에는 연례 국제법세미나가 있었다. 1. 새로운 해양법질서 (김찬규 교수), 2. 새로운 경제질서 (김
찬진 박사). 7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학술행사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국제법학회논총」 제27권 제2
호(통권 제52호), 1982년 12월, p.151)
바. 논총
제27권 제1호는 전임 회장이신 年岩 양준모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 이어서 제27권
제2호가 출간되었다. 제27권 제2호에 김석현 교수 (당시에는 단국대 조교)의 FALKLAND 영유권 분쟁
에 관한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1982년 4월 2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에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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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가 점령하자 영국이 포클랜드를 침공했다. 당시로는 최근에 발생한 국제적 사건
에 대해 논문은 아니나 자료만이라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1983년
회장 : 이윤영 (고려대), 부회장 : 김문달 (경북대), 이병조 (중앙대)
1983년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운한 한 해였다. 1983년 9월 1일, KAL 여객기가 사할린 부근 상공에
서 소련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탑승객 269명이 몰사했다. 이 사건에서 전투기가 민간항공기를 공
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10월 9일에는 버마에서 아옹산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있은
후 한국은 버마의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창립 제30주년 기념호 간행사에서 이윤영 회장님도 지적하셨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건들이 법적
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에 매우 궁금해 하고 있고, 여기에 답해야 할 책무도 본 학회에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또한 기념호 축사에서 이한기 선생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충격적인 사건
에 봉착했지만 이렇다 할 학술적인 심층분석의 논문 하나 제대로 나온 것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
적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료의 빈곤 때문이 아닐런지?
이때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A.J.I.L. 조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대학은 없었다. 오죽
답답하면 회장이 나서서 A.J.I.L.의 복사, 구입을 권장했을까(대국학 제2933호).
1983년 2월 5일, 대한적십자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회장에는 고려대의 이윤영
교수님, 부회장에는 김문달, 이병조 교수가 선임되었다. 지방대 교수인 김문달 교수님이 부회장에 선임
된 것도 학회로서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1983년에도 1번의 월례발표회가 있었다. 1. 국제법과 Consensus-UN 총회 결의안 1962(ⅩⅧ)을 중심
으로- (이춘복 교수), 2. 조약체결의 현황 (홍정표 과장).
나. 강연회
4월 2일에는 Don Walsh의 Ocean Development after UNCLOS Ⅲ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다. 제30주년 기념 국제학술강연회
1983년은 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였다. 2번의 제30주년 기념 국제학술강연회가 있
었다. 9월 20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영국 Wales 대학의 Edward D. Brown 교수의 “해양법에 있어서의
항행문제”를, 일본 慶應大學의 쿠리바야시(栗林忠南)교수의 “변화하는 해양법에 있어서의 항행문제”
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고, 10월 22일에는 프라자호텔에서 전 하버드대학의 J.A. Cohen 교수의 “중
공 대외무역의 법적 측면”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분들의 강연내용은 창립 30주년 기념 논총인 제28
권 제2호에 게재되어 있다. 특히 Cohen 교수의 강연은 국제법학도들에게 매우 시사적이었다고 생각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전통 국제법의 연구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국제법학도들에게는 경제 분야의 법
적 연구, 그것도 아직 한국과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은 중공의 대외무역을 법적 측면에서 분석한 강
연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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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논총


1983년에도 논총 제28권 제1호, 제2호를 발간하였다. 제28권 제2호는 국문논문 5편, 영문논문 1편 총
5편이다. 그리고 창립 제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강연회의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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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회장: 최재훈, 부회장: 이중범 (단국대), 지정일
1983년 12월 14일 뉴 내자 호텔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최재훈 총장님이 회장에 선출되었다. 보통 당
해 회장의 선출은 당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해 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1983년에 1984년도 회장의 선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방대 교수가 처음으로 회장에 선출되었
다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1984년에는 3번의 월례발표회가 있었다.
1) 4월 : 국제법상 해양오염에 관한 고찰 (이영준 교수),
2) 5월 : 국제심해저자원개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의 연구 (김영구 대령),
3) 11월 : 군함의 통항제도연구 (강영훈 교수).
나.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제법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전문가회의
10월 9~13일에는 문교부의 지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조 하에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제법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5일간의 성대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타일랜드 등 9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한국대표로서는 박치영 교수가 참가하였다.
다. 제7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2월 18~19일에는 “1977년의 제네바추가의정서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제7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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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십자사 회의실과 유성관광호텔에서 2일간 개최되었다. 전쟁과 내란 (한형건 교수), 민간인 보호강화
(최은범 부장), 국제인도법상 남북이산가족의 재회 (김명기 교수), 추가의정서의 준수 (정운장 교수).
라. 논총
논총은 2회 발간되었는데, 제29권 제2호는 竹軒 서희원 박사의 화갑기념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 제29
권 제1, 2호에 게재된 논문은 총 7편이다. 유엔에 관한 것이 1편, 인권에 관한 것이 1편, 경제에 관한 것
이 3편, 항공법에 관한 것이 1편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국제법학자의 관심이 서서히 다양
해지고 있다는 것을 논총에 기고된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85년
회장: 서희원 (이화여대), 부회장: 김명기, 홍성화
1985년에는 하반기 이후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한
국산 수출앨범에 대해 미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기 시작했다.
1985년 1월 12일, 뉴 내자 호텔 12층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竹軒 서희원 교수의 회갑기
념논문집 증정이 있었고 또 이화여대 서희원 교수님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1985년에도 3번의 월례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1) 4월 : 중공경제개혁의 법적 문제 (박춘호 교수),
2) 6월 : 미국과 캐나다간의 Maine만 해양경계획정사건 (이상면 교수),
3) 10월 : 국제개발법의 개념 및 그 법적 기준 (이장희 교수).
나.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그리고 문교부의 지원 하에 12월 7일,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대한적십자사 회의
실에서 가졌다. 주제는 1.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재검토 (백봉흠 교수), 2. 한일어업협정의 재검
토 (이서항 해양연구소 연구원), 3. 분단국가에 있어서의 민족개념 (한형건 교수). 그 내용은 제30권 제
2호에 게재되어 있다.
다. 논총
85년에도 2회의 논총발간이 있었다. 제30권 제1호는 鏡海 박종성 박사의 추모 논문집으로 발간되었
다. 박 교수님의 전공이 해양법 분야라서 그런지 9편의 논문 중에서 5편이 해양, 수산에 관한 것이었
다. 제30권 제2호에서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 국제개발법의 개념과 그 법적 기준 (이장희 교
수), 2. 위성직방송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그 법적 측면 (장효상 교수), 3. 대한항공여객기 피격사건에
대한 법률적 연구 (최완식 교수). 3편의 논문 모두가 전통 국제법의 주제를 넘어선 선진적인 것이다. 특
히 최완식 교수의 논문은 1983년도에 발생한 KAL기 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은 시의적절한 논문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라. 연구기금 기탁
85년에는 연구기금 기탁이 괄목할 만하다. 럭키금성그룹 具滋暻 회장 1,000만원, 崔裁勳 총장 200만
원,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玄在賢 사장 200만원 등이 있었다.

○1986년
회장: 김찬규 (경희대), 부회장: 장효상 (한양대), 백봉흠 (동국대)
1986년 1월 25일 뉴 내자 호텔에서 1986년도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인 최재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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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님에 대한 공로패의 전달이 있었다. 전임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은 이 때 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생


각된다. 또 鏡海 박종성 박사의 유족께 추모 논문집의 증정이 있었다. 1986년도 회장으로 김찬규 교수
님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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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례연구 발표회
1986년도에는 2번의 월례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1) 6월

일본과 국제법 (오와다 히사시(小和田 恒))

2) 11월 독도문제에 관한 연구. 이 자리에서 단국대 교수이신 송병기 교수님께서 사학적 측면에서, 국
제법적 측면에서는 이중범 교수가 독도문제를 다루어 주셨다. 1986년도에는 규모가 큰 학술
행사는 없었다.
나. 논총
김찬규 회장님은 취임 즉시 이사회(1986.2.21) 및 출판위원회를 소집하여 제31권 제1호를 영문판으
로 발간하고, 그 내용도 가급적 한국관계를 다룬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제31권 제1호의 내용을 일
별하면 다음과 같다. 1. Recent Practice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Some case Studies (Hyo
sang Chang), 2. Recognition Theories and the Legal Status of Four Divided Nations (Sukyong
Choi) 3. Some Aspects of the Civil Aviation Law in Korea (Wan Sik Choi) 4. Fair and Different Trade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Graduation and Ineligibility Issue in the U.S.
GSP- (Byung-Sun Oh) 5. North Korea's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A Review (Choonho Park) 6. Domestic Jurisdiction in the United Nations (Sang-Seek Park). 영문판 논총의 발간
은 학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단히 큰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제31권 제2호는 蕓堂 김정균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 국문논문 9편, 영문논문 4편 총
13편이 게재되었다. 제31권 제2호는 방대한 분량의 논문집이 되었다.
다. 연구기금 및 운영보조비
1986년 12월까지 축적된 연구기금은 총 19,800,000원이다. 그 내역은 윤치영 300만원, 전예용 80만
원, 최재훈 200만원, 양준모 100만원, 이한기 100만원, 유진오 100만원, 서재필 100만원, 구자경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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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다.
1986년에 대한적십자사가 본 학회에 운영보조비를 지원하기로 본 학회와 대한적십자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6년도에는 240만원의 운영보조비를 수령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이외에도 연
구발표회, 학술회의 장소의 제공 등으로 끊임없이 본 학회를 지원해 왔다. 본 학회로서는 감사할 일이다.

○1987년
회장: 정일영 (국민대), 부회장: 백충현 (서울대), 노명준 (한국외대)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 12일), 국민투표에서도 (10월 27일)
93.1%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다. 또 12월 16일,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6년 12월 20일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1987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일영 국

민대 총장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 蕓堂 김정균 박사의 회갑기념 논문집 증정이 있었다.
가. 제8회 국제인도법세미나
1987년도에는 월례연구 발표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아마도 잦은 대규모의 학술행사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1987년 2월 24일에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주최로 제8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엠배써드 호텔에서 개
최되었다. 1. 국제인도법상 테러리즘의 금지 (김찬규 교수), 2. 민방위 국제적 보호 (정운장 교수) 3. 피
난민의 인도법적 보호 (노명준 교수). 85년과 86년에 국제인도법세미나가 없었다.
나. 학술세미나
1987년 6월 9일, 산업협동재단의 지원 (산학 제87-30호)을 받아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통상
마찰과 국제경제법”이란 주제로 무역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1985년 하반기에 미
국이 한국산 수출앨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
제경제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된 본 학술회의는 국제경제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켰다. 80년대에 “국제법의 總論의 시대는 去하고 各論의 시대가 來하다”고
한 장효상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강연내용은 1.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방향 (엄영석 한국외대 교수), 2. 대미수출의 법적 측면 (박춘호 고
려대 교수), 3. 유럽공동체기구의 법령의 성격(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4. 대중공직교역의 법적 대처방
안 (장효상 한양대 교수) 5. 통상마찰과 국제경제법 (박우희 서울대 교수).
다. 특별강연
10월에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사이또 구니히꼬 (齊藤邦彦)의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관계의 외교문제
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외교안보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있었다.
라. 한일 국제법학자간의 간담회
12월 4일, 한일 국제법학자간의 간담회가 일본 慶應大學 도서관 회의실에서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노
명준, 박춘호, 박치영, 백충현, 지정일, 한형근, 이병남이, 일본 측에서는 栗林忠雄(구리바야시 다다오),
河西直也(가사이 나오야), 高井晉(다까이 스스무), 奧原敏雄(오꾸하라 도시오), 米田富太郞(요네다 도미
따로)이 참가했다. 이 모임은 한일 양국의 국제법 문제에 대하여 양국의 국제법학자가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모임을 위해서 한일문화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다.
마. 논총
논총 제31권 제1호는 明遠 鄭一永 박사의 회갑 기념논문집으로 발간되었는데, 증정식은 10월 31일에
있었다. 이 논문집은 국문논문 10편이 게재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논문 증정식은 총회에서 하는데 이
번의 경우는 달랐다. 제31권 제2호는 玄民 유진오 박사 추모특집으로 꾸며졌다. 유진오 선생님은 법학,
문학, 교육 등 다방면에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다. 유진오 선생님께서는 대한
국제법학회의 초대 회장일 뿐만 아니라 1953년부터 1968년까지 계속해서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유진오 선생님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이윤영 교수님의 추모사 (제32권 제2호)를 한번 읽
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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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영보조비 및 연구기금 기탁


대한적십자로부터 240만원의 운영보조비가 있었다(대국학 제3067호, 대국학 제3087호). 또 윤치영
고문의 연구기금 추가기탁 (50만원)이 있었다. 1988년 2월 12일 정일영 박사님의 경상비지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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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1988년
회장: 정운장 (영남대), 부회장: 유병화 (고려대), 최은범 (대한적십자사)
1988년은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국내적으로는 노태우씨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2월 25
일) 제6공화국이 출발했다. 9월 17일부터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국제적으로는 8년동안의 이란·이
라크 전쟁이 유엔의 중재 하에 종식되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
립국가를 선포했다 (11월 16일).
1988년 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영남대의 정운장 교수님이 본 학회 회장
으로 선출되었다. 이리하여 지방대 교수로서는 부산대의 최재훈 교수에 이어 두번째로 본 학회 회장에
선출된 셈이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월례연구발표회는 2번 있었다.
1) 4월 15일 : 1. 최근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제 문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2. 국제법상의 정전론 (임덕규 육군사관학교 교수). 몇 년 전에 발생한 KAL기 사건에 관한 것이다. 매
우 시사적인 발표라 할 수 있다.
2) 6월 18일 : 1. 한국경제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의미 (이은식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정보본부장)
2. 유럽공동체, 얼마나 연방적인가? (김대순 전북대학교 교수).
나. 제9회 국제인도법세미나
2월 12일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현대국제인도법의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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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전쟁의 준수확보를 위한 군당국의 조치사항 (김득주 교수) 2. 제네바법의 국내
적 시행 (홍석조 검사) 3. 중대한 위반행위의 억제 (김명기 교수) 등 3명의 발제강연이 있었다.
다. 특별강연
9월 16일에는 LLHL의 회장인 Jovica Patrnogic 박사의 “Some Contemporary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라. 논총
논총은 2회 발간되었다. 제33권 제1호는 학회창립 35주년 기념호로 발간되었다. 국문논문 5편, 자료
3편이 게재되었다. 자료에는 당시 최광수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행한 연설 및 제123회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이 포한되어 있다. 제33권 제2호는 雪城 이윤영 박사님의 정년기념논문집으
로 발간되었다. 본 호는 제6공화국의 기조정책인 남북한 관계 및 북방정책에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

한 특집이다. 제2호에는 통일문제 6편, 북방정책 및 한반도문제 4편이 게재되어 있다.
마. 국제법의 필수과목화
사시 제2차 시험에서의 국제법의 필수과목화를 총무처장관에게 건의하였다(대국학 제3147호)
바. 연구기금 및 기타 보조금
윤치영 선생 150만원, 양준모 선생 50만원의 연구기금 기탁이 있었다. 또 송우석 사장님 100만원의 기
부금이 있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180만원의 운영비지원이 있었다 (대국학 제3121호, 제3138호).

○1989년
회장: 장기붕, 부회장: 김득주, 최완식
1989년은 국제환경이 많이 변화한 한 해였다. 6월 4일 북경에서 천안문 사건이 발발했고 (6월 4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11월 9일).
1989년 1월 10일에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장기붕 교수님이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찬규, 정일영 전임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또 雪城 이윤영 박사의 ‘정년기념
논문집’증정식이 있었다.
가. 월례연구 발표회
1989년에는 4회의 월례연구 발표회가 있었는데 예년보다 많은 편이었다.
1) 4월 22일 : 남극과 유엔해양법협약 (이서항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2) 6월 24일 :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적용 (백진현 성신여대 강사).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
법에 의해 해양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0, 1990년대에는 해
양법에 관련된 논문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3) 10월 14일 : 북경 주재 미대사관 망명사건과 판문점 망명사건의 비교 (김찬규 경희대 교수),
4) 12월 23일 : 국제인권규약 가입 (최종무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이 2개의 연구발표회의 내용은 시사
성이 농후한 것들이다. 이제는 시사적인 문제에도 국제법학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제10회 국제인도법세미나
5월 11일에 ‘적십자정신의 재조명과 해외동포의 인도적 보호’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4명이 발제강연에 나섰다. 「발제(Ⅰ) 적십자운동과 125주년: 이념과 과제」
(1) 적십자정신, 활동, 대한적십자사의 과제 (이덕영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2) 제네바법의 재조명 (정운
장 교수), 「발제(Ⅱ) 해외동포의 인도적 보호」 (1) 중·소 재류 한일동포의 인도적 보호 (지정일 이사) (2)
재일동포의 인도적 보호 (정인섭 교수)
다. 국제법학술세미나
9월 21일에는 프레스센타 9층에서 산학협동재단의 후원하에 “북방정책과 국제법”이란 주제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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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는 1988년 2월에 출범한 제6공화국의 북방외교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었다. 발제강연에는 (1) 북방정책에의 국내법상, 국제법상 문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2) 북방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 (최완식 한국항공대 교수 ), (3) 한국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의 관계(한형건 경희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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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었다. 그 내용은 제34권 제2호에 게재되어 있다.
라. 한·헝가리 간의 국제학술회의
11월에는 “한·헝가리 간의 국제법과 경제협력”라는 주제로 한·헝가리 간의 국제학술회의가 대한
적십자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문교부의 지원금으로 치러졌다.(1) Section (Ⅰ)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Hungary Speaker: Mr. István Torzsa (First Secretary, Hungarian Embassy), (2) Section (Ⅱ) Some Legal Problem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OK and
Hungary Municipal Law: Dr. Éva Horváth (Director General of the Legal Department of the 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3) Section (Ⅲ) Legal Aspects of Korean-Hungary Economic Co-ope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tection of Investment
마. 논총
논총은 2회 발간되었다. 제34권 제1호는 碩岩 배재식 박사의 회갑기념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 이 논
문집에는 강영훈 교수의 군도수역의 통항제도를 비롯하여 11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논문증정식은
1989년 10월 14일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제34권 제2호는 玄汀 최재훈 박사의 회갑기념논
문집으로 국문논문 9편, 9월에 개최된 북방정책과 국제법 세미나 자료 및 11월의 학술회의자료가 게재
되어 있다.
바. 연구기금 · 운영보조비 및 기타
전예용 선생 20만원, 양준모 선생 50만원, 윤치영 선생으로부터 50만원의 연구기금 추가기탁이 있었
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운영보조비를 1년분 2백 40만원을 보조받았다 (대국학 제3183호, 제3199호).
학회사무실이 삼령빌딩 1002호로부터 동 502호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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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99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 학회전통의 계승과 현실변화의 조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시기
이 장 희*

1. 9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조감  
1990년대의 탈냉전, WTO 체제출현과 그린라운드(GR) 등장 그리고 정보화라는 시대정신은 국제사회
나 국내사회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대한국제법학회도 학회발전을 위해 이러한 시대정신과 대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개혁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953년 창립이후 거의 36년 동안 내려온 학회의 다양한 전통과 관행은 현실적 변화와의 조화를 위해
학회 구성원 간에 많은 민주적 토론을 가지게 한 시기였다. 1990년대 5번의 정관개정이 이것을 잘 시사
하고 있다. 또 1992년 이후 역대회장이 교체할 때 마다 고심하는 사항중 하나가 학회 기금처리와 학회사
무실 이전문제였다. 학회기금은 기부한 사람의 뜻의 계승과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현실문제로 연결
하는데 조화로운 해결문제가 논의대상이었다. 또 사무실 이전문제는 무료대여자 양준모 변호사님이 90
년 초 서거 후부터 유족의 입장변화로 인해 학회는 사무실 임대료와 협소한 공간문제로 많은 부담을 안
고 있었다. 학회기금과 사무실이전 문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에 역대회장들이 취임 초의 강
한 개혁공약과는 달리 임기 말에는 다음 회장으로 넘겼다.
1990년대 임원개선과 관련하여 차기회장제도가 1998년 9월 임시총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1999
년 1월 정기총회 때 시행되었다. 도입이유는 회장 임기 1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차기회장을 선임하여
1년간 학회일에 관여한 경험을 쌓게하여 짧은 임기 1년 동안 학회일을 보다 효과적 처리할 수 있게 하
기 위함이다.
1990년대 학생회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학회 논총 판매로 인해 각급 일반 대학교 도서관 및 각급 군
대 사관학교들이 단체회원으로 되어 학회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회 주요 외부 용역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학슬진흥재단, 산학재단, 통신개발연구원 등에서 수탁하였다. 현재 2000년대 와서 통일부가 외
부용역에서 빠지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요한 외부용역원이 된 것과 대조가 된다.
1990년대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주요 학술행사는 거의 예외없이 남산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강당을
무료로 사용하였다. 학회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학회논총도 년 2회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학술행사의 주된 주
제는 탈냉전에 따른 남북관계, 국제해양법, 국제인권문제,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시대정신에 걸맞는 국
제법적 이슈에 맞추어졌다. 또 90년대도 매년 국제인도법세미나가 대한적십자사의 후원으로 대한적십
자사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0년대 주요한 세 가지 학술행사로서 첫 번째, 1993년 12월 31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제28대 회장(2001),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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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학회창립 40주년기념 학술대회]가 “통일안보정책의 당면과제와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대한적십자


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두 번째 학술행사는 1995년 5월 29일 대한민간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개
최된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한일 과거사문제 - 그 미청산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프레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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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20층에서 개최되었다. 세 번째로, 학회와 경북대학교가 1995년 10월 21일 공동 주최한 [국제연합 창
설 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경북대 복지관 교수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4년 11월 26일 현민 국제법학술상 규정이 제정되어, 매년 정기총회시에 수여되기 시작하
였다. 현민 학술상은 玄民 유진오 선생님의 큰 사위인 일조각 한만년 사장이 매년 200만원을 학회에 기
탁하기로 하였다.
「국제법학회소식」 Newsletter가 1979년 12월 창간호(회장: 양준모) 이후 1993년 3월 31일(회장: 이중
범) 제5호 발행으로 거의 14만에 다시 속간되었다. 1999년 12월 31일 18호로서 1990년대에 총 14번 발
간하였다.
1998년 9월 30일 “국제법의 국가시험 범위에 관한 소위원회”가 학회차원에서 구성되어, 출제범위의
명시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1998년 10월 22일 학회 이사회, 평의원 연석회의는 사법시험이 법조
인시험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그 출제 범위를 “국제법 기초이론, 국가, 개인, 조약, 국제사법재판소, 국
제경제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어 1998년 11월 9일 자로 “사범시험
출제범위에 관한 ‘이사·평의원 연석회의’결과 ” 통보공문을 통해 출제범위를 축소하는 권고안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 학회권고안과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국제법 과목의 편장분류표와 일치하지
않은 미비점이 있었다. 이러한 미비 점을 보완한 수정을 1999년 9월 18일 제2차 이사회는 채택하고, 당
국과 회원들에게 권고하였다.
요약하면, 90년대는 대한국제법학회는 학회운영면과 학술활동면에서 급격한 시대변화에 맞서 학회전
통계승과 현실변화의 조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 학회 운영제도면의  개혁    
학회 운영제도개혁은 정관의 개정으로 잘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학회정관의 개정이 5회(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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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나 있었다. 이는 1953년 6월 16일 학회 정관이 제정된 이후, 60년대
2회, 70년대 3회, 80년대 3회에 비교하면 수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제일 개정 빈도수가 높다. 그것은 90
년대에 학회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려는 현실적 노력을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5번의 정관개정의 내
용을 상세히 분석해보자.
- 1991년 2월 12일 : 정관 제19조 1항, 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회원들의 국제법
의 다양한 수요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992년 1월 12일 : 정관 제8조에 규정된 영구회원의 회비를 연회비 5년분 일시불에서 10년분 일시
불로 개정하였다. 이것은 학회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인플레이와 물가변동에 따
라 적응하기 위함이다.
- 1995년 1월 20일 : 정관 제19조 2를 신설하고, 부칙에 “국장” 직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제19조 1:
회장은 본회의 사무처리를 담임할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유

는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간사라는 칭호로 사무를 담임하고 있으나, 사회적으
로 점하고 있는 학회의 위상과 대외활동 및 당무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사무
국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정관 제6조(회원가입절차)의 개정: 본회에 가
입하고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 2인 (종전: 회원 2인)의 추천
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996년 1월 6일 : 제19조 2를 신설하였다. 신설내용은 제19조 1(사무국장제 도입)을 제19조 2로 별
도로 신설하였다.
- 1998년 9월 19일 : 크게 세 곳을 개정하였다. 첫째로, 회장단 선출방식을 개정하였다. 현행 방식(회
장 1인, 부회장 2인)을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 1993년도 1월 8일 이사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차기회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개정이다. 그 필요성으로는 학회업무의 계속성 확보 및 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다. 둘째로 학회 이사수를 확대하였다. 현행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개정
하였다. 셋째로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분과위원회 설치
는 1991년에 이미 해놓고 구성방법이 없었기에 이를 시행을 위한 구성방법을 명
시하였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해당 직무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각 2-3명의 이사
를 선임한다. 개정 이유는 학회 총무, 연구, 출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리고 90년대 가장 큰 제도개선은 차기회장 제도의 도입이다. 1998년 9월 19일 한국외대 교수회관에
서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개정 정관에 따라 1999년 1월 총회에서 고려대 유병화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처음으로 선출하였다. 학회장 임기가 1년이라는 제약을 넘어 준비된 회장으로서
효과적으로 학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다. 국내 공법학회를 비롯한 많은 학회들이 차기회장 제도를 도
입하여 긍정적 평가를 이미 받고 있었다.

3. 학회기금 처리문제 및 사무실 이전에 대한 열띤 토론
학회 기금은 역대 선배들이 학회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금이다. 기부자들의 기부취지에 맞추느냐 현
실적 학회 발전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하느냐로 많은 토론을 했다. 그래서 학회운영을 해보면, 약 10개
의 통장으로 된 적립기부금은 많지만, 막상 학회 경상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기부금에 눈을 돌
리곤 한다.
사무실이전은 무료대여자 양준모 전임회장이 1990년 초 서거이후 유족의 재정적 곤란으로 무료대여에
서 유상대여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 부동산시세에 비추어 보아 학회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편
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무실 구매를 포함하여 사무실 이전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런데 학회기금
은 기부자의 기부취지와 2억 원 적립될 때까지 타항목 전용금지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 기부자별 통장 총수도 10개 이상이었고, 관리가 매우 복잡하였다. 역대 전임 회장단들은 취임
초 적립기금을 활용하여 유리한 곳으로 사무실이전을 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적립 기금 관리
및 사용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임기말기에는 사무실이전 문제를 후임자에 넘겨버리기 일수였다. 1990
년대 회장단은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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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예산의 주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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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주요 수입은 전기 이월금, 회비수입. 이자수입, 학술상 찬조수입(현민상, 기탁 연구기금), 출판보
조수입(학술진흥재단), 운영찬조수입(학회 전 현직 임원들, 외통부 용역비), 논총판매수입 등으로 이루
어진다. 논총 판매비가 주요한 학회수입이라는 데 주목을 끈다. 지출은 출판비, 학술세미나비, 연구비,
회의비, 학술상금, 인건비, 학회유지비, 이월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학회에 적립된 기금은 당시 2,500
만원이었지만, 이사회결의로 2억원 될 때까지 경상비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 전체 예산규
모는 평균 5,300만원 전후이다. 외부연구 용역원은 당시 외교통상부, 학술진흥재단, 산학협동재단, 통
일부, 한국전기통신학회, 통신개발연구원 등이다. 2000년대에 와서 통일부가 외부용역수주원에서 빠지
고, 2007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 학회의 주요한 외부용역원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5. 1990년대 시대정신과 대한국제법학회의 동향
1990년대 학술활동(1990.1.1~1999.12.31)은 1991년 9월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선언(1988년 7·7선언)은 독일의 동방정책처럼 공산권국가들과의 수교 및 교류를 통해서 한
반도 평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탈냉전의 대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다른 한편 1986년 전후로 시작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압력은 1990년대에서도 여전히 한국
에 강하게 작용했다. 특히 유럽연합 이사회는 한국을 반덤핑으로 한국의 남일 금속주식회사를 제소하고,
반덤핑조사를 하였다. 또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교역상대국과 무역을 통하여 미국산업에 피해가 있다
고 판단되면 그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복대상도 제한
이 없다는 법률규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통상법은 한국시장과 무역에 큰 압력을 끼쳤다. 동시에 유럽연
합과 미국은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한국의 기업을 제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유럽연합법이 한국의 국제법 학계에 친숙한 용어로 등장하였다. 1990년 특히 한국에서도 대학원
에서 국제통상법 석 박사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사법시험 국제법 출제에는 반드
시 25%가 국제경제법이 출제되도록 배당되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그리고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문제로 20년 이상 논란이 대상이었던 1966년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
협정(SOFA)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1991년 개정되었다. 특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불평등
문제 및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동시에 국제법학적 연구도 점차적으로 이루
어졌다. 1992년 동두천 윤금이 씨의 미군병사에 의한 잔인한 살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초동수사
문제와 미군 부대 부사관의 한강 독금물 살포 사건은 SOFA 상 미군 시설기지의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
슈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94년 발효한 UN 신해양법 상 EEZ 200해리 도입으로 일본이 1996년 일방적으로 1965년 한일어업
협정을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한일 양정부는 어업질서를 다시 조율하기위해 오랜 협상을 거쳐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발효시켰다. 이로 인한 독도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국제법상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대한국제법학회의 학술 활동
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가 관심을 끌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

서의 법적 성격 문제와 국회비준동의문제에 대한 학계 세미나도 열렀다. 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대한국제법학회의 학술 활
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가 관심을 끌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
의서의 법적 성격 문제와 국회비준동의문제에 대한 학계 세미나도 열렀다. 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되었다.
1990년 중반 유럽과 미국의 통상 압력이 한국에 국제통상법과 EU법에 대한 강한 수요를 자극시켰다.
1992년 리오(Rio) 세계 환경정상회의는 한국에도 환경단체, 국제환경법에 대한 강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 국제법학의 학술활동 및 연구경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국제법학회논총」의 학술논문 및 대한국제법학회 학술행사를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6. 연도별 학회 활동 상황
여기서는 연도별 역대회장에 따른 주요한 학회활동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매년 임기를 마치고 정기총
회에 제출한 각 년도 총회보고서 및 당해년도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뉴스레타 그리고 각 연도의 「국제
법학회논총」의 논문 주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
1990년도 회장은 한형건 교수(인하대학교)였다. 회장 취임일인 1990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두 가
지 연구 결과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하나는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전임회장단과 현 회장이 상의하여 후
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4명의 후보자를 두고, 출석회원 전원이 투표하여 과반수 최다득표자
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한형건 교수가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두 번째 보고는 연구비지급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토의
끝에 이것을 기초로 차기 임원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연구비지급은 학
회의 계속적인 논의사항이었다.
학회논총은 2번 정기적으로 출간하였고, 「국제법학회논총」 제1, 2권에 게재된 총 24편 논문 중에서 남
북관계를 다룬 국제법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시 탈 냉전바람의 초창기에 남북문제에 대
한 국제법적 연구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행사로는 2번의 월례 연구발표회, 제3차 한·일 국제법학자 FORUM이 있었고, 스위스의 석학
Eric Suy 교수의 “동서독 통일과 국제법” 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한소 경제교류에 있어
서 법적 제문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있었다. 또 제11회 국제인도법세미나가 Torst Stein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 Dr. Pierre-Michel Fontaine, UNHCR 수석연구위원 등 석학이 참가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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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존엄에 대한 보호”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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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14명, 단체 회원 4곳으로 증가되었다.
1990년도 예산은 23,521,260원 이었다. 그런데 적립되어 있는 연구기금 현황은 당시 37,951,974원으
로 예산보다 1,000만원이나 많았다.

○1991년
하나는 정관 제19조 1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둘째로 회비인상안이 결의되었다. 셋째
로 연구기금 운영방식이 토의되고, 결의되었다. 일반기금, 운영기금, 정기 적금 등 3가지 통장으로 나
누어져 있는 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이자를 경상비로 사용하자는 안에 대하여, 통합운
영에는 동의하나, 기금 2억이 모일 때까지는 이자를 찾아 쓰지 못한다는 종전의 원칙적인 합의를 재확
인하였다.
8회의 직무이사회를 가졌다. 2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1회의 국내학술세미나,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주
최로 제12회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제법학회논총」은 예정대로 2번 출판하였다. 게재된 학술논총 1, 2권에는 남북한 관련 국제법논문
과 EC 법 논문이 각 2편 실렸다.
신규회원 숫자는 일반회원 4명, 학생회원 7명, 단체 회원 2곳으로 늘어났다.
대외 연구용역으로 외무부, 통일원, 산학협동재단, 통신개발연구원 등 4곳으로 수주하였다. 통신개발
원에서 수주한 논문은 “위성 TV방송의 법적 문제에 대한 아시아지역협력 방안” 이었다.
1991년도 결산보고에서 총예산은 39,495,585원 이었다. 이는 1990년도 예산 23,521,260원에 비교하
여 1,60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1992년
1992년도 회장은 이병조 교수(중앙대학교)였다. 회장 취임일인 1992년 1월 25일 정기총회 및 그 후 개
최된 이사회(1992.2.19)에서 네 가지 안건이 토의되고 결의되었다. 첫째, 모든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둘째로 영구회원제도(정관 제8조)에 대한 제
도개선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즉, 본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 이상의 회비(20만원)를 일시불로
내는 자는 영구회원이 될 수 있다. 셋째로 학회 회원 수첩을 제작한다. 넷째로 학회운영기금 외에 학회에
기부하는 경상비 기여금에 대해서도 본 학회 논총 맨 앞 페이지 이면에 그 방명을 게재한다.
1992년 집행부는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를 총 11회 갖고, 4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1회의 국내 학술세
미나, 1회의 특별초청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상기 국내 학술세미나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
신대원의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였다.
신규가입회원으로 일반회원 10명, 학생회원 8명, 단체 회원 9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단체회원 가입은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1992년 회장단은 회원 수첩발간, 평의원 간담회개최, 학회 사무시설 및 기자재 구입 등 운영에서 새
로운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뉴스레타 발간은 없었다.
1992년도 결산보고는 총예산은 40,083,486원이었고. 회원의 회비수입이 663만원으로 큰 증가를 보
였다. 1992년도 예산결산은 91년 39,495,585원에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1992.2.19 이사회는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체납할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의하였다.

○1993년
1993년도 회장은 이중범 교수(단국대학교)였다. 1993년도 회장단 직무이사회는 13회의 모임을 가고,
3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제13회 국제인도법세미나, 학회창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다. 특히 학회창립 40주년 기념학술행사의 주제는 “통일안보정책의 당면과제와 국제법”으로서 대한적
십자사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 외무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2곳으로 부터 대외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였다. 평의원간담회를 개
최하여, 학회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했다. 또 회원수첩을 1993년 7월 1일자로 제작
하였고, 1982년 중단된 뉴스레터를 11년 만에 속간하여 제5호(1993.3.31), 제6호(1993.6.30), 제7호
(1993.9.30) 그리고 제8호(1993.12.31)를 포함하여 총 4번이나 발행하고, 「국제법학회논총」을 예정대로
2번 발행하였다. 1993년「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총 22편 논문 중에 남북관계를 다룬 논문이 총 5편
으로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관심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회원 가입수는 일반회원 9명, 학생회원 5명, 단체회원 8곳으로 증가하였다.
1993년도 결산보고는 수입 36,975,717원으로서, 전년도 40,083,486원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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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회장은 지정일 교수(한양대학교)였다. 1994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학회지
발간, 12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3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1회의 국내국제법학술세미나, 1회의 특
별초청강연회(강연자: 미국 델라웨어 대학 Gerard J. Mangone 교수/연제: 1982년 해양법의 미래)를
가졌다. 2회의 뉴스레타를 발간하였다. 또 외무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동재단, 교육부 등 4곳으
로 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19편중 국제경제법 논문 4편, 국제해양법 4편, 국제환경
법 3편인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당시의 국제적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국제법연구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예산지출액은 총 50,116,375원으로서, 1993년도 36,975,717원으로서 1,400만원 정도 높았다.
이것은 회장이 학회연구용역의 수주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다.
신규회원 가입수는 13명의 일반회원, 6명의 학생회원, 3곳의 단체 회원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1994년 회장단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한 점, 학술분야에서 다액의 연구비를 획득한 점, 많은 액
수의 이월금을 넘긴 점에서 성과로 볼 수 있다

○1995년
1995년도 회장은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였다. 1995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학회지
발간했고, 9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2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5회의 국내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외무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2곳으로 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19편 중 국제해양법 3편, 국제환경법 3편 다수인 것은 주
목할 만한 하다. 국제해양법과 국제환경법의 논문 편수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특이
하다.
1995년 4월 24일 평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학회 내에 “주제별 연구분과위원회” 설치가 제기되어 1995
년 12월 30일자 직무이사회를 거쳐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제법의 연구영역의 확대에 따른 좋은 제
안이라고 본다. 뉴스레타 제13호(1995.11.30)가 1회 발간되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개정이 있었다. 기존의 사무국의 간사제도에 추가하여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사무국장의 지위를 부여하여 학회위상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추후 정관 제19조 2를 신설하고 부칙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1995년 예산지출액은 총 64,623,695원으로서, 1994년도 50,116,375원에 비해, 1,400만원 정도 높
았다.
신규회원 가입수는 6명의 일반회원, 12명의 학생 회원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1995년도 회장단은 국내 학술 행사를 5번이나 하였다. 특히 2차례(5.29; 6.30)의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회의(한국프레스센타, 한국학술진흥재단), UN 창설 50주년 기념 국제법학술회의(10.21. 경북대학
교)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시의성 있고 매우 훌륭하다고 본다. 그리고 “군사현안과 국제법”이라는 국제
법학술회의가 학회와 육군사관학교, 대한적십자사가 3자 공동으로 주최하여 육군사관학교 교수회관에
서 개최하였다.

○1996년
1996년도 회장은 홍성화 교수(건국대학교)였다. 1996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학회지
를 발간했고, 5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3회의 국제법연구발표회, 3회의 국내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또 외무부로 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다.
1996년 예산지출액은 총 52,191,740원으로서, 1995년도 64,623,695원에 비해, 1,200만원 정도 낮았
다. 그러나 신규회원 가입수는 5명의 일반회원, 11명의 학생회원 그리고 3곳의 단체회원을 새로이 확보
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24편 중 국제환경법 5편, 국제경제법 5편, 국제해양법 3
편 등이 다수인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의 논문 편수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박춘호 고려대 교수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피선되어, 총회 시에 취임 환영식이 있었다. 회
원 수첩과 뉴스레터 14호(1996.8.30)의 발간이 있었다. 1996년 4월 27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후보자
로 성균관대 김정균 교수가 추천되었다.

○1997년
1997년도 회장은 백봉흠 교수(동국대학교)였다. 1996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국제법
학회논총」을 발간했고, 5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4회의 국제법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외무부
와 한림과학원 2곳으로 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19편 중 국제해양법 3편, 국제환경법 3편 다수인 것은 주
목할 만하다. 국제해양법과 국제환경법의 논문 편수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1997년 예산지출액은 총 48,085,382원으로서, 1996년도 52,191,740원에 비해, 400만원 정도 낮았
다. 그러나 신규회원 가입수는 8명의 일반회원, 4명의 학생회원 그리고 5곳의 단체회원을 새로이 확보
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25편 중 국제환경법 6편, 국제해양법 6편 등이 다수 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의 논문 편수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것
이 특이하다.
평의원간담회(1997.11.8)가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이사선출방식의 개선필요
성, 학회활성화를 위한 이사수의 대폭 확대 필요성, 학회 실무집행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의
임기연장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대안으로 회장 임기를 2년 연장하는 안과 차기회장제도 도입안을 토의
하였다. 또한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학회참가 필요성과 그 방안의 검토, 총무/연구/출
판 직무 이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학회지형식을 현대적으로 변경하
는 등의 내용을 토의하였다. 이와같은 내용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회원수첩이 발간(1997.3.1.)되었고, 뉴스레터 제15호(1997.12.30)가 발간되었다.
1997년 회장단은 평의원 간담회를 통해 젊은 연구자의 신선한 개혁 목소리를 수용하려고 한 점은 향
후 학회발전을 위한 좋은 시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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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회장은 노명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였다. 1997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학회지를 발간했고, 6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6회의 국제법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외무부, 휠
라코리아, 학술진흥재단, 제일제당 등 4곳으로 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29편 중 국제해양법 5편, 국제경제법 4편 다수이고, 국제
기구 3편, 국제법 일반이론 3편, 국제인권법 2편이 수록된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1998년 예산지출액은 총 53,826,845원으로서, 1997년도 48,085,382원에 비해, 500만원 정도 높았
다. 신규회원 가입수는 20명의 일반회원, 25명의 학생회원을 대거 새로이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그리고 학회 발전과 개혁을 위한 진지한 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가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1998.9.19, 한국외대 교수회관 회의실)였다. 여기에서 1) 정관개정 논의(차기회장제도 도입), 2) 투고논
문심사규정 채택, 3)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4) 임원선출 규정 제정 등이 논의되고 결의되었다.
두 번째가 이사·평의원 연석회의(1998.10.11, 서울 교육문화회관 제10분과위원 회의장)였다. 제2차
이사회의(1998.9.19)에서 제기된 사법시험출제범위의 명시에 대한 필요성과 사법시험이 법조인 선발시
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출제범위에 대하여 토의·검토하였다. 국제법이 2차 시험과목이
되도록 노력하고, 1차 시험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뉴스레터가 16호(1998.8.31)와 17호(1997.12.31)가 발간되었다.
1998년 회장단은 차기회장제 도입, 투고논문심사규정 제도 채택, 6번의 국내학술회의, 사법시험에서
국제법 출제범위 제한 노력 등 운영제도의 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1999년
1999년도 회장은 백충현 교수(서울대학교)였다. 1999년도 업무 보고에서 학술활동으로 2번의 학회지
를 발간했고, 7회의 회장단 및 직무이사회, 6회의 국제법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외무부, 학술진
흥재단 등 2곳으로 부터 연구용역 과제를 받았다.
「국제법학회논총」 2권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30편 중에는 국제해양법 7편, 국제법이론 4편, 국제경제
법 2편, 국제환경법 2편, 국제기구 3편 등이 수록된 것은 주목할 만한 하다. 논총 출간에서 논문중심에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서 판례를 추가하도록 하자는 논총의 체제 논의가 있었다.
1999년 예산지출액은 약 53,020,161원 정도로서, 1998년도 53,826,845원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
다. 신규회원 가입수는 14명의 일반회원, 11명의 학생회원과 4곳의 단체회원을 새로이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고려대 유병화 교수가 1999년 1월 9일 총회에서 최초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회 입구에서 배
포한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서는 이것이 학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로 주목을 끌었다. 당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국제법학자간
에 너무나 상이한 입장이 대두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1999년 1월 9일 정기총회 당일 사법시험 소위원회를 재발족 및 상설화하며, 구체적인 실행은 1999년
신임회장단에 위임했다.
학회사무실 문제가 제2차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즉, 1억 5천만원을

모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값이 저렴할 때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회라는 데 동감하면서도, 현재
로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회수첩이 발간되었고, 뉴스레타(제18호, 1999.12.31)가 발간되었다.

7. 맺는말
1990년대 대한국제법학회는 운영제도 면에서는 학회전통과 현실적 운영이라는 그 사이에 조화를 찾으
려고 부단히 노력한 시기였다. 적립기금 운영제도, 사무실 이전은 토론은 많이 하였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난 차기회장 제도의 도입은 시행되어 이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 국제법의 보급과 계몽
차원에서 외연을 넓히려는 사법시험 과목 조정 노력도 부단히 시도되었다. 학술상 시상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역시 연장자 순으로 주어지는 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뉴스레타의 속간은 학회
의 정보 공유차원에서 매우 일반화되었다. 한편 학술활동면에서는 탈냉전, WTO체제의 출범, 환경이슈
(GR)의 등장 그리고 정보화라는 시대정신을 대한국제법학회는 학술활동 전반을 통해 수용하려고 부단
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대한국제법학회는 1990년 초 통일부에 통일관련 법제도적 이론과 대한적십자
사에는 국제인도법 자문을 하였다. 1994년 11월 신해양법 발효 후 국제법차원에서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등에 대해 외교부에 많은 자문을 하였다.
1990년대 대한국제법학회는 학회 내부적으로는 운영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고, 밖으로는 관련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문적 자문과 외연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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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0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 변화와 도약의 시대
정 인 섭*

1. 개관
2000년부터 시작된 21세기는 학회로서 변화와 도약의 시대가 되었다. 이 기간 10여 년 동안 학회는 과
거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발전과 성취를 이룩하였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계속하였다.
학회 예산규모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수십 배로 증가하였고, 학회 자체의 자금으로 사무실도
구입하였다. 학회의 학술활동은 내용과 수준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국제법학자대회가 정착화 되었고,
학회 자체의 기획을 통한 실질적 국제학술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중일 3국 국제법학회의
공동 학술회의도 성사되었다. 학회원들이 매년 단체로 인접국을 방문하여 공동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
다. 학회의 학술적 성장을 바탕으로 회원중 박춘호·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지정일·박기갑
ILC 위원,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등도 배출하였다.
창설 초기부터 유지되던 학회 운영제도에 있어서도 2000년대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장 선임방
법의 제도화, 이사제도의 개편, 차기회장제의 정착화, 직무이사직의 확대 등도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
졌다.
학회 논총은 1990년대까지 연 2회 발간에서 현재는 연 4회 발간으로 증간되었다. 영문 논총의 창간사
업도 성사되었다.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시작되었
으며, 학술상 제도도 비로소 진정한 학술상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국제법사전 편찬사업 등 학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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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학회 공동의 노력도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2000년대 학회의 변화와 발전상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각 연도
별로 학회 활동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 예산 규모의 확대
2000년대 들어 학회 운영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전인 1990년대에 비하여 학회의 예
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2001년 이후 학회 연간 예산이 1억원 대로 올라섰고, 이는
2000년대 후반 다시 급증하여 최근에는 약 5억원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제36대 회장(2009),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2000년 학회의 1년 총 수입액은 5608만원이었다. 1년 수입의 구성을 보면 회비 수입이 약 1035만원(
전체 수입의 약 18%), 외부기관 지원금 850만원(15% 비중)이었고, 예산의 근 4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이 유병화 회장의 기부금으로서 학회 수입이 회장 개인에게 크게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 당
시 학회가 1년간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학술회의 경비가 1055만원(22%), 논총 등의 발간비가
733만원(15%), 회의비가 269만원(6%)을 차지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학
회 사무실 기본유지비로 지출되었다. 이 같은 예산구조 하에서는 학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학회의 예산 규모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하였다. 이후 학회 연간
예산은 2002년 9651만원, 2003년 1억 848만원, 2004년 약 9000만원, 2005년 9364만원, 2006년 1억
1181만원, 2007년 1억 1122만원 등 2000년대 전반과 중반에는 연 1억원 규모를 유지하였다. 학회 예산
이 1억원 내외를 유지하던 당시의 수입지출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수입부문의 경우 연간 회비수
입이 대략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학술용역 수입이 4000만원 대 후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학술회
의 지원금이 2000만원 내외, 기부금이 해에 따라 1000만원 내지 최고 3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00만
원 선이었다. 지출부문의 경우 출판비가 연 1000만원 내외, 학술회의 진행경비가 2000만원 내외, 용역
수행비 지급이 2500만원 내외, 학회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선이었다. 그 이전에 비하여 2000년대 들
어 학회 예산이 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용역수입의 증가였다.
학회 예산규모는 2008년을 기점으로 재차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
사재단 등으로부터 학술행사 지원비가 확대 되어 그 해 학회 연간 예산규모가 1억 6500만원으로 증가
하였다. 2009년에는 학회의 연간 예산이 다시 2억 7894만원으로 급증하였다. 수입내역을 보면 이 해
학술용역 수주가 처음으로 1억을 넘어 1억 3100만원에 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과 3개년 예정으로 매
년 9000만원 규모의 국제판례 번역사업이 성사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부기관의 학술행사 찬
조 수입도 8820만원에 달하였고, 기부금 수입도 1000만원을 넘었다. 2009년에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관리를 강화하여 회비 수입만도 3028만원에 달하였다. 이어 2010년의 연간 예산규모는 2억 9296만원
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학회 예산규모는 2011년에 또 다시 급증하였다. 연간 외형 수입규모가 5억 667만원에 달하여 처음으
로 5억원을 초과하였다. 경비지출규모도 4억 5145만원에 이르렀다. 외부기관의 학술활동 지원금과 용
역 수주규모가 처음으로 각각 2억을 초과하여, 각각 2억 2867만원과 2억 1151만원에 달하였다. 다만
2012년의 학회 예산규모는 4억 7524만원으로 약간 감소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과의 판례번역 용역사
업이 2011년으로 종료된 것이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회비수입, 외부기관 학술지원금 등에서
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00년대 학회 예산 변화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본다.
첫째, 학회 예산규모가 급증하였다. 2000년 연간예산은 5608만원이었으나, 10여년 사이 총액 규모가
8~9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예산 규모의 성장은 학회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 지고 다양화되었음을 의
미한다. 다른 한편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학회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확대되었음
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예산의 규모가 급증하다 보니 회비와 논총 관련 수입 등 고정적인 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
아져(2012년 기준 8.4%) 매년 학회장 등의 집행부가 나머지의 대부분의 예산을 외부기관과 교섭하여
조달해야 한다. 대체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연례적인 지원이 지속되어 재정적으로 큰 무리없이 학회
가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해가 있으면 학회 살림에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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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다.


셋째, 외부기관의 지원자금은 그 출처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며 아직 민간분야로부터의 예산확보
는 미미한 수준이다. 즉 현재 학회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는 용역이나 학술행사 지원금의 출처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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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국토해양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등과 같이 정부 부처 또는 국
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이며, 기업이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적은 액수이다. 국
제법 지식은 그 성격상 공공분야가 주요 수요처이며, 민간분야에서의 수요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라
고 이해된다.
넷째, 예산규모는 급증하여 왔으나 학술회의나 용역경비 등 행사성·통과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
여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학회의 재정상황이 비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외부기
관에 의한 학술행사 지원비는 거의 대부분 행사 자체에 소비되고, 외부기관의 용역수주금도 실제 용역
수행자에게 상당부분이 지급되므로 외형 규모의 성장만큼 학회의 재량적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러다 보니 통과성 예산의 급증으로 학회 재정의 외형적 규모는 늘어도 정작 집행부로서는 운
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연도도 있었다.
사실 학회 운영의 재정 형편을 보다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총 발간비, 인건비, 회의비, 사무
국 운영비 등의 학회 기본 경비만을 별도 합산하여 비교하는 편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비는
외부로부터 협찬이 없어도 집행부가 무조건 확보해야 할 액수이기 때문이다. 학회 전체 예산규모의 변
동과도 큰 상관이 없는 일종의 고정비용이기도 하다. 이 같은 기본 운영비의 지출규모를 별도로 개산해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는 대략 연 4500만원 선이었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이
액수가 연간 7500만내지 8000만원 선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학회는 2009년 이래 연 3000만원 정도의
회비를 수납하고 있으며, 또한 1000만원 내외의 논총 관련 수입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학회 회장단은
당해 연도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 정도의 재량적 경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기본운영이 원활해 진다. 앞
으로 학회 자체의 신규 학술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학회의 예산규모가 급증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학회가 외부지원의 학술행사를 늘려 단순 외형만을 키
우기보다는 국제법학계 전체의 학술역량을 키우는 자체 사업을 벌일 재정적 여력을 확장하는데 주력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분야로부터 조건이 붙지 않는 순수 학술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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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 운영제도의 변화
가. 학회장 선임제도의 정비
회장은 학회의 얼굴이요, 업무 추진의 중심역이다. 학회의 예산확보 노력 역시 학회장 중심으로 진행된
다. 결국 1년 동안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느냐 여부는 회장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회장 선임은 학회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만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선출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매년 총회에서 우선 회장 선거
방법을 합의하고, 이어서 선출과정을 밟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에 따라서는 선출방법 자체에 긴 시
간 논란을 벌였던 경우도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식은 당일 출석
한 전임 회장들이 모여 2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이들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었

다. 대체로 연배를 감안하여 부회장을 역임한 순으로 후보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전임회장들에 의하여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통상 그중 연배가 낮은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머지 후보가 박수로 차기 회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면 사퇴한 후보는 다음 해 총회에서 후보로 재추천되어 이번에는 차기 회장으로 선임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사실상 전임회장들에 의한 차기회장의 지명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해에 따라
서는 두 명의 후보 모두 사퇴를 하지 않아 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딱 한번 실제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2003년도 회장을 뽑는 2002년 1월 총회가 이
에 해당하였다. 그 해 역시 총회에 참석한 9명의 전임회장들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유
례없이 후보 추천 자체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모든 결정은 총회로 미루어졌다. 2인의 회장 후보
를 미리 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선거를 진행하자는 안(1안)과 후보를 미리 정하지 말고 개방적으로 선거
를 하자는 안(2안)이 총회 투표에 회부되어 일단 1안이 채택되었다. 1안에 따라 추천된 후보가 김영구,
이상면 두 사람이었다. 마침 김영구 후보는 당일 총회에 불참하여 후보사퇴 여부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
인할 수 없었다. 이상면 후보는 회장 선거에 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추천된 2명의 후보를 대상으
로 표결을 한 결과 재석 40명에 김영구 후보 23표, 이상면 후보 13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김영구 후
보가 차기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날 총회는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기나긴 논란으로 저녁 6시로 예정
된 종료시간을 훨씬 넘겨 밤 8시가 지나도록 진행되었다. 그 날 이후 현재까지 학회 총회에서는 회장선
임을 위한 더 이상의 실제 투표는 없었다.
2인의 차기회장 후보가 추천되면 그중 1인이 사퇴를 하고, 사퇴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해에
선임되는 관행은 회장 선거로 인한 학회 내 불필요한 잡음과 알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실제 회장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학회의 경우 득표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
었다. 한편 이러한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학회활동에 어느 정도 참석하는 적정 연배
의 국제법 전공교수가 그다지 많지도 않아 순서만 기다리면 좀 늦을지는 모르나 거의 대부분이 회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도 집행부는 학회장 선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학회 인적
구성의 변화였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자 정부는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 전국 대학에 법학과 신설도 늘었다. 그 영향으로 1980년대
말부터 대학에서 국제법 전임교수의 모집이 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의 취득
자도 늘었다. 이에 2009년 초 기준 학회 이사진의 면면을 살펴보면 회장 역임자를 제외하고도 1953년
에서 1960년 사이 출생 이사가 20명이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65년 출생 이사가 11명이었으며, 이
연령대의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었다. 단순 계산만 하여도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며 꾸준히 학회 활동을 하는 이사들의 절반 이하만이 학회장을 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회장 선임 방식을 고수하면 당장은 학회장 취임연령
이 날로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전단계로서 학회이사 진입연령이 지나치게 늦다는 불만과 부
작용이 이미 표출되고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학회장 경쟁이 좀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학회장 선임방법을 관행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도화 하여, 총회장에서 선거방법 자체부터 논란
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하는 편이 바람직하였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학회는 만성적인 애로를 겪고 있던 이사제도의 개편과 함께 학회장
선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3월 학회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
다(위원장: 오병선. 위원: 서철원, 박기갑, 성재호, 이재곤, 장신, 박배근). 제도개선위원회는 수 차례의
회의 끝에 2009년 9월 보고서를 성안하여 이를 2009년 9월 25일자 이사회와 10월 17일자 임시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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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학회장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국제법학자대회에서 이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차기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4인의 차기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이 명단은 대외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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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천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직전 10년간의 전임회장단 회의에서 2명의 차기회장 후보를 선
정한다.
셋째, 총회는 전임회장단이 추천한 2명의 후보중 1인을 차기회장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왕에 실시되던 회장선거 관행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전임회장단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기존의 관행과 유사하나
이를 제도화 하였다는 의의가 있었다. 이제 총회 때마다 회장 선임방법 자체부터 논란이 벌어질 이유는
없어졌다. 둘째, 총회에는 반드시 2명의 후보가 추천되게 되었다. 과거 전임회장들은 경우에 따라 단 1
명의 회장 후보만을 추천하여 그 해의 총회는 정관상의 선출권을 박탈당하고 그냥 박수로 인준할 수밖
에 없었던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할 전임 회장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과거에는 전임회장들이 사실상 차기회장을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총회
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누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전임회장이라 하여
도 결국은 매년 출석하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다. 이미 오래 전에 학회장을 역임하고 근래의 학회행사
에는 별달리 출입하지 않던 분은 최근의 학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전 10년간의 회
장 역임자로 구성을 한정하면 학회사정에 비교적 정통한 전임회장들의 의사결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되었다. 이렇듯 직전 10년간의 전임회장으로 제한을 하자 실제 정기 총회에 출석하여 후보 추천에 참
여하는 전임회장의 숫자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넷째, 차기회장 추천위원회에는 비교적 중견
또는 신임 이사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너무 연배와 서열에만 연연하지 않고 학회 구성원
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회장 선출은 2010년 1월의 차기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되었다. 바뀐 제도를 통하
여 선출된 첫 회장은 2011년이 임기인 최태현 교수였다. 새 제도는 아직 시행된지 몇 년 되지 않아 그 효
과는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운 감은 있다. 이후 선임된 4명의 차기 회장의 면모를 보면 과거의 관행으로
선출하였어도 결국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년 차기회장 추
천위원회에서의 4인 후보 선정시부터 누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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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회장 선임방법은 정관이나 규정으로 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2009년 10월 17일자 총회 결의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당시는 이의 규정화 절차를 밟을 경우 2010년 1월 총회부터 적용시키기가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이한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이제는 이 역시 성문화 절차
를 밟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차기 회장의 역할 강화
국제법학회 회장의 임기가 1년인 전통은 2000년대에도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학회 일각에서는 1년 임기의 회장으로는 중장기 사업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임
기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당시 이 같은 임기연장의 제안은 주로
회장을 이미 경험한 분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2년 임기제로의 개편 논의가 일반적 지지를 받지
는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회장할 사람의 숫자가 반감되게 되므로 선출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마련된 대안이 이미 많은 타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던 차기 회장제였다. 이

는 1998년 정관 개정시 실현되어 1999년 1월 총회에서 유병화 교수가 2000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최
초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차기회장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차기 회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
었다. 정관은 차기회장을 단지 학회 임원의 일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차기 회장이 집행부의 업
무에 어느 정도나 관여 또는 참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이로 인한 현임과 차기 회장
간 약간의 심리적 갈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대체로 차기 회장의 역할은 당해연도 회무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내년도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선에서 그쳤다. 부회장과 직무이
사진을 미리 구성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부 출범시 큰 도움이 되었다. 과거에는
1월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면 새 회장은 부회장과 직무이사진의 선정을 그 이후에나 시작했기 때문
에 새 집행부의 실질적 출발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2009년도 학회 제도개선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역할에 대하여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차기회장이 당
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직무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고 제의하였다. 아무
래도 집행부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여야 학회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차년도 학회 활동에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제안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필요한 정관 조항
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 차기 회장은 1년 동안 학회 집행부의 일원으로 회무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회장에 취임한 다음 회무를 일관성 있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는 창설 이래 정관상 2명의 부회장을 두었으나, 2003년 4월 26일의 정관 개정을 통하여 부회장 수
를 약간 명으로만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2명을 초과하는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도 각 회장은 2명의 부회장만을 두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7일 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을 통하여 차기 회
장이 공식적으로 수석부회장이 된 이후 현재는 3인의 부회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다. 이사제도의 개편
2000년대를 맞으며 학회가 당면하였던 운영제도상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이사제도의 개편이었다.
과거 국제법학회 이사의 정관상 임기는 1년이나 한번 이사로 선출되면 교수 정년퇴임연령인 만 65세
가 될 때까지 관례적으로 연임되었다.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사제도는 일종의 제한적 종
신제로 운영되었다. 정관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년 총회시마다 1년 임기를 마
치는 기존 이사들은 전원 재선출의 과정을 거쳐야 되나, 기존 이사의 연임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
각하여 이러한 형식적 절차마저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사선출이란 매년 한 두명
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숫자만큼 새 이사를 뽑는 일종의 보선으로만 운영되었다. 사실 대학에서 국제
법 전공교수 숫자가 많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사제도의 이러한 운영이 학회에 별다른 부
담을 일으키지 않았다. 당시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국제법 전공자의 대부분을 이사로 수용할 수 있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회 이사직이 사실상 종신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총무·연구·출판을 담당할 각 직무이사를 구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직무이사를 맡으면 그 한 해는 여러 모로 학회 일에 진력
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시간 손실이 적지 않다. 이에 직무이사를 한두 번 역임하면 본인들도 더 이상 하
지 않으려 했고, 새로 선출된 회장 역시 미안해서 또 부탁하기가 어려웠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기존
이사의 대부분이 직무이사를 이미 역임한 반면, 신규 이사의 충원은 적다 보니 매년 신임회장은 같이 일
을 할 직무이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기존 이사의 상당수가 이미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자
였기 때문에 하위직인 직무이사를 다시 부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새로 이사로 되면 일종의 반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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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해 직무이사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는 신임 회장이 아직 이사가 아닌 평의원 중에


서 직무이사로 같이 일할 만한 대상을 지명하여 이번 기회에 이사로 진입하고 회무를 맡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상적으로는 이사로서 몇 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직무이사는 담당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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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지만 학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정관상의 이사 숫자를 늘려 신규 충원을 확대하는 것이나, 전체 활동 회
원 수에 비하여 이사 숫자만 지나치게 많은 가분수형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원들 또한
적지 않아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학회가 고안한 묘책(?)의 하나는 회장, 부회장으로 선임되
면 그 해 1년 동안은 이사를 사퇴하는 방법이었다. 1999년 말까지의 정관에 따르면 학회는 회장 1인, 부
회장 2인, 이사 30인 이내, 평의원 약간명, 감사 2인의 임원을 두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
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회장과 부회장은 당해 연도 이사직을 사퇴하여도 학회 이사회의 구
성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회장과 부회장이 일시 이사직을 사퇴하면 당장 3명의 이사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회장·부회장 직을 마치면 다시 이사로 복귀시켰다. 사실 회장
과 부회장은 이사직을 전제로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었으나, 워낙 직무이사 시
킬 사람이 없다 보니 희한한 논리를 동원한 편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안 역시 맨 처음에나 3명의 신규 이
사를 확보할 수 있었지, 매년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었다.
한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학계에서 활동하는 국제법 교수들의 수는 증가하였으
나, 학회의 이사 숫자는 제자리여서 중견회원들의 이사 진입의 문이 한층 좁아졌다. 드디어 학회는 이사
수를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1월 총회는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숫자를 30인에서 40인으로 늘렸
다. 대신 회장·부회장이 되면 이사직을 퇴임하는 변칙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이사회는 이사
로 구성한다는 당연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사 수가 10명 늘어나자 한동안은 숨통이 좀 트였
으나, 몇 년 후에는 다시 이사 정원이 부족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8년 1월 총회에서는 이사수를 50
인까지 증원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불과 8년 사이 이사 정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 그 사이 직무이사를 구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
으나, 여전히 학회 이사가 되기 쉽지 않았다. 국내 다른 법학 관련 학회의 경우를 보면 국제법학회보다
회원 수가 훨씬 많은 경우에도 대체로 전임교수가 된 후 5-10년 사이에 이사가 되었다. 이사 초임 연령
은 평균 40대 초반이었다. 이에 비하여 국제법학회는 이사 진입의 문호가 좁다 보니 소속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거나 심지어 재직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에나 겨우 이사로 진입하게 된 교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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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이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학자들을 학회가 이사로 포용하
지 못하게 되었다. 한창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신진기예 학자들이 학회의 울타리 내에서 활동하기 보다
는 학회 밖에서 활동하려는 경향이 두드려졌다. 이에 적지 않은 중견교수,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서울
출입이 잦지 않은 지방대학 재직 국제법 교수들의 불만이 높아 졌다.
가장 큰 원인은 학회가 구성원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이사직을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하
기 때문이었다. 친목모임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학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술단체가 회장이나 부
회장을 역임하면 더 이상 이사직을 맡지 않고 후배들에게 역할을 넘겨 주었다. 그래야만 학회가 연령적
으로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법학회와 같이 회장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
다. 국제법학회 역시 구성원이 적었던 시절에는 회장 역임 이후 일반이사로 복귀하여도 학회 운영에 별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으나, 학계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자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었다. 또한 이사가 종신제로 운영되다보니 이사회비조차 납부하지 않고 사실상 학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사조차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학회에 전혀 출입

도 하지 않고 아무런 국제법 활동을 하지 않는 이사는 그대로 두면서 새로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학
자들을 이사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사 수가 많다 보니 매년 등
기갱신업무도 큰 부담이었다. 국제법학회보다 회원 규모가 아무리 큰 법학 관련 학회라도 등기이사가
50명에 이르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학회 임원등기를 갱신할 때마다 대행 법무사는 이렇게 등기이사
가 많은 단체는 처음 취급해 본다고 하였다. 등기업무가 번거롭다 보니 등기갱신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회장도 여럿 있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평의원 제도 역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정관상 이사와 평의원은 학회 임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당초 평의원 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2~3년 정도 된 회원
에 대하여 이사가 되기 직전에 학회 내 직함을 주기 위해서였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임기가 1년이라 정관상 매년 이사회 결의로 재임명되어야 했으나, 지난 수십 년간 학회가 평의
원 연임결정을 한 해는 거의 없었다. 평의원 역시 한번 임명되면 무조건 종신직이었다. 일단 임명만 되
면 수십 년 이상 학회에 전혀 얼굴조차 비추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아도 평의원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다. 평의원의 수는 이사의 5배까지 임명할 수 있어서 2008년부터 그 정원이 250명이 이르렀다. 이
사 50명과 평의원 250명으로 국제법학회는 정관상의 임원수가 300명에 달하였다. 당시 실질적으로 활
동하는 전체 회원의 수는 임원을 다 포함해도 그 절반에 못 미쳤으니, 국제법학회는 임원의 정원이 회
원 숫자의 2배가 넘는 기형적 단체였다. 모든 것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유지되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였다.
2007년 전순신 회장 집행부는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안건을 제시하였
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체로 기존 이사 규모의 상임이사를 두고, 새로이 일반 이사를 확대
하여 이사 진입의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얻었으나,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사제도 개편문제는 그 해 더 이상 거
론되지 않고 무산되었다.
학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회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이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8
년 1월 총회의 위임을 받아 2008년 2월 13일의 이사회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이사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
사로 재선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하였다. 이 조항은 2009년 1월 총회에서 이사회비 미
납액이 누적 2회분이 되면 재선출을 하지 않도록 강화되었다. 당시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일부 반론
이 있었으나 극복되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실상 학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사들
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998년 제정된 학회의 임
원선출규정에 따르면 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회장이나 이사, 감사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
다면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선거권은 박탈되나 회장이나 이사 피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받
는 이상한 결과가 되었다.
2009년도 정인섭 회장 집행부는 학회 중견 이하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이사제도의 개선
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다. 우선 학회 이사가 되기도 어려운 만큼 일단 이사가 되면 이사회비
납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2009년 초에 직전 3년간 이사들의 이사회비 납부실
적을 조사해 보니 45명의 이사 중 2008년도 미납자가 19명, 2007년 미납자가 13명, 2006년도 미납자
가 6명으로 이사회비 완납자는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지난 3년간의 이사회비 납부실적만 조사해 보
아도 이사회 구성원의 2/3가 회장 및 이사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격자였다. 그 이전 연도의 미
납자 역시 적지 않았다. 2년분 미납자는 이사로 재선출될 수 없다는 정관조항만 제대로 적용하여도 적
지 않은 수의 이사가 이미 탈락되어야 했다. 400명이 넘는 회원중 학회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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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 회비 완납의 유권자를 헤아려 보니 총 20 여명에 불과하였다. 사실 회비 미납자들은 의


도적으로 내지 않았다기 보다는 학회가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아 자신이 미납인지 여부를 모르고 지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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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행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다가 이제 와서 오래된 미납 회비를 모두 징수하기
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여 2009년 2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최근 2년분의 밀린 회비만 완납하면
과거 미납분은 모두 사면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이사의 경우 2년 전인 2007년 이후의 이사회비만 완납
하면 완납으로 처리하고, 평의원은 전년도인 2008년 이후의 평의원 회비만 완납하면 완납으로 처리하
고, 일반회원의 경우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2009년도 회비만 내면 완납으로 처리하는 대신, 앞으로는
회비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학회 정관이나 규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
는 일종의 비상조치였다. 결국 이사회도 이 방안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회비 미납자에게는 학회 논총 투
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들 역시 학회의 회비징수가 그간 이렇게 허술
하게 관리되어 왔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해 학회는 주기적으로 회비 납부상황을 공개하
고 미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자 2009년도에는 모든 이사들이 직전 2년의 미납
분 포함 이사회비를 완납하였다. 그 이후 학회는 2년 이상 회비 연체 이사에 대하여는 재추천 금지 조
항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9년도에는 이사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뒤따랐다. 2009년 3월 구성된 학회 제
도개선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이사제도 개편방안의 모색이었다. 약 반년간의 협의 끝에 위원회는 9월
25일자 이사회에 건의안을 보고하였다. 이사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즉 이사를 15인 이내의 상임이사(각 연도 집행부 임원은 당연직으로 별도 추가됨)와 80인 이내의 일반
이사로 구분하고, 종전 이사회가 행사하던 실질적 권한의 대부분은 상임이사회가 행사하도록 한다. 이
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등기는 상임이사로만 한정한다. 또한 한번 상임이사가 되면 과거처
럼 종신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임이사 선출의 편중을 막기 위
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최소한 1명의 상임이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이사수의 대폭 증원에 따라 평의원
제도는 폐지한다. 즉 이사문호를 대폭 확대하여 이사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학회 회무의 실질적 결정권
은 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 부여하여 의사결정의 편리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제안은 9월 25일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10월 17일 소집된 임시총회에 보고되었다. 그리
고 좀 더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2010년 1월 정기총회에서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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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1월 7일자 정기총회에서는 일반이사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개정원안을 그대로 승
인하였다. 2010년 1월 30일 새 정관에 따른 최초 상임이사의 선거가 이루어져 새로운 상임이사회와 이
사회가 출범되었다. 이러한 이사제도 개편은 학회 창설 이래 처음 있는 학회 운영구조의 근본적 변화였
다. 이는 변화된 시대상황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정기총회는 일반이사의 숫자를 100명
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직무이사직의 확대
학회는 창설 초기부터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3인의 직무이사를 두었다. 3인 직무이사 체제는
근 반세기 이상을 지속하였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학회의 예산과 전반적 업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직
무이사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학술회의와 연구용역 관리를 담당해야 하
는 연구이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2007년도 집행부의 발의를 통하여 2008년부터는 국제업무
를 담당할 국제이사직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국제이사는 주로 국제회의와 대외교류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년 1월 학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다시 기획이사와 홍보이사직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을 하였다.
2013년부터는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6인 직무이사체제가 가동
되기 시작하였다.

4. 기금의 적립과 사무실 구입
2000년대 들어서 학회가 경험한 커다란 외형적 변화의 하나는 자기 명의의 사무실을 구입하였다는 점
이다. 즉 2009년 3월 학회는 현재의 사무실인 서대문구 합동 SK리쳄블 빌딩 510호를 구입하고 이사를
하였다. 이는 학회 창설 56년만의 일로서 초창기부터 기금을 적립해 온 수 많은 학회 선배들의 장구한
노력과 정성의 결정체였다. 이로써 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학술단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자신의 명의로
넓고 쾌적한 독립 사무실을 소유하게 되었다.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는 회원들의 이해를 위해 학회 사무
실의 연혁과 학회기금의 적립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무실 구입의 경과를 설명한다.
가. 학회 사무실의 역사
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학술단체로서는 유례없이 비교적 초기부터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여 활동
하였다. 1953년 창설 직후 초창기의 학회는 외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별도의
독립적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여 외무부가 곧 학회 주소였으며, 외무부 직원들이 학회 사무까지 도맡았
다. 주로 최문경 정무국장과 최운상, 문철순, 김영주, 전정표 씨들이 학회 창설의 후원과 함께 초창기 지
원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학회는 약 3년간 외무부 내에 소재하다가, 1956년 2월 서소문 법원 구내 대
한변호사협회 건물 2층에 들어 있던 한국법학원의 호의로 법학원 내의 작은 방 하나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국제법학회가 자신의 독자 공간을 확보한 효시가 되었다. 이 사무실은 원래 법학
원의 청소도구 보관창고로서 면적이 1평도 되지 않았지만 당시 학계의 실정상 학술단체가 독립적 사무
실은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일찍이 독자 사무실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대한국제법학
회가 1953년 창설 이후 초창기부터의 각종 자료를 이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근래까지도
국내의 상당수의 학회의 사정을 보면 회장의 개인 연구실이 곧 학회 주소요 사무실이 되고 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학회 서류가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래된 자료는 폐기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가 왕왕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대한국제법학회는 매우 운이 좋은 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초창
기 임원과 회원들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오 초대 회장 아래 어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자 대한국제법학회는 1960년 4월 조선호텔 건너편
에 있던 정신빌딩에 비록 임대지만 진정한 의미의 학회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 초반
화폐개혁 등으로 인플레가 극심하였으나 사회 상황의 변화로 학회 기금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자 사무실
임대료가 학회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되었다. 이에 학회는 1965년 2월 다시 법원 구내 한국법학원으
로부터 사무실을 무료로 임차하여 이사를 하였다. 한국법학원의 총무이사를 담당하던 김치선 서울법대
교수의 호의로 총무이사는 잘 출근하지 않던 원장실을 쓰고, 대신 학회가 총무이사실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비공식 입주였으므로 학회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터 잡기는 어려웠다.
창설 이래 회장직 맡아 오던 유진오 선생에 이어 1968년 제2대 전예용 회장이 취임하였고, 양준모 변
호사와 이한기 교수가 부회장으로 피임되었다. 양준모 변호사는 서소문 대로변에 14층 규모의 삼령빌딩
* 노계현, “대한국제법학회 초기 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제2호(2003), p. 1.
** 상게주, p. 2. *** 상게주, pp.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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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빌딩을 갖고 있었다. 후일 양준모 변호사는 이 건물 7층 사무실 하나를 학회


에 무료로 제공하였다. 양준모 변호사는 1979년과 1980년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당시까지 학회는 삼
령빌딩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1981년 총회에서 양준모 변호사가 회장에서 퇴임을 하게 되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자 더 이상 무료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으니 학회는 삼령빌딩에서 나라가고 요구하였다. 당시만 하여도
영세한 학회 재정상 갑자기 새 사무실을 얻기가 어려웠다. 결국 학회는 양준모 변호사측과 협의 끝에 같
은 삼령빌딩 5층의 좀 더 작은 사무실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부터 2009년
3월까지 근 30년 가까이 학회는 삼령빌딩 5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학회의 역사가 깊어지고 짐이
늘어가면서 삼령빌딩 502호가 비좁기는 하였으나, 학술단체의 사정상 그만하면 훌륭한 공간이었다. 그
러면서도 학회는 임대료 부담도 없고, 이사의 걱정도 없이 언제까지나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학회 소유
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다.
학회에서는 과거에도 사무실 구입 가능성을 검토한 예가 있었다. 1990년대 학회 회장을 맡은 분중에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 분이 있었다. 당시 첫 번째 난관은 학회가 아직 법인이 아니라
학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국내 학술단체는 일종
의 임의단체로만 존속하고 있었다. 두 번째 난관은 아직 독립 공간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확보
되지 않았다.
학회의 법인등기문제는 1999년 해결되었다. 학회는 이미 1958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바 있었으
나, 나중에 법인등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1974년 이래 법인 등기가 소멸되어 있었다. 당시만 하여
도 학술단체가 법인등기를 갖춘 예가 드물었기 때문에 등기 회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
신 법인 대신 손쉬운대로 사회단체로만 등록하고 있었다. 학회의 법인 등기문제는 1999년 백충현 회
장 시절 해결되었다. 당시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넉넉지 못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백충현 회장이 사
비로 처리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도 학회는 시내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진 건물에 좀 더 넓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서소문 삼령빌딩 사무실을 고수하기로 하
였다.
나. 학회 기금의 적립
학회 사무실 마련의 진짜 어려움은 물론 구입자금이었다. 학회는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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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립해 온 여러 가지 기금이 있었다. 학회는 유진오 회장 시절인 1950년대 말부터 운영을 위한 기
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유진오 회장 하에서 학회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3000만환의 기금을
조성하여 당시는 학회 재정형편이 매우 넉넉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기원한 학회기금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되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학회 기금은 크게 4종류가 적립되어 있었다.
첫째, 일반기금. 가장 유래가 깊은 기금으로 2000년 말 기준 그 액수가 1190만 3225원이었다. 이 기
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건물보증금 증액시나 학회 경상운영비에 사용하였다. 학회 살림이 넉
넉한 해에는 이자를 모두 원금에 추가하여 적립하기도 하였으나, 발생 이자의 1/2까지를 학회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 적립금이 크게 늘지 못하였다.
둘째, 운영기금. 2000년 말 기준 금액은 2795만 5974원이었다. 1988년 2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
여 학회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원들의 기부금을 적립한 기금이다. 회
원 기부는 처음에는 이 같이 주로 운영기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기탁되었으나, 학회 재정사정이 어려웠
던 시절 집행부는 후일을 위한 기금의 기탁보다 당장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조의 기부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2000년대에는 운영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탁은 사라졌고, 모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비 명목의 기부만 있었다. 그래서 초기의 기부는 기금으로 적립되어 현재의 학회 사무실 구입에 일조를
하였으나, 나중의 기부금은 모두 당해연도에 운영비로 사용되고 적립되지 않았다.
셋째, 논총 합철본 판매기금. 1988년 2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논총 기간본을 합철 판매하여 이
를 운영기금 적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논총의 논문들은 국제법학회를 거쳐간 선배·동료들의 노력
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여 그 판매대금을 그 때 그 때 사용하지 않고 학회 장래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기
로 한 것이다. 2000년 말 기준 이 액수가 3503만 2123원이었다.
넷째, 연구기금. 과거 학회 회장을 거친 분 중에는 정년퇴임에 즈음하여 학회에 연구기금을 기탁한 분
들이 여럿 있었다. 기부자의 명단과 기금원금은 다음과 같았다. 유진오 200만원, 윤치영 550만원, 전예
용 150만원, 이한기 100만원, 양준모 400만원, 최재훈 200만원, 구자경 1000만원, 서재필(서희원 교수
기부) 400만원, 장기붕 200만원, 한형건 200만원, 홍성화 300만원으로 총 원금은 3700만원이었다. 그
중 럭키금성 구룹의 구자경씨는 국제법과는 직접 인연이 없었으나 최재훈 회장과 학교 동문친구라는 인
연으로 인하여 연구기금을 기부하였다. 연구기금은 그 이자로 매년 학회 학술상 상금을 지불하고, 남는
돈은 다시 적립하였다. 2000년도 말 기준 이 기금의 적립 금액이 9191만 6509원이었다.
이상 4종류의 기금이 2000년 말 기준 총 1억 6683만 6425원이 적립되어 있었다. 학회 기금은 통상 1
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매년 금액이 조금씩 늘어 갔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는 연구기금
이나 적립용 운영기금의 신규 기부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금적립의 재원은 매년 발생하는 이식과
논총판매대금 정도였다. 이 금액이 2006년 초에는 1억 9516만 3590원에 도달하였다. 2006년 김대순 회
장의 집행부는 학회 경상운영비를 절약하여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추가 출연하였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
니 2007년 집행부는 2억 838만 744원의 기금을 인계받게 되었다. 드디어 학회 기금이 목표로 하였던 2
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유진오 회장시절부터 기산하면 실로 근 50년만의 성과였다.
다. 학회 사무실의 구입
학회는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한 2007년 초부터 기금의 사용방법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3
월 31일의 이사회는 기금을 쌓아 두기보다는 좀 더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자는데
공감을 이루고, 구체적으로는 학회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일단 의견이 모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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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회 선배들이 반세기 동안의 노력으로 모아온 기금을 이사회가 선 듯 쓰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총회를 통하여 학회 회원들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드디
어 2008년 1월 14일 열린 이사회와 총회는 2008년도 신임 이석용 회장 집행부가 학회 기금으로 2008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년 중 사무실 구입을 추진하라며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서철원 부회장이 사무실 구입 추진위
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도 학회 집행부는 기금을 종래와 같이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면 사무실 구입대금의 적기 지
불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3개월 단위로만 예치하기로 하고, 적당한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런데
2008년 가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며 국내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가격도 급속도로 약세화 되었다. 결국 2008년 집행부는 그 해 사무실 구입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석
용 회장은 2008년 늦가을 이 같은 결정을 정인섭 차기회장에게 통보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월 총회
시에는 기금 총액이 2억 2150만 6429원으로 증대되었다.
학회로서는 사무실 구입이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에 비추어 볼 때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
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관리하였다고 평가되어
2008년 말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 하였다. 2009년도 집행부는 학회 사무실 구입
추진이 자신들의 최대의 과제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이 특별히 요동을 치지 않는 한 2009년에는 학
회 사무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9년 신 집행부는 가급적 출범 초기에 사무실 구입을 하기로 하
였다. 사무실 이전이란 본래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2009년도 학회 업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사무실
구입을 신속히 기정사실화 시켜야지, 중반으로 넘어가 학회업무가 많아지면 점점 이사에 신경쓰기 싫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동산 시황이야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워도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구
입에 따른 책임이나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일에 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정인섭 교수는 2008년 11월 초순 차기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그 때부터 틈틈이 시내 오피스텔을
방문하며 구입대상을 물색하였다. 새로운 학회 사무실의 위치에 관하여 나름 몇 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대부분이 지하철 2호선과 가까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하철 2호선 역
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방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서울역에서 너무 멀리 않거나 접근하
기 편리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야 한다. 넷째, 오랫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가급적 근래에 건축된 건물이어야 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기존의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화문-시
청-서울역 권역의 오피스텔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조사 결과 건축연령이 3년 내외의 오피스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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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할 때 동일한 가격이면 서소문-충정로권에서는 광화문권보다 약 2배 면적의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부근에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많았는데, 시청역에서 지하철로는 한
정거장 거리에 불과한데도 서소문을 가로지르는 철로 길만 건너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였다.
여러 가지 고려 끝에 2009년 집행부는 2009년 2월 초 충정로역 바로 옆 프랑스 대사관 입구에 소재한
SK 리쳄블 오피스텔 510호인 30평형 사무실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30평이라고 하나 오피스텔의 특
성상 실평수는 그 절반인 15평 정도였다. 그래도 기존의 서소문 사무실보다는 가용공간이 2배 이상으로
넓어졌다. 오래 된 서류나 논총 등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방이 있었고, 거실의 규모도
학회 편집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자체 화장실과 주방도 갖추고 있
었다. 무엇보다도 실내 환경이 밝고 깨끗하였다. 광화문 일대의 오피스텔보다는 위치가 약간 변두리라
는 느낌을 주기는 하나, 대신 같은 가격으로 최소 1.5배 이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드디어 2009
년 2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7일 사무실을 인도받아 3월 30일 이사를 하였다.
이사를 하려니 과거의 집기는 하나도 사용할 수 없었다. 구 사무실에서는 수십 년 된 책상이나 서가 등

을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였으나, 새 사무실에 들여놓기에는 너무 낡았다. 이 기회에 학회 사무실 가구
와 사무기기를 모두 혁신하기로 하고 사무용 책걸상, 회의용 탁자, 서가, 노트북 컴퓨터 등 일체의 비품
을 모두 새로 구입하였다.
학회 기금을 모두 정리하여 합산하니 삼령빌딩 임대보증금 환수까지 포함하여 총 2억 2712만 2646원
이었다. 사무실 자체의 매입가격은 1억 9천만원 이었으나, 중개수수료, 이전등기비, 세금 등을 모두 포
함하면 사무실 매입에 총 2억 1091만 3490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새로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이사
비용 및 도배비, 기타 소소한 비용과 아울러 조촐한 개소식 경비까지 모두 지출하고 나니 원래의 기금
에서 30만 3776원이 남았다. 30만원은 기금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소액이라 일단 2009년도 경상비
로 전입하였다.
입주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오래된 서류와 도서 등을 대강 정리하고 5월 1일 오후 4시부터 학회는 이전
개소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사와 개소 준비과정에서는 김원희 당시 사무국장의 수고가 무척 컸
다. 개소식 날에는 여러 전임 회장을 비롯한 학회 원로, 중견, 신진 회원들이 방문하여 학회 사무실 구
입을 자축하였다. 근 반세기 동안 수많은 선배 회원들의 노력을 통하여 마련된 기금을 통하여 학회가 자
기 집을 갖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기록을 위하여 2009년 학회 사무실 구입 당시 구체적인 기금 사용
처를 정리한 표를 첨부한다.

학회기금 사용 결산서
(2009.5.1. 기준)

내역
과목

내역

기금총액

기금총액(2009년 2월 12일)

지출
금액
219,602,327

과목

내역

금액

학술상금

소계

4,000,000

고하학술상(이창위)
기당학술상(감채형)
소계
기금 부분해지 이자(2월 12일)
이자수입

기금 이자(2월 18일)
기금 해지 추가이자(2월 27일)

구 사무실
보증금

삼령빌딩 502호 보증금 환수

2,020,319

소계

19,253

1,739,361
261,705

사무실 구입대금
사무실
매입

2,000,000
2,000,000
210,913,490
190,000,000

부동산 중개비

1,700,000

부동산 이전등기 및 주소변
등기

9,952,900

부가가치세

9,260,590

소계

1,708,630

5,500,000
이사비용

이사 인건비
사무실 소모품 구입
구 사무실 집기처리비
도배 및 철거비
사무실 정리 인건비
아르바이트 식대
비품구입

소계
이중슬라이딩 책장
회의테이블

510,000
119,100

70,000

800,300
110,500

98,730

7,528,600
1,650,600
1,673,000

80
81

회의테이블 의자 12개
사이드 캐비닛



거실 책장
책상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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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서랍
사무용 의자
옷걸이
컴퓨터 스피커
스탠드 2개
2단 책꽂이
개소식

소계
개소식 초청장 및 식순
제막식 포(배송료 포함)
학회 현판, 개소식 현수막
개소식 다과

기타

소계
SK리쳄블 관리비 보증금
주차도장 보증금
학회 현판 부착 예치금
사무기기 구입
(노트북,녹음기 등)
경상비 전입

227,122,646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 - 총지출

1,620,000

175,000

1,260,000

540,000
110,000

264,000
20,000
27,000

150,000
39,000

794,150
106,650
33,500

302,000
352,000

1,874,000

300,000
45,000
50,000

1,479,000
303,776

227,122,646
0

5. 학술활동의 활발화
2000년대 국제법학회의 10여 년간을 회고할 때 또 다른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로는 학술활동의 활
성화와 국제화를 지적할 수 있다.
국제법학회는 과거 연례적으로 봄학기에 두 차례, 가을학기에 두 차례의 학술회의를 기본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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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외부지원에 따라 한두 차례 학술회의가 추가되었다. 그중 11월 학술회의는 1973년부터 대한적
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공동 주최의 형식의 국제인도법세미나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학술회의의 숫자가 우선 증가하였다. 이제는 연간 6~8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학회가 자체로 기획하는 학술회의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외부기관 지원의 행사나 공
동주최 형식의 학술회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학술회의의 형식에서는 신진학자 학술회의와 국제법학자대회가 정례화되었다. 즉 매년 3월 하순의 그
해 첫 학술회의는 신진학자를 위한 발표무대로 운영되는 방식이 고정화되었다. 주로 직전 1~2년간 국
내외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들의 데뷔 무대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국제법학자
대회가 시작되었다. 종래 3~4명 정도가 발표하던 학술회의의 형식을 탈피하여 각분과별로 다양한 논문
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학회 학술회의중 참가자 규모가 가장 큰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근래의 특징은 국제학술회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학회는 매년 한두 차례 대규모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학회가 본격적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었다. 당시는 국제학술회의라고 명칭을 붙였어도 주변국 출신 학자 1~2명
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의가 대부분이었다. 회의진행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하고, 외국인 참가자만 외국
어로 발표하여 사실 본격적인 국제학술회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였다. 또는 타 기관이 기획하고 그 기관
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 학회는 공동주최자로 이름만 걸어 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회가 국제회의를 직접 기획하여 다수의 외국인 학자를 초빙하고 회의 전체를 외국어로 진행하는 본
격적인 국제학술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
재단 등으로부터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여 8월 22일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2008년은 학회가 처음으로 국제
이사를 신설한 해이기도 했다. 이어 학회는 2009년 11월 19일 Four Decade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Reflections and Prospects를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4월 23일 DILA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였고, 7월 3일에는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주제의 한중일 3국 국제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서
울에서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When East Meets West: Asian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라는 주제 하의 한중일 3국 국제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학회 주관으로 재차 서울에서 진행되었으
며, 10월의 국제법학자대회에도 여러 명의 외국학자들이 초빙되어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2월 17일
‘Comfort Women’ and Future Oriented Relation between Korea & Japan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
하여 이제는 학회 자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가 연례화되었다.
특별히 재차 언급할 사항은 2010년부터 대한국제법학회의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3국 국제법학회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 회의는 3국 공동학술회의의 산파역을 맡았던 대한국제법학회가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2년은 일본에서 개최될 차례였는데 일·중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국 정세 악화로 중국
국제법학회가 회의를 불참하였다. 당시 대한국제법학회로서는 참여 여부를 숙고한 끝에 정치적 분쟁과
학술교류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분쟁이 격화될수록 민간의 학술교류는 활성화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예정대로 참석을 하였다.
이와는 별도의 국제행사로서 2007년부터 학회는 인접국 방문세미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
다. 학회는 다수 회원들의 참가 하에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청도
중국해양대학을 선편으로 방문하여 해양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성사
된 행사였다. 2008년에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선편으로 왕복하며 배안에서 학회 회의들끼리
의 간단한 자체 세미나를 하고, 일본 코베 일대를 방문하였다. 이 해부터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
부가 후원하였다. 2009년에는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처음으로 항공편을 이용
일본 큐슈대학을 방문하여 “ICJ 북해대륙붕사건 40주년–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일본 국제법학
자들과의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양국 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2011년에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지역협력–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
국제법학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가졌다. 2012년에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아시아에서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국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진행
하였다. 인접국 방문세미나가 처음에는 방학 중 학회원들의 해외 나들이 같은 분위기가 비교적 강한 행
사로 시작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국 국제법학자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위한 본격적인 학술회의
로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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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회 논총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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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논총」은 1956년 창간되어 2012년 12월 제57권 제4호까지 통권 제127호가 발간되었다. 이
는 국내 법학관련 학회의 최고령 학술지이다. 학회 논총은 1956년과 1957년에는 연 1회 발행되었으나,
1958년부터는 연 2회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반년간으로 발행이 계속되었다.
학회 논총은 2000년대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층 내실을 다져 왔다. 우선 발간횟수가 2001
년부터 연 3회로 증간되었고, 2010년부터는 연 4회 발간의 계간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수록논문의 질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3년 편집위원회 규정, 2004년 투고논문심사규정과 기
고요령, 2007년 연구윤리위윈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고, 이후 수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편집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최근의 연구업적 등을 바탕으로 상임이사회(2009년까
지는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회 논총은 1999년 당시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04년 등재지로 선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국제법 관련 학술지로는 가장 먼저 등재지로 선정되었음은
물론이다.
학회 논총과 관련되어 특기할만한 사항은 2013년부터 영문 학술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가 창간된다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국제법학회로서 영문 논총의 발간은 오
랜 숙원이었으나, 학회의 형편상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영문 논총의 발간에 관하여는
2010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1년 집행부 시절부터 발간자금의 학보와 원고모집 등 본격적인 준비작
업이 개시되었다. 2013년 6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연 2회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발간을 위하여 국
제적인 편집위원회와 편집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판은 Brill 출판사가 담당한다. 학회의 공식 영
문논총이 발간되면 학회의 국제적 활동반경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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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상 운영제도의 변화
학회는 1971년부터 학술활동의 업적이 뛰어난 회원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중간
에 운영방식에 변화도 있었고 일정기간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2009년도에 새롭게 제도 개편을 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과거 학술상 운영의 연혁을 먼저 간단히 소개한다.
대한국제법학회의 학술상은 초대 회장 玄民 유진오 선생의 200만원의 연구기금 기탁에서 출발하였
다. 출발 초기에는 매년 이식이 적지 않은 액수였고, 국내에 학술상 제도가 일반화 되기 이전이라 상당
한 의의를 지닌 상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2대 회장을 역임한 振庵 전예용 선생도 연구기금을 기탁하였
다. 이에 1971년부터 기부자의 호를 딴 현민상과 진암상이 수여되었다. 1981년까지는 매년 2명의 회원
에게 학술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1980년대에 들자 학술상 연구기금 기탁자가 늘어났다. 東山 윤치영, 箕堂 이한기, 年岩 양준모, 玄汀
최재훈, 上南 구자경, 松齋 서재필(서희원 선생 기탁), 南爲 장기붕, 古河 한형건 선생 등이 주로 회장 역
임 후 또는 정년퇴직에 즈음하여 학회에 연구기금을 출연하였다. 급작스레 타계하신 홍성화 선생은 유족
이 연구기금을 기탁하였다. 연구기금 기탁자가 늘어나자 기탁자의 호를 딴 학술상의 종류도 늘어 최종적
으로는 모두 11종이 되었다. 그러자 1982년부터는 5명에게 학술상이 수여되었다. 그런데 연구기금의 원
금 자체가 100만원이나 200만원인 경우도 있어 그 이식에 따른 상금도 매우 소액이었다. 원금의 규모에
따라 각 상금의 액수도 달랐다. 1980년대 상금은 액수가 5만원 불과하기도 하였다. 1985년에는 무려 7명
에게 학술상이 수여되었다. 상금의 액수나 희소성이란 기준에서 볼 때 학회 학술상은 상으로서의 의의를
크게 상실한 셈이 되었다. 드디어 학회는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학술상 시상을 중단하였다.
학회의 학술상은 1993년 부활하였다. 이 때는 玄民 유진오 선생의 사위였던 일조각의 한만년 사장이
「현민학술상」의 상금으로 매년 200만원을 학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여 상이 운영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회는 기왕에 기탁된 연구기금의 경우 여러 기금의 이식을 모아 매년 2명씩에게 학술상을 시상하기로
하였다. 상금은 100만원씩으로 하였다. 대신 상금의 명칭은 기탁자의 이름을 순번제로 사용하기로 하였
다. 상금도 증액되어 새로이 학술상이 운영을 시작한만큼 과거의 수상 기록은 무시하고 수상자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선정하였다. 즉 1993년부터 매년 3명의 회원에게 학술상이 시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학술상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 현민상 이장희, 상남상 여영무, 동
산상 이영준. 2001년 현민상 오병선, 진암상 이상면, 연암상 김려생. 2002년 현민상 장명봉, 남위상 전
순신, 현정상 정인섭. 2003년 현민상 유병화, 기당상 김대순, 고하상 김부찬. 2004년 현민상 최승환, 상
남상 박기갑, 동산상 이석용. 2005년 현민상 최태현, 진암상 제성호, 연암상 김병렬이 수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학술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의 하나는 상금액수의 차이였다. 현민상으로는 200만원
이 시상되고, 다른 상의 경우 100만원만 시상되었다. 사실 현민상은 첫 해인 1993년에는 일조각으로부
터 기부받은 상금 2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를 2명에게 나누어 100만원씩 수여하였다(실제 시상은
총회일인 1994년 1월). 그러나 한만년 사장이 상의 권위를 위하여 200만원을 한 명에 시상하기를 원하
여 1994년부터는 1명에게 200만원을 수여하였다. 자연 현민상과 다른 상은 격이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현민상과 다른 학술상이 별도의 기준에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었다. 매년 학회에
서의 연배를 고려하여 우선 3명의 수상자가 나오는데, 그 3명중 선임격의 사람이 현민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해는 연배상 다른 학술상의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 받지 않게 되면 대신 이듬 해에 현
민상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2006년 김대순 회장 시절부터 상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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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다. 학회가 매년 200만원의 상금만 더 마련하면 해소될 수 있었던 불합리였다. 이후 2006년


에 현민상 김석현, 송재상 성재호, 홍성화상 장신, 2007년에 현민상 이재곤, 현정상 최종화, 남위상 박
노형, 2008년에 현민상 박배근, 기당상 김채형, 고하상 이창위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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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학회는 학술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매
년 3명에게 학술상을 시상하였는데 대체로 학회 내에서의 연배를 감안한 순서대로의 시상이었지, 특별
한 학술적 업적에 대한 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무런 학술적 업적이 없이 시상되는 경우도 있었
다. 대상자가 왜 그 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중견 이상의 회원이 되면
대체로 나는 언제쯤 수상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될 수 있었다. 학술상 수상이 마치 번호계 타는 것과 마
찬가지가 되었다는 비아냥이 생길 지경이었다. 둘째, 매년 3명씩 시상하다 보니 학회에 계속 출석하고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모두 다 받을 상이라고 생각되니 수상자
로 결정되어도 별달리 영광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셋째, 200만원인 학술상 상금이 너무 소액이었다.
이 무렵 다른 학회의 학술상의 경우 200만원 짜리 상금은 예를 찾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
회의 학술상이 아무런 권위도 없었고, 받은 사람 또한 주변에 자랑하기도 어려웠다. 상당수의 수상자가
받은 상금을 바로 학회로 기부해 버렸다. 어느 해는 집행부가 수상자에게 상금을 주기도 전에 그냥 기
부하라는 권유를 하기도 하였다. 학회 학술상이 모두가 받고 싶은 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학술상의 권위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수상자 수의 축소, 그
리고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학술적 업적을 실제로 심사하고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적물에 시상을 한다
는 명분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2009년 2월 13일 이사회에 시상제도 개선안이 안건으로 제시되어 앞으로 학술상은 「현민국제법학술
상」1종으로 모두 통합하고, 이와는 별도로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부상을
전제로 한 공로상을 시상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원들이 학회 학술상 제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개선안은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학술상
시상의 재원이었던 학회 연구기금은 학회 사무실 구입에 투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므로 2009년
에 학회 사무실을 구입한다면 이후에는 「현민국제법학술상」 외 별도의 학회 학술상을 운영할 재원이나
명분도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2009넌 9월 25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마련된 수상 규정에 따르면 「현
민국제법학술상」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 사이에 발간된 국제법 관련 논문 및 저서를
대상으로 시상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통하여 가장 우수한 학술적 업적을 발간하였다고 평가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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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연구업적의 실질적인 심사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
제법학의 진작이나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는 국제법학회 공로상을 시상하기로 하였다. 공로상
역시 시상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다음의 문제는 상금 증액이었다. 당시 학회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일조각에서 기부하는 200만원
에 자체 운영비에서 추가자금을 투입하여 대폭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오랫
동안 「현민학술상」을 지원해 준 일조각 한만년 사장의 유족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회는 유족측과 별도로 협의를 하였다. 유족 측에 「현민학술상」을 오랫동안 지원해 준 사실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학회 학술상을 「현민국제법학술상」 1종으로 통합하게 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
을 감안할 때 상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회 재정상 자체 능력만으로도 대폭적인
증액을 할 수 있으나, 「현민국제법학술상」이라는 명분을 존중하기 위하여 유족측이 상금의 절반 이상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에 유족측이 상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 학회 역시 자
체 재원으로 상금을 보완할 예정임도 설명하였다. 결국 유족측은 매년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증액하겠

다고 통보해 왔고, 학회는 200만원을 추가하여 현민 학술상 상금을 5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새롭게 제
도가 바뀌는 만큼 과거의 수상 사실을 감안하기는 하나 반드시 새로운 수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른 2009년 이후의 수상자와 시상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각 년도
시상은 이듬 해 1월 총회에서 거행되었다.
▶ 2009년 (위원회 구성 : 김대순, 김석현, 김채형, 박덕영, 성재호, 이성덕, 이창위)
- 현민국제법학술상 : 신용호
- 공로상 : 수상자 없음

▶ 2010년 (위원회 구성 : 정인섭, 김석현, 박덕영, 박병도, 신용호, 정경수, 최태현)
- 현민국제법학술상 : 서철원
- 공로상 : 김찬규

▶ 2011년 (위원회 구성 : 김부찬, 박덕영, 강병근, 오승진, 박배근, 채형복, 서철원)
- 현민국제법학술상 : 정인섭
- 공로상 : 김명기

▶ 2012년 (위원회 구성 : 최태현, 정인섭, 정경수, 소병천, 박찬호, 성재호, 김한택)
- 현민국제법학술상 : 김석현
- 공로상 : 수상자 없음

8.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법 보급활동
가.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학회는 2001년부터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를 시작하였다. 이는 학생들 사이의 국제법에 대
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학문적 발전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장희 회장 시절부터 외교부 조약국(현 국제법
률국)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다. 학부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어느 정도 전문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박사과정생은 제외하였다.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는 이후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2012년에는 제12
회 대회를 치루었다. 부분별로 외교통상부 장관상인 최우수상과 대한국제법학회장상인 우수상을 시상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상이 시상된 해도 있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다음 해 7월 헤이그 국
제법 아카데미 참가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초기에는 유엔 총회 10월 제6위원회 참관을 지
원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참가지원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대개 상반기 말인 6월 중순 전후에 문제가 공고되면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논문을 작성하고 가을에 심
사가 진행되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구두심사로 진행되며, 심사 위원으로는 국제법 전공교수
와 외교부 국제법률국 소속 외교관이 함께 위촉되었다. 제출된 논문에서 인용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같
이 제출하도록 하여 표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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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문 경시대회가 그 만큼 학문후속세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 국제법 모의재판
학회는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국제법 모의재판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당초 국제법 모의재판은 2009
년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시작하였다. 제2회 대회까지는 출제나 심사위원의
선정을 모두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담당하였고, 학회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출제나 심사에 참여하였을 뿐
이었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 제3회 대회부터 이 행사의 주관을 학회가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외교부
가 학생 행사를 직접 주관하기에 인력도 부족하고 번거로운 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는 외교부가
계속하나, 대회의 주관은 국제법학회로 넘긴 것이다. 이에 제3회 국제법 모의재판대회부터는 학회가 출
제와 심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까지 4회 대회가 진행되었다.
국제법 모의재판대회는 학부나 대학원의 구별없이 단일 부분으로 진행되며 한 팀은 최대 4명까지로 구
성될 수 있다. 석사과정생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며. 박사과정생은 참여할 수 없다. 한 대학에서 여러 팀
이 출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석사과정생이라 하여도 변호사 자격 소지자나 관련 부처 근무 공무원 등
에게는 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새로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를 순수한 학생행사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이 대회 수상경력
이 있는 학생의 재출전은 제한된다. 통상 1학기가 끝나는 6월 말 정도에 문제를 공고하여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변론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이 가을에 직접 구두변론대회에 참여한다. 1
위(최우수상)와 2위(우수상)를 한 팀에게는 외교통상부장관상이 주어지고, 3위 팀에게는 대한국제법학
회장상이 시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영어 진행도 검토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좀더 폭 넓은 참여를 고취하
기 위하여 한국어로 진행된다.**
다.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한국대회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은 1960년 이래 매년 봄 미국 국제법학회 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같은 장소에
서 개최되는 학생들의 국제법 모의재판으로 현재는 매년 100개국 이상, 500개 이상의 대학이 예선에
참가한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본선대회에는 국내대회에서 우승한 팀만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
내 예선을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5년 봄 대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팀이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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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회까지 매년 대표팀이 출전하고 있다. 처음 수년간은 서울 법대팀 외에 국내에서 참가를 희
망하는 대학이 없어서 국내대회 없이 바로 출전하였다. 이후 차츰 고려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이 참여를
하여 국내 예선을 시작하였다. 미국 대회가 영어로 진행되는만큼 국내대회도 영어로 진행된다. 근 15년
동안 국내 예선은 공식적인 주관기관이 없이 참가희망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로 이상면 서울대교수의
책임 하에 진행되다가, 2011년 봄 대회부터는 국제법학회가 국내대회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학회가 주
관한 2011년과 2012년 대회에서는 모두 서울대학교 팀이 우승하여 미국 본선에 진출하였다. 학회에서
는 우승팀의 미국 출전경비의 일부를 시상금의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라.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시상
학회는 젊은 국제법 연구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주니어 스칼라상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는 당시 오병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지원을 약속받아 마련된 제도이다.

*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편 이하 참조. **
국제법 모의재판대회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편 이하 참조. *** Jessup 국제법 모의재
판 한국대회의 세부내용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편 이하 참조.

가급적 해외대학이 아닌 국내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40세 미만의 소장학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상자에게는 학회 총회에서 상장이 수여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법과정 참여경비
가 지원된다. 주니어 스칼라상은 2010년 1월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속되고 있다.*

9. 연도별 주요 행사
본 항목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 연도별로 특기할만한 학회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 내
용은 매년 회장단이 임기를 마치고 정기 총회에 제출한 각년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00년
2000년도 회장은 유병화 교수(고려대학교, 회장 재직 당시 기준, 이하 동)였다. 회장 취임일인 2000
년 1월 8일의 정기총회에서 기존 30명이던 이사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
회의 만성적인 이사직 부족 현상을 일단 타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해 학회의 연간 예산규모가 5608만원에 달하여 예산규모는 5608만원에 달하였다. 1년 동안 모두 4
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중 한 번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발전의 중요성과 그 실현방안”
이라는 주제의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로 진행되었다. 기타 Hans Corell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 초청 강
연회가 실시되었다. 학회 논총은 2회 발간되었으며, 학회 뉴스레터가 3회 발간되었다. 1년 동안 학생회
원 포함 모두 36명의 새로운 회원이 늘었다.

○2001년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가 회장을 맡았던 해였다. 2001년은 학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해
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았다.
제도적인 변화로는 학회 내부에 9개의 학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들은 희망에 따라 3개까지의
분과위원회에 소속하도록 하였다. 관심사가 같은 회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았다. 국제법 기본이론(
제1분과위), 개인(제2분과위), 해양법 및 우주법(제3분과위), 국제환경법(제4분과위), 국제경제법(제5분
과위), 국제분쟁처리법(제6분과위), 무력행사(제7분과위), 국제기구(제8분과위), 한국관련문제(제9분과
위). 이후 분과위원회는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연간 5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중 1회는 한·중 국제법학회간의 교류로 실시된 한중 학술
회의였다. 또한 제1회 국제법학자대회가 개시되어, 새로이 조직된 9개의 분과위원회별로 발표가 진행
되었다. 이후 매년 10월의 가을 학술회의가 국제법학자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통은 현재까지 계
속되고 있다. 200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1979년 이후 22년 만에 다시 학회 차원의 독
*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수상자 기록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신진학자
(Junior Scholar) 학술상’ 편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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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술탐사가 실시되었다. 당시만 하여도 일반인의 독도 방문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학회장의 다


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성사된 기회였다. 모두 25명이 참가하였으며, 울릉군청 회의실을 빌려 독도 학
술세미나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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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를 시작하였다. 논
문경시대회는 대학생부와 대학원생부(석사과정)의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최우수상 수상자
에게는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헤이그 아카데미(공법과정) 참여 경비를 부상으로 지원하였다. 논문
경시대회 역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 학회논총이 기존의 연간 2회에서 3회 발간으로 증간되었으며, 논총의 게재료 징수를 제도
화 하였다. 별도로 2차례의 학회 뉴스레터가 발간되었다. 1년 동안 학생회원 포함 모두 23명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였다. 다양한 신규사업의 전개와 이를 위한 후원수입의 확대로 학회 연간 예산규모가 처
음으로 1억을 돌파하여 1억 91만원에 이르렀다.

○2002년
이영준 교수(경대학교)가 회장을 맡았던 2002년은 대체로 예년도 사업을 충실히 진행한 해였다. 국제
법학자대회를 포함 모두 5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회 논총이 3회 발간되었으나, 이 해부터 뉴스
레터의 발간은 중단되었다. 변화된 통신환경으로 인하여 종이 뉴스레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해에
도 학생회원 포함 모두 23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였다. 연간 예산규모는 9651만원 선이었으며, 수입의
절반 이상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으로부터의 학술활동 보조수입이었다.

○2003년
김영구 교수(한국해양대학교)가 회장을 맡았던 2003년은 학회 창설 50주년이 되던 해였다. 학회는 6
월 14일 “한국과 국제법 50년‘이란 주제로 창설 50주년 기념학술회의를 서울의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축사와 노계현 전임회장의 ”대한국제법학회 50년 회고,” 김태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천 판사의 “국제법학의 현대적 과제,” 신각수 외교부 조약국장의 “국제법학의 현대적 과제”의 주제발표
가 있었고, 이어 김정균·정일영·지정일·한형건 등 전임회장들이 참여한 “한국과 국제법 50년” 공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연간 모두 7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중 10월 18일의 국제법학자대회는 처음으로 서울을 벗
어나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학회 로고도 이 해에 새로이 마련하였다. 연간 예산은 1
억 847만원 규모였다

○2004년
이상면 교수(서울대학교)가 회장을 맡았던 2004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하여 학회 서류정리가 미비하여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면 회장은 학회역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
* 독도학술탐사와 관련한 상세한 기록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대한국제법학회와 독도’ 편 이하 참조.
**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와 관련한 상세한 기록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편
이하 참조.

고 이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1956년 창간된 「국제법학회논총」이 2004년 12월 제49권 제
3호로 통권 제100호를 맞아 2005년 1월 20일의 정기총회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시 기념강연과
함께 1953년 학회 창설시 외무부에 근무하며 학회살림을 뒷바라지 하였던 최운상 대사, 1950년대 학회
의 간사직부터 시작하여 1991년도 회장 역임까지 온갖 학회 일을 맡았었던 노계현 전임 회장, 1969년부
터 1980년까지 무려 12년간이나 학회 간사직을 담당하였던 이우택씨 3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기록상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9000만원 선이었으나, 회계정리가 부실하여 2005년 1월 20일의 총회
에서는 유례없이 결산보고가 승인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보고내용과 실제 경리상황간에 차
이가 나 차기 집행부가 인수를 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이 해는 정확한 결산내액을 확
정하지 못하고 넘어 갔다.

○2005년
오병선 교수(서강대학교)가 회장직을 수행한 2005년 학회는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대한국제법학회 주
니어 스칼라상을 신설하였다. 이는 가급적 해외 유학경험이 없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40세 미만
의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부상으로 헤이그 국제법아카데미 파견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마련되었다. 당시만 하여도 외교부의 계속 지원이 가능할지를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지원
이 유지되어 현재 젊은 국제법 연구자에 대한 좋은 격려가 되고 있다.*
1년 동안 모두 7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중 한번은 해양수산부의 후원 하에 1박 2일 독도
방문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10월의 국제법학자 대회는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의 연간 예산
은 9487만원 규모였다. 정관이 일부가 개정되어 약간 명으로 되어 있던 평의원 정수를 이사 수의 5배
이내로 구체화하였다.

○2006년
2006년도 학회장은 김대순 교수(연세대학교)가 맡았다. 1년 동안 6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법학자대회는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만성적인 이사 정원 부족
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학술상 상금을 200만원으
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2006년 집행부의 임기를 마칠 무렵 학회 기금 총액이 2억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이
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학회 기금은 1988년 이사회 결의 이래 2억에 달할 때까지 그 이식은 학술
상 상금 등 극히 제한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2006년도 집행부는
연초 1억 9516만원의 기금을 인수하였는데, 그 해 발생한 이식에 더하여 학회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2007년 초 차기 집행부에 인계할 때에는 학회 기금이 2억 838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2006년도 연간 예산 규모는 1억 1118만원이었다.

*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과 관련한 상세한 기록은 본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중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 편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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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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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년 만에 서울지역 외 대학 출신이 학회의 운영책임을 맡게 되었다. 전순신 교수(동아대학교)
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학회 활동 활성화에 따른 직무이사의 증원을 추진하여 차년도인 2008년부터
국제이사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년 동안 모두 5회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법학자대회
는 4년 만에 다시 부산(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간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
청도를 방문하는 학회 차원의 해외세미나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성사되었으
며, 인천에서 청도는 배편으로 왕복하였다. 해양수산부 지원의 해외세미나는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
고 있다. 학회기금이 2억에 달하게 됨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해가 바로 2007년이
었다. 학회의 연간 예산규모는 1억 1122만원선이었다.
2007년도 집행부는 임기 초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를 보지는 못하였다. 즉 2007년 2월 9일
의 이사회에서 신 집행부는 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임이사제도의 도입과 학회논총 연4회 발간 안을 제
시하였으나, 모두 추후 재논의하기로만 하고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사실 학회이사제도가 모종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연 3회의 논총 발간 횟수를 계간형식으로 증간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이사들이 공감하기는 하였으나, 나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강력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008년
2008년 회장은 이석용 교수(한남대학교)였다. 2008년도 집행부가 넘겨받은 가장 큰 숙제는 학회 사
무실 구입 건이었다. 기금의 범위에서 적절한 사무실 구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집행부는 추진위원
회까지 구성하여 사무실을 물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이
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사무실 구입의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단 이 작업은 다시 차기
집행부로 넘겨졌다.
2008년 1년 동안 모두 6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중 6월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코베를
선편으로 왕복하며 선상 세미나를 가졌으며, 국제법학자대회는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8월
22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얻어 학회로서는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국제학술회
의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양 기관은 학회의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지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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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석용 회장은 퇴임사에서 2008년도 국제법학회의 화두 중 하나는 어쩌면 아이러닉컬 하게
도 학회의 국제화였다고 술회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이 개시됨으로써 2001년 이래 7년간 1억원 내외를 유지하던
학회의 예산규모가 2008년도에는 1.5배 수준인 1억 6500만원선으로 급증하였다. 다만 임기를 마치는
2009년 1월 총회일까지 회계정리가 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2009년 2월의 이
사회로 미루어진 것은 옥의 티였다.

○2009년
이 해의 회장은 정인섭 교수(서울대학교)가 담당하였다. 2009년은 학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던 해였
다. 우선 학회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독자의 사무실 마련이 성사되어 현재의 합동 SK 리쳄블 오피스텔
510호를 구입·이전하였다. 학회는 삼령빌딩에서의 오랜 임차생활을 마치고, 3월 30일 현 위치로 이사
하고 5월 1일 개소행사를 가졌다. 이사를 계기로 사무실의 거의 모든 집기도 새롭게 구입하였다.
이 해에는 학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첫째, 학회 운영의 중심인 회장의 선출제
도를 정비하였다. 그간 학회장 선임에 관하여는 정관상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당일 참석한 전임 회장단의 협의에 따라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총회가 그
중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이사 5인으로 구성된 차기회장 추천위원회에서 4
인 후보 선정–직전 10년간 전임회장단에 의한 2인 후보로의 압축–총회 선임의 방식으로 제도화하였
다. 둘째,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사제도도 개편하여 이사를 15인 이내의 상임이사(당연직 집행부 별
도)와 100인 이내의 일반이사로 이원화하였다. 더불어 평의원 제도는 폐지하였다. 이 때부터 전임회장
이 회장직 퇴임 후에도 계속 이사로 남던 기존 관행에 변화가 시작되어 회장직 퇴임 후에는 희망에 따라
명예이사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학술상 제도를 개편하여 「현민국제법학술상」 1개로 통합하고
상금도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직전 1년간 발표된 연구업적을 수상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하
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넷째, 그간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던 분과위원회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분과위
원회의 수를 조정하고, 학회원들로부터 새로이 분과위원회 소속신청을 받았으며, 우선 회장이 각 위원
회의 임시위원장을 위촉하였다.
기타 몇 가지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였다. 우선 학회 논총 전체를 DVD로 제작·보급하여 활용의 편의
를 도모하는 한편, 누리미디어와 협약을 체결하여 논총 전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하였다. 논총 DVD는 학회 이사와 평생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2013년 학회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학회 사무실 이사를 계기로 오랫동
안 창고에 쌓여만 있던 학회 서류를 연도별로 재정리하고, 학회 60년사 제작을 위한 전초전으로 1960
년 학회 활동사에 관한 원고집필 용역을 김찬규 전임회장에게 위촉하였다. 그리고 학회 논총의 연 4회
발간을 위한 결정을 하였다. 논총의 경우 발간 일정의 운영상 집행부가 당해연도 도중에 증간을 결정하
여 그 해부터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회장 집행부와 미리 상의한 후 2010년 1
월 총회에서 결정하였다.
1년 동안 모두 8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중 한번은 일본 큐슈대학을 방문하여 북해 대륙붕
사건 4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의 해외 세미나를 가졌으며, 10월 16일에는 외교부의 후원 하에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5명을 초청한 특별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1월 19일에는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채택 4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학회 연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 2억 7894만원에 이르렀고, 이와는 별도로 학회사무실 구입과 이사에 관한 제반비용으로 그
간의 학회적립기금 2억 2712만원이 사용되었다. 예산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동북아역사재단과 3개년 사
업으로 매년 9000만원 규모로 영토관련 국제판례 번역사업이 시작되었고, 외교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학술지원금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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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교수(제주대학교)가 회장직을 담당하였다. 2010년 1월 정기총회의 결과 개편된 여러 가지 학회
운영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첫 해였다. 새로이 도입된 상임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이사 수도 100명으로
증원되었다.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차기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집
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학회 논총도 연 4회 계간 발행이 성사되었다. 또한 학회의 영문
학술지 창간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년간 7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중 3차례는 국제학술회의였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서울
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국제법학회 대표가 모여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3국 학술회
의의 개최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국제법학회간 협력을 위
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또한 연례행사가 된 해외 세미나는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국제법학회와 공
동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만 국제법학회와의 협력양해각서 역시 체결되었다. 10월 국제법학
자대회는 제주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의 결과 연간 예산규모는 2억 9296만원
에 달하였다.

○2011년
최태현 교수(한양대학교)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학회의 오랜 숙원이던 영문 학술지의 발간준비가 본
격화되었다. 2013년 6월 창간호 발간을 목표로 최원목 출판이사와 이석우 국제이사가 진행의 실무를 담
당하였다. 제호는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편
집위원회와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국의 Brill사를 출판사로 섭외하였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종전에 비공식적 기관에 의하여 주관되었던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한국대회를
2011년부터 학회가 주최하기로 하고 우승팀에게는 출전경비도 일부 지원하였다. 2013년 학회 창설 60
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진행하여 60년사 발간을 위한 필진을 위촉하였다. 학회 홍보를 위한 국영문 안
내서가 제작되었다.
2011년에는 모두 6차례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6월에는 그 전해부터 시작된 한중일 3국 학회 공
동 학술회의가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해외 세미나는 4월 17일~21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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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국제법학회와 공동 주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 국제법학회와의 협력을 위
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국제법학자 대회는 대구의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국제학술회의 진행을 위한 다양한 후원을 확보하여 연간 예산이 5억원에 달하였다. 2009년 학회 사무
실 구입을 위하여 학회기금을 사용한 이후 별다른 기금적립이 없었으므로 이 해부터 잉여예산의 일부
를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영문 학술지 발간을 위한 별도의 적립금도 마련하였다. 이
해는 학회 사상 가장 예산규모가 컸고 넉넉한 살림살이를 한 해로 기록되었다.

○2012년
박기갑 교수(고려대학교)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012년 학회는 국제법사전 편찬을 3개년 사업으로
착수하였다. 외교통상부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는 이 사업 역시 국제법학계의 오
랜 숙원 중의 하나였다.
2013년 학회 창설 60주년에 대비하여 학회 60년사 발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으며(위원장 최승
환 차기회장), 전부문 집필자 위촉을 완료하였다. 영문 학술지 창간호의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
발간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학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변호사 시험에서 국제법 응시자 수가 적은 것은 학계 전체의 고민거리였다.
학회는 국제법 시험범위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출제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국제
법변호사 시험위원회(위원장: 김부찬)가 발족되었다. 그 결과 일단 학회는 출제범위를 국가책임, 조약
법, GATT의 기본원칙과 예외를 중심으로 하자는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였다.
학술회의는 1년간 모두 8차례 개최되었다. 그중 5차례는 국내 학술회의로, 3차례는 국제학술회의로
진행되었다. 2012년의 한중일 3국 학회 공동학술회의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동북아
국제정세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 측이 불참함에 따라 한일 학술회의로만 진행되었다. 연례적인 해외 세
미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국제법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연간 학회 예산규모
는 4억 7524만원 규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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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60년 회고

01
대한국제법학회 탄생기*
상임이사 최 문 경**

일반적으로 국제법학회는 국제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서기 1873년 白
耳義*** 겐트에서 설립된 국제법학회(Institute de Droit International)와 1895년 영국 런던에서 설
립된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세계의 저명한 국제법학자를 회원으로 하여 정기
의 회합을 가지고, 혹은 국제법 초안을 작성하고, 혹은 국제법에 관한 결의를 하고, 혹은 연보를 간행하
여 세계적 권위를 누리고 국제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음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적
인 학회는 고사하더라도 세계 각국에는 제마다 국제법학회가 있어 일반적으로나 또는 자국의 국제법상
의 문제를 연구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못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 이러한 학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일찍부터 식자(識者) 간의 여론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부산에 피난 중이었다. 당시 외무부 정무장관이었던 본인은 식자들의 희망에 의하여 경상남도청내의 임
시청사에서 대한국제법학회의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다. 당시의 정무국 제1과 사무관 김영주 군(현재 정
무국 제2과장)이 위의 2대 학회와 미국 일본 기타의 국제법학회 규약을 수집하여 본 학회 규약의 최초의
초안을 작성하여 둔 채 그 탄생을 보지 못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본 학회 설립 발기 준비에 가장 수고
한 학우는 당시의 정무국 제1과장 전정표 군(현재 주일대표부 2등서기관)이다. 잊어버릴 수도 없다. 발
기 준비의 회합은 도청 정문 앞의 「황록(黃鹿)」이라는 다방(茶房)의 안집이었다. 그곳에 수차 모여서 장
시간의 의논을 하고 본 학회설립의 주동자가 된 것은 장경근, 황성수, 이한기, 박관숙, 배정현 등의 제
씨(諸氏)이다. 설립취지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기타 사무를 보조한 학우는 당시의 정무국 제1과 사무관
문철순 군(현재 방교국(邦交局) 여권과장)이다. 설립 준비 회합에서 26명의 발기인의 결정되어 4286년
대한국제법학회 60년

5월 13일 경상남도청 내의 회의실에서 제1회 발기인회가 개최되고 제3회 발기인회에서 회원 자격을 심
사하고 6월 16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 결정되었다. 창립총회의 개최장소는 본 학회의 산파역의 1
인으로서 가장 열심(熱心)한 해군법무관 해군중령 최병해 씨의 주선에 의하여 부산 부두에 메어 있었던
LCI라는 선박(해군장교구락부)이었다. 그리고 보니 대한국제법학회는 문자 그대로 「배」속에서 탄생한
셈이다. 생일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616이다. 그날 LCI의 호의에 의하여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해
군 군용정에 의하여 회원의 유쾌한 부산의 해상 구경이 있었다.
창립총회에는 회원 85명이 참가하였고, 의장은 황성수 씨였다.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상의 문제만 하더
라도 귀속재산, 해양자원보호선, 독도의 영유 등 박사논문의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점이 발기인 대표의
인사이었다. 규약 안을 무수정(無修正) 통과하고 임원으로는 초대 회장에 당시 도미(渡美) 중이었던 유
진오 씨, 부회장에 장경근 황성수의 양씨(兩氏), 이사에 배정현 이건호 이한기 전예용 최병해 한환진 황
산덕 홍진기의 8씨가 선임되고, 초년도의 예산은 사소하나마 614,300환(圜)으로 결의되고 동일의 이사
* 「국제법학회논총」창간호(통권 제1호), 1956.3, p. 161.
에의 당시 표기

**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겸 초대 간사장(현재의 총무이사) *** 벨기

회에서 간사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당시의 외무부 의무국 제1과장 최운상, 정보국 보도과장 전정표의
양군(兩君)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것이 대한국제법학회의 탄생한 첫모양이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회
에 그렇다 싶이 본 학회도 오늘까지 좁은 문을 뚫고 나왔다. 그러나 그 후 귀국한 유진오 회장 이하 임원
제위의 꾸준한 노력과 외무부 당국의 조성(助成)과 일반 유지(有志)의 원조에 의하여 차차 내용을 정비
하고 강연회도 개최하였으며, 이제 학보까지 출판하기에 이르렀으니 쾌재를 절규(絶叫)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동안 회원 중에서 많은 연구가 쌓이고 외국연구로 갔다오는 학우도 늘어가니 산실(産室)의 1인이
었던 본인으로서도 본 학회의 앞으로의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고 빌어마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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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의 10년 약사*
이 한 기**

우리 대한민국제법학회가 금년으로 창립한지 10년이란 세월을 겪게 되었다. 1953년 6월 16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조국의 다난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두 번이나 커다란 혁명을 겪었고 歲歲年年 인적 구성도 조금씩 달라졌
건만 모든 고난 속에서 초연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학회 10년의 역사
를 간단히 더듬어 보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에의 노력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맹세하고자 한다.
무릇 국제법학회라고 하면 국제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단체일 것이고 그러한 범세계적인 단체로서는
1873년「벨지움」의 「켄트」에서 설립된 「국제법학회」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나 1895년 영국 「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법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를 연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또
국가적 단체로서는 미국의 국제법학회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와 영국의 국제법학
회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유명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 「스웨덴」. 「
인디아」에 동일한 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국제법학회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외신
은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다수의 국제법학회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은 그 설립의 동기와 목적
등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설립에 있어서도 특수한 계기가 있었으니 이러
한 점을 일별하는 것은 필요할 줄 안다.
1953년 1월 19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이 선포되고, 또 일찍이 1951년에는 한일회담의 예비회
담이, 1952년에는 제1차 한일회담이 개시되면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 갔다. 8.15해방
대한국제법학회 60년

과 더불어 비로소 이 나라에 싹트기 시작한 국제법의 연구는 선진국학자들의 이론을 도입하고 소화하는
데에 급급하여 실제문제를 다룰만한 여유가 없었고, 대학 강당에서는 교수들의 개별적, 분산적인 연구
에 간신히 명맥을 보전함에 불과하였던 것이나, 평화선 및 한일회담을 계기로 우리에게도 국제법의 구
체적 활용의 문제가 제기된 셈이다.
그때 부산으로 피난해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필자는 경남도청
내에 자리 잡은 외무부를 자주 방문하였다. 그 목적은 UN에서 발행한 해양에 관한 문헌을 빌려보기 위
함이었으나, 학자적이고 치밀한 두 분의 외무관사를 만나 평화선 및 한일문제를 비롯하여 국제법 전반
에 걸친 실제적 문제점을 경청하고 논쟁하는 데에 이상한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 두 분이야 말로 대
한국제법학회의 탄생에 산파역을 맡아 주신 공로자이니 그 한 분은 당시의 정무국장 최문경 씨(현 향항(
香港) 총영사)이고, 또 한 분은 당시의 정치국 사무관 김영주 씨(현 외무부 기획전정관)이다. 이 두 분의
발의와 창의에 의하여 학회의 설립이 진행되었으며, 김영주 씨가 학회의 규약초안을 작성하여 둔 채 그
* 「국제법학회논총」제7권 제1호(통권 제11호), 1962.3, pp. 232-235.

** 대한국제법학회 제3대 회장(1970),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탄생을 보지 못하고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자 전정표 씨(당시 정무국 제1과장)가 그 수고를 맡아 주었는
데 그 분들의 헌신적으로 진력(盡力)하던 광경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이리하여 대한국제법학회의 창
설계기가 평화선과 한일회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
의 연구와 실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부산에 소재한 외무부의 정문 앞에는 「황록」이라는 다방이 있었다. 그 안집에 자주 모여 학회의 설립을
논의하였는데 이 초창기의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인사는 장경근, 황성수, 박관숙, 배정현, 이한기
諸氏였고, 제반 사무를 담당해준 벗은 문철순 씨(현 외무부 정무국장)이었다. 드디어 5월 13일에는 제1
회 발기인회가 개최되고, 전기한 바와 같이 6월 16일에 부산부두에 있던 LCI 함내에서 창립총회가 개최
됨에 이르러 대한국제법학회는 역사적인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초대회장으로는 당시 「하바드」대학에
유학 중이던 유진오 박사를 추대하고, 부회장에 장경근, 황성수, 이사에 배정현, 이건호, 전예용, 최병
해, 한환진, 홍진기, 황산덕, 이한기 諸氏를 선임하였다. 간사장에는 최문경, 간사에는 최운상, 전정표
諸氏가 수고를 맡아 주기로 하였다. 예산규모는 60여 만원(통화개혁 전)이었는데 외무부에서 나오는 약
간의 민간단체조성비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 부산시대에서는 학회자체로서의 활동은
없었으나 법무부가 계획하고 출판한 UN간행물 「영해 및 공해의 제도」의 번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태동
과 거의 때를 같이한 것이었다.
1953년 그 해 여름 서울로 환도하였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해부터 시작되었다. 즉 1954년 7월 10
일 서울법과대학에서 제1회 국제법강연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회장 유진오 박사의 「대한국제
법학회의 임무」, 이수영 씨의 「쥬네브회담 현지보고」, 황성수씨의 「진해회담 현지보고」, 서석순 박사의
「국제법과 대한민국헌법」 등은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이 나라의 국제법학계에 커다란 자극을 준 것이
다. 다음 1955년 1월 22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서석순 박사가 「UN헌장에 관한 제 문제」라는 연제로써
강연을 하였다.
1956년에 들어가 학회는 획기적인 사업의 결실을 보았으니, 즉 3월 15일에 학회의 논총 제1권 제1호가
출간된 것이다. 동년 10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제3회 국제법강연회가 개최되었는데 신기석 씨
가 「제2차 대전 후에 맺어진 평화조약」이라는 제목으로, 또 지철근씨 가 「평화선과 최근 국제어업조약의
동향」이라는 演題로써 시기에 적절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동년 11월 6일 앞서 외무장관으로부터 본
학회에 자문해온 「해양에 관한 국제법」안(UN 국제법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학회로서의 수정안을 제출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학회활동은 외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특히 미국의 국제법학회에서는 그 기관지인
「국제법」 잡지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 학회논총 창간호에 게재된 제논문의 개요를 소개하는 친
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집필자는 당시 「워싱톤」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태국교포 지백산 씨였다.
1957년 2월에는 논총 제2권 제1호가, 1958년 3월에는 제3권 제1호가 출간됨에 이르러 논총발행을 년2
회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9월에는 논총 제3권 제2호가 출간되어 사업은 착실히 궤도
에 오르게 되었다. 동월 29일에는 외무부가 위탁해 온 「쥬네브」 해양국제법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한국
법학원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박관숙, 박재섭, 이한기 3인이 이에 대한 답신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
다. 이리하여 동년 10월 8일에 외무부에 대하여 전기 해양국제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외무
부에서는 이것을 집무자료의 하나로서 간행하였다. 다음 동월 18일에는 총무이사 서석순 씨의 주재 하
에 정관을 개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현행정관이 되고 있음을 부언하여 둔다. 동 1958년 12월 13일 제6
회 국제법강연회를 중앙공보관에 개최하였다. 박관숙 교수의 「일본의 在韓財産에 대한 청구권」과 김진
교수의 「한국국제사법에 대한 고찰」이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그동안 예의 추진 중이던 학회의 사단
법인으로서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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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2월 4일 제7회 국제법강연회가 개최되어 주로 국제법률가 협회의 「뉴-데리」회의에 갔다 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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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하게 되었다. 5월 2일에는 제7회 강연회를 열고 유진오 박사의 「재일교포 북송반대의 법적근거」를
들었으며, 다시 5월 23일에는 제8회 강연회에서 최규남, 유진오 兩 박사가 「재일 교포북송반대민간대표
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동년 9월 30일에는 논총 제4권 제2호가 출간되었다.
1960년 3월말 논총 제5권 제1호의 출간을 보았으며, 해외 20여 학회 및 학교와 교환을 개시하였다. 8
월 30일에는 제11회 강연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박관숙, 박재섭, 정일영, 조순승 諸氏가 UN국제법위원
회의 「망명권」초안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외무부의 위탁에 의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제출하
였다. 9월 30일에는 논총 제5권 제2호가, 1961년 3월 30일에는 제6권 제1호가, 그리고 9월 30일에는 제
6권 제2호(통권 제10호)가 각각 출간되었다.
여기에 특기할 것은 1961년 11월 1일 대한국제법학회의 수상규정이 통과된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수상에 두 종류를 두었는데, 하나는 학술상이고 또 하나는 공로상으로 하였다. 전자의 명칭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후고-그로치우스」의 이름을 빌려 「그로치우스」상이라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학 발전에 학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다. 후자는 「현민상」이라고 하여 학회의 발전
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민」이라는 칭호는 학회의 초창기
부터 꾸준히 회장의 중책을 맡아 주시고 현재에도 학회의 육성에 진력하고 계시는 유진오 박사의 아호
에 연유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학회가 오늘날 반석 같은 기반위에 서서 그 이름을 국내외에 떨치고 있
으며, 학술단체로서의 면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의 활동에 있을 뿐만 아
니라 학회의 사업을 이해하는 민간유지의 찬조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오늘날 학회는 일천만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였고 년 2회의 잡지 발행 및 강연회 및 간담회를 열수 있게 되었으니, 미국이나 영국과 같
은 선진국가에는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내의 어느 학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재정적 기초
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 유공한 인사가 한두 분이 아니지만은 그 중에도 특별히 뚜렷한 분
으로서 전예용 씨를 선출하고 1961년 12월 16일에 표창하였다. 전예용 씨는 실로 현민상 최초의 수상자
로서의 영예를 받았으며 회장으로부터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또 하나의 「그로치우스」상은 미국의 「
맨리 오 하드슨」(Manley O. Hudson) 상에 해당한 것인데, 아직 이 상의 후보자는 없으나 가까운 미래
에 이 「그로치우스」상을 받을 분도 나타나 주기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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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16일에는 제6차한일회담의 대표들을 맞이하여 제12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적 문
제에 관하여는 배의환, 이한기, 정일영 諸氏가 보고하였고, 청구권 문제는 김윤근, 어업 및 평화선의 문
제는 지철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이천상, 문화재 문제는 이홍직 제 대표가 각각 보고하였
다. 다시 12월 20일에는 제13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박종성 씨의 「영해범위 결정에 대한 시론」을 위시하
여, 김찬규 씨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의 기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해석 및 이
의 책정」이라는 제목으로, 김수만 씨가 「평화선과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또
한 김효영 씨의 「6.25 동난 이후 지금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시설 및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의
해결방안」, 이윤영 씨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미군의지위에 관한 무협정상태
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점」, 김기수 씨의 「군인, 군속(軍屬) 및 그 가족 등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보
상청구방법 및 처리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의 범위문제」, 한환진 씨의 「군인 군
속(軍屬)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사관할권을 어느 정도 면제해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장기
붕 씨의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대지위협정과의 관계 및 출입국에 관한 규정의 비교 검토와 그런 문

제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사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등의 강연은 지극히 유의의(有意義)한 것이었다.
이 모든 연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난(難)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
해문제와 행정협정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으니, 역시 외무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 제 문제에 관한 의견서
를 외무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상은 금년 2월까지의 학회사업에 관한 극히 개괄적인 略史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다 찬란한 학회의
업적과 활동을 기대하면서 학회전용의 회관과 특히 국제법도서관의 설립을 꿈꾸어 본다. 또한 미국국제
법학회의 년차 회합에서 보듯이 국제관계의 학문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 교수, 변호사, 외교관 및 정치
가들이 일정기간 한 「호텔」에 숙박하면서 이른바 「페늘 디스컷슌」을 전개하는 광경도 그려 본다. 또 우리
학회의 「논총」이 미국국제법잡지나 영국의 국제법연보(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이상
의 권위를 갖게 되고 세계 각국의 학자가 우리의 논설을 다투어 인용하리만큼 질적향상을 달성하는 날
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회장제위의 가일층의 노력과 건투를 빌고 이 우리의 꿈이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붓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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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간행사*
본회 회장 박 재 섭**

뉴욕시 법조계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법의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서 법의 위기의 존재의 선
언이 되풀이 되었고, 그 회의 의사록이 “법은 죽었는가”(1971)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또 듀쎌돌프에
서의 독일 법학가회의(1972)의 성과에 관한 한 논평에서, 과중한 과제 및 각 부문에서의 토론의 박약한
수준과 아울러 압력단체의 개입과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문, 특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문의
투표에 참여하여 그 회의의 결의를 그들이 옹호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많은 참가자들에 의하여
개개의 부문의 결의는 책임자들에게 그 정당성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였고, 이 회의는 그 직전의
두 회의보다도 광채를 잃게 되었다는 타평론(他評論)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 회의의 성과에 대하여
정치적 공중(公衆)의 진지(眞摯)한 관심과 입법자의 주의 깊은 경청의 시대의 종말도 멀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개개인에게 대체로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온 일반성과 안전성을 가진 법지배의 나
라 미국에서 법의 위기와 그 타개의 의식이 그다지 절실하고, 급격한 정변을 겪어왔으나 현대 법체계의
연원의 문화권에 속하고 거기에서 학구생활이 존경을 받아왔고, 또 자랑스러운 독일의 학자들의 모임이
그다지 俗化되어 간다면, 이는 곧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의 법과 진정한 법의식의 위기를 말한다. 소련
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군의 전체주의 밑에서 또 발전 도중에 있는 많은 신생국가의 권위주의 밑에서
는 법의 일반성과 안정성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법에서의 일반적 위기는 국제법의 위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인간의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개개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의 법제도, 나아가서는 법질서 전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전래(傳來)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체계와 그 이념적 상대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각국의 전래적(傳來
的)인 체계의 전제위에 세워진 국제법의 개별적 제도, 나아가서는 국제법 질서가 새로운 도전을 받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법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위기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국제사회의 미조직이란 그의 취약한 토대
때문에, 19세기 20년대 20세기 초 제1차 대전 발발까지의 국제 및 국내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대
에도, 그의 법적 구속력이 유력한 일부 학설에 의하여 부인되어 왔고, 영국과 같이 거기에서 법이 존중
되어 온 나라에서 그의 보통법과 같은 효력이 주어진 국제관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영국 자
체의 해석에 의존시켰던 것이다. 또 제1차 대전 후 소련에서는 먼저 국제법질서 전체를 거부하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이러한 입장이 그의 국제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일반국제법에
관하여 그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독특한 해석을 주장하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그들 사이에 소위
* 「국제법학회논총」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6, pp. 3-5.

** 대한국제법학회 제5대 회장(1972-1973).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제법이 이미 실정화하였다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
다. 제2차 대전 후의 신생국가들에 대강 공통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식민지 질곡 하에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빈곤과 전래의 질서의 일부인 일반국제법이 우선 관념적으로 결부되기 쉬
우며, 일반국제법의 당연한 자동적인 타당을 거부하고 그 개별적 제도의 취사선택이 개개의 신생국가에
허용된다는 입장, 그 제도들 중 모든 국가들의 어떤 공동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타당하다는 입장,
많은 신생국가들이 국제무대에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이에 알맞게 그들의 참여로써 새로운 국제법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종래에 건의의 효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어 온 국제연합 총회의
어떤 일정한 결의가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입장, 일반국제법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제도에
관하여 종래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른 것을 취하려는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의 법적 성실(性實), 또는 보편적인 효력에 관하여 도전을 받
아 왔고 최근에는 개별적인 국가 또는 국가군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
전을 받아왔다. 여기에 다시 위에서 언급된 법 일반, 나아가서는 기존의 인간생활의 모든 면의 체계 및
그 이념적 토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현저하여졌다. 어떤 학자는 현금(現今) 인류는 신낭만시대에 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문예부흥 때, 제1 산업혁명 후, 제2 산업혁명 후에 각각 낭만주의시대가 있었
고, 그 각 시대에 있어 먼저 흥분과 충동의 시기, 다음에 이상주의적인 중간의 시기, 끝으로 신합리주의
의 시기가 온다는 것인데, 현대의 우리도 의식적으로 하든 아니하든 새로운 낭만주의시대의 첫 시기, 또
는 첫 시기에 둘째 시기의 양상이 약간 나타난 때에 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에서와 같은 우리 시대의 명명(命名) 내지 규정이 옳다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의 의식이 빨라 질 것
이나, 그 명명 내지 규정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처하여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국
제법해석학에 있어서도 특히 규범적 고찰방법의 형식주의에 대하여 추상적인 이론체계의 법규와 현실
과의 괴리에 비추어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학설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계속 집
중 시키고 있는가 하면, 국제법해석학에 있어 규범학적인 고찰이 사회과학적 고찰, 특히 국제관계학적
고찰로써 보완 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현저하게 된 것은 당연하나,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여져야 할 현실
에 틈을 타서 동일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곳과 때에 따라 백과 흑의 답을 자유자재로 바꾸어가면서 내놓을
수 있는 정치학적인 접근이 금과옥조 같이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격동하는 세계에 있어 국제법학은 길 없는 정글 속에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정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후래자(後來者)에게도 미궁에 휩쓸려 들지 않도록 할 길의 방향을 정하고 그 수단을 만들고 방법을 계
획함에 있어, 적어도 출발점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얻은 환경, 사용된 도구 및 방법에 관
한 경험과 이 경험에 비추어 새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구, 수난 및 예상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국
제사회 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 수 100년 계속되어 온 그 구조에 본질적 변혁이 온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변혁이, 아직 상상에 불과한 어떤 사태가 오지 않는 한, 가까운 장
래에 오리라는 근거 있는 전망은 없다. 현금(現今)의 국제사회의 구조를 토대로 하는 국제법의 근본적
인 규범군의 내용의 변천은 부분적이며 대체로 점진적인 것이다. 또 국제법의 규범학적 노력의 결과가
개개의 경우에 관계법규범의 적용의 실제와 거리가 있음에 비추어 방법론의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며 규
범학적 고찰이 경시 될 수 없음은 물론, 법해석학과 인접 사회과학의 혼동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의 입장을 옹호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설득력이 있는 무게 있는 전통 있는 이론적 근거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의 소감은 췌언(贅言)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필자의 과제 의식은 극히 둔한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제법학회와 그 논총은, 위에서와 같은 시대일반의 어려움과 아울러 한국에 독특한 국가분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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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상잔 등의 어려움에 처하여, 그의 사명을 위하며 꾸준히 전진을 하며, 이제 20주년을 맞이하였고, 다


시 보다 충실한 전진을 기약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을 회원 제위와 동경하여 마지않는다.
우리 학회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그 공적이 큰 현민 유진오 선생님, 진암 전예용 선생님을 비롯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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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장, 부회장과 직무이사 제위에게 삼가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본회 논총 창간호부터 이미 제18권
제1호를 거듭한 이 논총의 출판 등에 지원을 하여주신 외무부와 그 외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
고 또한 이번에 우리 학회의 활동에 공명(共鳴)하며 20주년 기념의 이 논총 증대호에 재정적 원조를 아
끼지 않으신 박찬 국회의원, 배순태 사장, 한재우 부사장, 한만년 사장 제위에게 학회를 대표하여 애심
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 기념 증대호를 위하여 옥고를 주신 회원 제위와 이 호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데 수고를 하
여 주신 현 부회장, 직무이사와 간사 제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윤영 부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서는 거듭 머리가 숙여진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04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격려사*
명예회장 유 진 오**

1953년 늦은 봄 나의 10개월간 체미(滯美)도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와싱톤 소재 우리 주미대사관에 들
렸더니 본국으로부터 온 두터운 봉투를 양유찬 대사가 전해주었다. 부산의 L.S.T함상에서 국제법관계
의 교수들과 외무부 중견관리, 법조계인사, 언론계유지들이 모여 대한국제법학회를 조직했는데 나를 초
대회장으로 뽑았다는 보고서류였다.
7, 8월 두 달 동안 유럽제국을 돌고 9월초에 귀국하여 나는 비로소 대한국제법학회가 결성된 구체적
사정을 알았는데,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겠다는 학회결성의 본질적인 의의도 있었거니
와 한국동란으로 갑자기 높아진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과 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 학회를 탄
생케 한 것이었다.
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나로서는 그대로 수락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제법전문은 아니었지만 10여년간 국제법을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정치에 관한 논문도
간간히 발표해 왔을 뿐 아니라 1951년 한일회담이 시작될 무력에는 회담의 법적 뒷받침 같은 것을 주로
내가 해왔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국제법관계자를 찾는다면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임이 틀림없었고 그
중에서는 내가 비교적 senior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대한국제법학회가 어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꿈
같은 일이다.
지나간 20년 동안 대한국제법학회는 다른 단체들 모양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만한 화려
한 활동을 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조용한 가운데 꾸준히 자라왔다. 연구회, 강연회, 정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학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줄기차게 해 온 것도 사실이거니와, 특히 대한국제법학
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재정적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기관지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을 한 번도 결함이 없이 계속 간행해 온 사실이다.
20년을 지내오는 동안 회원의 변동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그 변동은 회원의 수가 양적으로 늘었다
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한층 순화된 곳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처음 조직되던 당시에는 대
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단체인 듯한 감이 없지 않았으
나 20년을 걸어오는 동안 대한국제법학회는 글자 그대로 국제법학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되었다. 웅
비의 터전을 인적구성면에서 갖추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대립으로 얼어붙었던 전 세계는 다극화네 해동이네 탈이데올로기네 하는 것으
* 「국제법학회논총」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6. pp. 7-8.
회장.

** 대한국제법학회 초대회장(1953-1967).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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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 중대한 전환기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정치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도 또한 변화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정부수립이래 반세기에 걸쳐 고정되다시피 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對UN외교도 중
대한 전환기로 접어든 감이 있는 이때, 대한국제법학회의 할 일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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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학회의 새로운 비약과 회원 여러분의 가일층의 꾸준
한 노력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05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격려사*
한국법학원장 양 준 모**

대한국제법학회는 1973년 6월 16일로서 창립 제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러 학회가
있어서 각기 상당한 전통을 세우고 학문적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한국제법학회만큼 그 창립이 오
래이고, 그 활동을 줄기차게 하여왔을 뿐 아니라, 항상 국가적 요청에 보답하고 직접 그 업무의 일익을
담당하고도 있으며,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널리 이 나라의 인재를 망라한 단체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
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53년 6월 16일 국제법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 간
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난지 부산에서 국제법교수, 외무부당국자 및 나라와 학문을 사랑하는 각계인사에 의하여 설립을
보게 된 대한국제법학회는 그 동안 십수년간 몸소 회장직을 맡아 이를 길러주신 유진오 박사를 비롯하
여 전예용, 이한기, 박관숙, 박재섭 諸氏등 역대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각위의 열의에 찬 참가 및
외무부 당국의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육성 등에 힘입어 정례적인 논총간행,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대학
생 토론대회의 개최와 회원의 해외유학 및 세미나 참가 등 국제법 및 국제정치의 연구와 지식보급을 위
한 눈부신 업적을 쌓아올려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국제법학회는 그 발족을 보기 전후하여 정부에서는 한일회담의 계속추진과 인접해
양에 대한 주권선언 등 새로운 국제관계의 수립과 변전(變轉)하는 국제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국가
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 주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국제관계의 정책입안이나 실무활동에 있어서
도 항상 대한국제법학회, 또는 그 회원이 참가하여 왔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무
부당국에 대하여 해양법관계의 건의가 학회의 이름으로 나간 사실과 오랫동안 유진오 박사를 비롯하여
장경근, 지철근, 홍진기, 김윤근 등 중진회원들이 한일회담의 대표로서 중책을 다하여 온 사실을 특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실로 20세기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역사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새로운
국제법의 소재를 산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바, 숙명적인 한일관계의 전개 및 타결은
1965년 12월의 한일기본조약의 발효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평화선 논쟁, 독도문제,
교포북송 등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지나간 이슈로서 기억에 남아있고 금후 대북한관계에 곁들여 양국
간의 국제법상의 문제가 속출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UN관계를 보면 UN결의에 의한 정부수립을 비롯
하여 6.25동란, UN군 주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관계(對韓關係)로 전개되는 제 문제는 영원한 법률
* 「국제법학회논총」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6, pp. 9-10.

** 대한국제법학회 제7대 회장(1979-1980). 당시 한국법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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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과제로 될 것이요, 근년에는 미국의 중공과의 새 역사돌입에 이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기초를 둔 남북회담의 진행이 현실문제로 되어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일부 국제기구가입 및 아스팍의 장
래 등 실로 예측하기 어려우리만치 국내외 정세의 급변에 따른 법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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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그 준수를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보다는 국제역학상의 기성 사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우리는 국제관계의 설정은 반드시 힘으로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제법은 오히려 국제정치의 한 지표로서
나아가 역사발전의 규준(規準)으로서의 역할을 함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한국에서와 같이 국제법의 발전과 국제법학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기는 없다
고 생각되는 바, 우리는 예지와 정열을 다하여 이 다극화하고 미묘히 움직이는 국제 정치의 와중에서 대
한민국의 주체적 지위의 정립과 확보를 기하여 스스로 역사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을 다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이니 이는 마치 「후고 그로치우스」가 일찍이 스페인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
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그의 조국 화란(和蘭)* 을 사랑하고 동인도회사의 인도진출에 대한 포르투갈의 방
해로부터 회사의 권익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집필한 「자유해론」이 후일 해양국제법의 한 원칙으로 발전
된 바 있듯이 다사다난한 오늘 한국의 권익을 법률로써 지키고 한국법학의 새로운 전기를 세우는데 이
바지 하고 있는 대한국제법학회는 회원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세계사에 내놓을 국제법상
의 한 원칙을 기필코 이룩하여 주기를 바라며, 또한 장차 기대되는 아시아 국가 간의 각종 협력기구를
비롯한 대소국제기구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도 아울러 생각하고 그날에의 대비를 위하여 당국과 각계
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얻어 학회와 회원각위의 끊임없는 발전과 전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격려
의 말씀에 가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 편집자 주) 네덜란드의 한자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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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50호
발간 기념 賀書
- 논총의 지령 50호에 생각한다*
이 한 기**

우리 대한국제법학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지 어언간 금년으로 30주년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말하자면
유년기와 청년기를 이미 지나서 바야흐로 장년기에 접어든 셈이다. 아울러 논총도 이제 50호를 기록하
게 된 것을 생각하면 대견스럽기 한이 없다.
하기야 1년에 두 번씩 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논총이 30년 동안에 50호밖에 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간도 아니고 반년간도 아닌 얼치기라는 비평도 들을 법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
을 것이므로 그 책임을 역대 회장이나 이사진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학회가 모진 역경과 풍상 속에서 견디며 자라나온 형극(荊棘)의 역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학회가 6.25 사변의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탄생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학회가 탄생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일찍이 내가 논총에 쓴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생각은 없
다. 다만 학회의 탄생에 산파역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논총의 나이를 헤
아려 볼 때 한 가닥 감회를 금할 수 없다. 가열한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학회의 창립에 동분서주하던 주
역들의 열성을 생각한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학회는 원래 외무부의 주도하에 창립되었으며, 그 후로는 계속 외무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라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이른바 평화선이 선포되자 인접국 일본은
말할 것 없고, 멀리 미국과 영국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듯 들어 왔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한 정무국의 최
문경 국장과 김영주 과장이 발의하여 평화선에 관한 연구써클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국적 규모로 확
대, 미국의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를 본떠서 조직한 것이 바로 우리 학회의 내력이
다. 그 당시 학회 창립의 발기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몇몇 동지들을 잊을 수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
관숙 교수와 배정현 변호사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부산 시내 도청 옆 「황록」다방에 자주 모여 학회
의 창립을 논의하던 그때의 동지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가. 가끔 감회에 잠기곤 한다.
우리 학회의 창립은 일본에 비하여 약 50년이 뒤떨어진다. 대한국제법학회가 한국에 있어서의 최초의
학회인 것과 같이 일본국제법학회도 학회로서 최초의 것이다. 실로 국제법은 일본이 개국 후 최초로 수
용한 서양학문이었던 것이다. 1902년 일본의 「국제법학회」의 창립과 「국제법잡지」의 발간은 일본외교의
* 「국제법학회논총」제26권 제2호(통권 제50호), 1982.2, pp. 11-12.
장.

** 대한국제법학회 제3대 회장(1970).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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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과 국제법학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 했듯이(이 잡지는 1912년 「국제법 외교잡지」로 제호을 바꾸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논총도 비록 일본보다 반세기나 뒤늦게 발간되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한
국 외교와 국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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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법학의 조직과 국제법 외교잡지의 발행은 주로 일본이 서구제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
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학자 간에 협력이 요청되어 정부의 고관과 실력자의 원조와 이해에 힘입어 실현되
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그 동기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도 일본의 경우와 같을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
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구제국에 문호를 개방한 시대적 상황이 많은
점에서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한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잡지발행에 있어서 카네기평화재단의 원조를 받을 수 있어 재정난을 몰랐으며 이
원조는 실로 태평양전쟁의 직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경우와 다른 점이다. 우리는 처음
부터 재정적으로 무에서 출발하였다. 학회 30년의 역사에 誌齡이 겨우 5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
로 우리의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에 대한 열(熱)과 조국에 대한 성(誠)으로 오늘까지 학회를 이끌어 왔고, 논총의 발
간에 힘을 모아 왔다. 역대 회장 및 이사 그리고 회원들의 이 같은 일편단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학회를 위하여 힘쓰신 동지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한다.
과거에 우리는 외무부의 많은 자문에 학자적 양심으로써 답신을 해왔다. 평화선문제를 비롯하여, 독
도 또는 간도문제,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문제 그리고 범죄인인도문제 등 기타 많은 문제를 손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최근에는 중공과 자유중국마저 백두산을 중국영토로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고 놀랐다.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국제법 학도들의 과감한 도
전이 요구된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법 무시의 사태를 수없이 보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법과 정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우리 학회와 논총이 이제는 성년다운 독자적 이론의 개척에로 방향설정을 굳건히 하기
를 바라는 동시에 회원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빛나는 업적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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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賀書
- 대한국제법학회 성립의 전후*
명예회장 유 진 오**

해방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의 수효는 아마도 만 명이 넘을 것인데 그 중 거의 절반
은 법과를 졸업하고 온 것으로 안다. 덕택에 수십 명의 법조인이 일제 때에 활약한 것으로 알지만 국제
법을 전공하고 온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명치대학을 나온 이우창 씨 한사람 밖에 없었다. 명치대학 교수
로 있던 천철 씨가 경성제대로 전임되는 바람에 이우창 씨는 동대학연구실 조수로 채택되어 형법연구실
조수로 들어간 나와는 같은 대학에서 조수생활을 같이 하였다.
이우창 씨는 조수생활을 하면서 보성전문학교 강사로 출강하였는데 그런지 수삼년후 인촌 김성수 선
생이 보전경영을 인계하게 되었을 때 나를 헌법, 행정법, 국제법 교수로 초빙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우창
씨의 뒤를 이어 보전의 국제법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법조계인사라고 하면 지금은 다소 사정이 달라졌지만 일제 때에는 거의 전부가 민법, 상법, 형법, 민
소, 형소 등 만을 다루고 국제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독립국가가 못되는 남의 식민지신세로 있었
으니 국제법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덕분에 나는 국내유일의 국제법
교수가 되어 국제연맹, 소위 만주국성립 등 국제법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거의 도맡다시피 하여 都下
각 신문에 글을 쓰고 하였다.
우리정부 수립 후 경제의 이순탁 씨와 함께 법률방면은 내가 도맡아 미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데 활동한 것도 그 까닭이다.
정부수립 후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으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되어 정부수립
문제가 UN으로 이관되자 문제는 약간 달라졌다. 특히 한국전쟁이 터져서 우리를 지원하는 16개국 군으
로 편성된 UN 군이 물밀 듯 몰려들자 UN관계의 국제법 지식을 얻는 것은 焦眉의 急이 되었다. 법조인
들은 재야 재조를 막론하고 황급히 「대한법학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나를 청하여 UN헌장에 관한 강연
회를 열기도 하였다. 각계에서 UN헌장에 대한 해설서를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나는 급히 그 일을 시
작하였다(1952년 7월 나는 갑자기 하버드대학 연구원으로 도미하게 되어 그때 끝내지 못한 원고는 지
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때 한국에는 UN한국위원단이라는 것이 파송돼 있었는데 이 위원단은 가끔 이승만 대통령과 의견의
대립을 보일 때가 있었다. 내가 도미인사차 이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에는 무슨 일이 생기거든 우리 UN
* 「국제법학회논총」제28권 제2호(통권 제54호), 1983.12, pp. 9-10. ** 대한국제법학회 초대 회장(1953-1967).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명
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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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의 고문이 되어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


그해 십일월 나는 변영태 수석대표로부터 급히 뉴욕으로 오라는 정보를 받고 뉴욕으로 갔으나 이 대통
령이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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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953년 4월 볼일이 있어서 워싱턴 우리 대사관에 들렸더니 양 대사가 본국에서 나한테로 온
두터운 봉투를 전해주었다. 무심코 뜯어보니 그것은 그동안 부산에서 우리나라의 재조 재야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LST함상에 모여 「대한국제법학회」를 조직하였는데 나를 회
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것이었다(학회의 결성에는 당시 외무부정무국장으로 있던 고 최문경 씨가
주로 애썼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이렇게 해 성립되었다. 국제법학회 초기의 기록을 보면 외무부인사들과 많은 법조
계 인사들 외에 법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언론계 인사들의 이름도 더러 보이는데 그것은 대한국제법학회
는 당초에는 국제법을 전공하는 인사들만의 손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여 정부 법
조계 민간인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국난에 대처하기 위해 된 것이다.
내가 귀국해서 정말로 회장직을 맡아보게 된 것은 그해 9월의 일이었는데 내가 국제법학회의 회장직
을 맡아보는 것은 외람된 일이어서 빨리 국제법 전공의 인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그때는 국
제법을 전공하는 인사들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만 15년 동안이나 내가 회장직을 맡아보는 결과가 되었
다. 전예용 씨, 양준모 씨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제법교수인 이한기 씨가 회장이 되기까지에는 그 후로도
2, 3년이나 더 걸렸던 것으로 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이제는 전공학자들만의 손으로 운영되는 名實을 갖춘 학회가 되었으니 앞길이 양양
한 전문가들의 단체가 된 것으로 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 편집자 주) 유진오 선생님의 기억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예용 회장 이후 바로 이한기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박관숙, 박
재섭, 전예용, 양준모 선생의 순으로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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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賀書
-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명예회장 이 한 기**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우리 학회도 나이가 들어서 어언간 30세를 헤아리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늙음
과 죽음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지만 학회는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칠 줄을 모른다. 우리 대
한국제법학회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리치고 나왔을 당시 내 나이는 30대, 이제는 60대의 후반에 접어들
고 보니 개인은 죽어도 학회는 영생할 것이며 학회가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리라고 믿으며 회심의 미소
조차 떠오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가 탄생하기는 1953년 피난수도 부산에서였다. 이 학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설명은 그 전에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
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세칭 평화선 내지 李라인의 설정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연근해에 출몰
하는 일본어선의 파괴적인 어로행위를 막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포된 이 선언은 일
본과의 사이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막 시작된 한일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상정
되고 일본 측은 한국을 국제법무시의 무법자로 낙인을 찍으려 덤볐으며 일본의 학자들은 공해자유라는
해묵은 원칙을 들고 나와 한국을 공격하였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이며 당시 동북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小田 滋가 「해양의 국제법 구조」를 쓴 것도 李라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부산에 피난해온 외무부 청사에서 당시의 정무국장 최문경 씨, 정무과장 김영주 씨를 중심으
로 필자를 포함한 극소수의 국제법 교수들이 뭉쳐 평화선의 법리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작은 서
클이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로 발전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부산에 피난해온 외무부 청사에서 당시의 정무국장 최문경 씨, 정무과장 김영주 씨를 중심으
로 필자를 포함한 극소수의 국제법 교수들이 뭉쳐 평화선의 법리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작은 서
클이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로 발전함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학회의 성립경위로 보아 우리 학회는 외무부의 후원과 외무부를 모체로 탄생하였는데, 이것
은 일본국제법학회가 일본이 개국할 때 서구열강으로부터 강요된 불평등조약의 개정문제를 연구할 목
적으로 일본외무성의 주도하에서 성립된 것과 우연히도 궤를 같이 한다. 그 후 우리는 외무부의 자문에
응하여 여러 차례 답신서를 내기도 하고 또 세미나도 여러 번 가졌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외교적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으며 또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국제법학회논총」제28권 제2호(통권 제54호), 1983.12, pp. 11-12.
회장.

** 대한국제법학회 제3대 회장(1970). 당시 대한국제법학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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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흐르고 또 변하여 평화선을 뺨치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합법화될 만큼 국제법은 부단히 진화


하고 있다. 당시 우리는 평화선이 lege ferenda로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未久에 lege lata가 될 것을 확
신하였는데 국내학자 가운데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학문적 분위기는 자유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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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우리 학회도 30년의 연륜을 거듭하는 동안 세대교체가 이룩되고 나 같은 사람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학회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일본의 국제법학회를 보아도 橫田喜三郞, 田岡良一 같
은 카리스마적인 원로교수가 물러나고 전후파인 石本泰雄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자유중국의 국제법학회는 우리보다 훨씬 후에 탄생했으며 실질적인 일은 丘宏達이라는 젊은 학자
가 맡고 있으며 중공도 문혁이후 학회가 부활하여 王鐵崖라는 노학자가 우선 회장의 자리에 머물러 있
다는 소식이다.
우리 학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욕심을
낸다면 한이 없다. 이산가족의 문제, KAL기 사건, 버마참변 등 많은 충격적인 사건에 봉착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학술적인 심층 분석의 논문 하나 제대로 나온 것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국제사회는 빠른 속
도로 변하고 있으며 국제법 역시 진부한 전통법에 머무를 수 없음은 말 할 것도 없다. 우리가 더욱 열심
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모하는 국제사회의 빠른 템포에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1983. 11. 12.

대한국제법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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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간행사*
회장 이 윤 영**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제30주년을 기념하는 논총특집호(통권 54호)를 내놓게 된 것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회는 6.25 동란의 와중에서 1953년 당시의 임시수도 부산의 해군함상에
서 그 창립을 보았고, 금년이 꼭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회지의 창간호는 그로부터 3
년 후인 1956년 2월에 나왔습니다. 원래 학회논총은 매년 2회 발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특집호는
통권 56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통권 54권으로 된 것은 본학회를 꾸려나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서 발간되는 법률관계학회지로서 통권 54호를 돌파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한편
으로는 그지없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학회지의 발간을 비롯하여 학술연구활동, 정부나 기타 관계기관에의 자문 및 학술
회의의 개최 등 많은 일을 하여 왔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
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회활동을 상징하는 학회지의 정기적인 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는다는 것도 가슴 벅차게 기뻐할 일이지만 더욱이나 이를 기념하
는 특집호를 내놓게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격할 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학
회지의 면모를 보더라도 내실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실감하게 되고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조
금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 수준의 학회지라는 것을 볼 때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습니
다. 물론 이와 같은 배후에는 여러 해 동안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노심초사하신 玄民 유진오 명예회장님
을 비롯하여 振庵 전예용 선생, 箕堂 이한기 선생, 고 박관숙 선생, 小溪 박재섭 선생, 年岩 양준모 선생,
東山 윤치영 선생, 배재식 교수, 김정균 교수 등 전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분투노력과 지원하여주
신 덕분으로 믿고 이번 기회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기념호에는 국내에서 보내주신 동학들의 옥고를 비롯하여 국제학술강연회에서 발표한 영국 와일
즈대학의 브라운 교수, 전 하바드대학의 코헨 교수, 일본 慶應대학의 쿠리바야시 교수 등의 좋은 논문
도 실리게 되어서 특집호로서 금상첨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비록 유명을 달리 하시기는 하였지
만 이런 사정을 보시고 박관숙 선생께서도 필히 기뻐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를 내놓는데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문교부를 비롯하여 국토통일원, 외무부, 한
국국제문화협회, 산학협동재단 등의 물심양면에 걸친 뒷받침이 없었던들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이라
* 「국제법학회논총」제28권 제2호(통권 제54호), 1983.12, pp. 3-4.

** 대한국제법학회 제10대 회장(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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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생각할 때 지원해 주신 관계기관에게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림은 물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


력하여 주신 임원들에게도 진정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금년이야말로 국내외적으로 국제법과 관련되는 큼지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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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KAL 민항기격추사건을 비롯하여 랭군사건, 그래나다사건, 베이루트사건 등
은 모두가 국제법 분야와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보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그런 사건들
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제화시대
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법률지식에는 거리가 멀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
늘날처럼 국제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때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바로 이러한 해에 특집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부심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
리 학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역할도 점증되어 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
회가 더욱 발전하여 이번 호보다 더 내실 있고 발간회수도 외국에서와 같이 늘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대를 갖는 바입니다. 본 호를 내놓는데 있어서 애쓰신 관계임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198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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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간행사
- 본학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회장 정 운 장

잘 알다시피 본학회는 “국제법 및 이에 관련되는 제학문의 연구·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6.25 동란의
와중이던 1953년 6월 16일, 당시의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발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5년간, 본 학회는 꾸준히 학술연구와 발표, 학술회의의 개회, 학술지(논총)의 년2회 발간,
정부관계기관에 대한 자문 등, 활발하고도 지속적인 학회활동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역대회
장단과 집행부 및 모든 회원제위의 헌신적인 협조와 노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제 본 학회 창립 35주
년을 맞이하여 회원제위와 함께 진심으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1952년 제1차 한일회담이 개최되고, 1953년 1월 19일 이른바 평화선 선언(“인접해양
에 대한 주권선언”)이 행하여짐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시대적 요청
에 응하여 당시의 선배 국제법학자들과 외무부 당국과의 합의로써 정부(외무부), 학계(국제법 및 국제정
치), 법조계, 언론계의 중진인사들로서 대한국제법학회가 탄생되었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로부터 20년 후인 1973년, 당시 본 학회의 초대회장을 다년간 맡으셨던 고 玄民 유진오 선생께서는 다
음과 같이 술회하신 바 있습니다.
“……..(본 학회가 창립되던 때가)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어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
으로 꿈같은 일이다. 지나간 20년 동안 대한국제법학회는 다른 단체들 모양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만한 화려한 활동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조용한 가운데 꾸준히 자라왔다. 연구회, 강
연회, 정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학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줄기차게 해온 것도 사실이거니와,
특히 대한국제법학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별다른 재정적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학술지 《국
제법학회논총》을 한 번도 결함이 없이 계속 간행해온 사실이다……..”
(논총 제18권 1호 p.7)
현민 선생님의 이 술회는 35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
실, 그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그동안 크고 작은 국제적 또는 국내적 학술회의,
세미나 또는 연구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또 외국학계와의 상호교류도 행하여 왔으며, 또한
* 「국제법학회논총」제33권 제1호(통권 제63호), 1988.6, pp.ⅴ-ⅵ

** 대한국제법학회 제15대 회장(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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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총은 이번 호로써 이미 통권 63호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


니다. 이제 본 학회는 현민 선생님의 생전의 또 다른 말씀 (논총 제26권 1호, p.5)처럼, 그 회원수와 연구
및 활동실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명실 공히 우리나라 학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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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오늘날 경제적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제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하
여, 국제법이 어느 다른 법분야 보다도 앞으로 하여야 할 일들을 제일 많이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학회의 창조적 활동이 요구되는 범위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본 학회가 해결해 가야할 오직 한 가지의 내부적 과제는 우선 본 학회의 보다 더 바
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같은 내부적 과제를
꾸준히 회원제위와 관계기관 및 사회유지의 협조에 의하여 다소나마 풀어갈 때, 본 학회는 국내에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욱 크게 발전해갈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학회는 오늘을 있게 하는데 공적이 크신 故 玄民 선생님을 비롯하여 역대회장단과 직무이
사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제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물심양면으로 본 학회를 도
와주시는 본 학회 고문 東山 윤치영 박사님과 특히 외무부, 문교부, 통일원,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당국
의 제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학회의 연구기금을 위하여 그동안 다액을 찬
조해주신 玄民, 東山, 振庵, 箕堂, 年岩, 玄汀, 上南, 松齋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기념
호를 위하여 휘호를 주신 年岩 양준모 명예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
행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988. 6

대한국제법학회 60년

11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법학술대회 격려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 정 균**

김정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관심 있는 제목이 있어 공부하러 나왔을 뿐인데 조금 전에 갑자기 격려
사를 하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급히 몇 대목을 메모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국제법학회가 지내온 40년 세월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1959년에 이 학회에 가입했으므로
이제 만 35년이 되는 셈입니다. 8.15해방 전 은사이시던 玄民 유진오 박사와 해방 후의 은사이시던 鶴西
박관숙 박사가 큰 업적을 남기시고 서거하신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고 3,40년 국제법 강단을 지켜온 저
희 또래들이 모두 정년이 된 지도 몇 해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는 6·25동란, 4·19, 5·16, 민주화 등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너댓번이나 변했지만 국제법이란 함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늘 “헌법과 조약’(“국
내법과 국제법”)의 이런저런 관계에 마음 써 온 “국제법 계몽시대” 40년 세월을 회고하면 감개무량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수한 후배와 제자들이 어려운 연구 끝에 모두 박사가 되고 교수, 강
사가 된 지도 이미 오래고 또한 학회회원이 200명이 넘게 되었고 활발한 연구발전에 임하는 가용인력이
6,70명에 달하게 된 오늘의 발전상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저간의 학문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젠 R.Zouche나 L.Oppenheim식으로 평시국제법
이니 전시국제법이니 해서 고전적·평면적으로 강론하는 것으로는 크게 부족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새
롭게 조약법; 외교법; 해양법; 우주법; 인권법; 인도법; 국제경제법; 국제기업법; 국제환경법; 군축법
등 세분된 전문분야의 국제법들이 밀물처럼 밀어 닥쳐오고 있어 부지런히 이에 따라붙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도 냉전적이거나 권력정치적인 구조와 형태에서 서서히 벗어나 보다 현실
적이고도 협력적으로 기능하려 애쓰고 있는 작금이어서, 30년전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Legal Studies의 커리큐럼이 이미 그때 오늘처럼 세분되어 있어 어리둥절했고 또 그 무렵 Friedman이
Changing Structure of Int’l Law를 펴서 그저 긴가민가 싶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신변 가까이 느끼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까지 된 40년 세월의 학문적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순탄치만 않은 오늘의 실태를 직시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조약들이라
는 것이 그 개념이나 정의가 아직도 부정확하고 수속절차나 방법과 처리형식이 비구체적이어서 주권국
가들을 주저케 하는 데가 많고 그 많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별적 연구도 완벽치 못해 지적생산물의 교
환에 의한 학문적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부족인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현실문제들을 보아
도 예컨대 해양이나 우주에 관한 것이 몇몇 해양선진국이나 과학선진국의 입김아래 있듯이 경제니 군축
* 「국제법학회논총」제39권 제1호(통권 제75호), 1994.6, pp. 265-266.

**대한국제법학회 제9대 회장(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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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하는 방대한 세계전략도 몇몇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 주도하에 있을 뿐 아니라 UN헌장상의 舊敵


國인 일본이나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론이 한참인데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인권우선이냐
경제개발우선이냐 하는 기초논쟁에 寧日이 없고 때로는 인권규약이나 권리헌장이라는 것이 차라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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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측의 반정부운동 구호로나 쓰여 지고 있는가 하면 전후문제 처리도 안 된 여러 곳에서 소수민족 보호
운동, 민족자결운동 또는 통일운동들이 어쩌다 분파주의나 패권주의 또는 강대국주의의 이용물 또는 역
이용물로 전락,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가 않습니다. 변화기 학문, 오늘을 사는 국제적 실학
의 Paradigm모색이 결코 용이하지만은 않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결국 국제법의 근원적인 논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주권의 절대성
제한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부족과 실행부족이 허다하고 국가의 궁극적 목
적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실천에 있어야 한다는데 대한 철학의 빈곤도 구태의연하고 법지배하의 자유
와 평화를 기해야 한다는 이상의 결핍도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와 국제주의의 대립이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갈등이 아직도 현저한 오늘의 상황이고 보
면, Kant의 국제연맹도 Morgenthau의 세계연방도, Clack-Sohn의 세계법도 아직은 먼 거리에 있다
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큰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나 분단국시대의 국제법은 이제 그만하
고 실용가치가 없는 현학적인 지식이나 쓸모없는 토막지식이 아닌 실질적인 실용국제법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식과 법적문제의식의 조화를 기하고, 모든 쟁점에 재빨리 대응해가는 국제화시대
의 힘이 되는 국제법, 조국통일에 힘이 되는 실학으로서의 국제법을 함께 다지는 40주년기념 학술대회
의 날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되었습니다만 댁내에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도 묵묵히 학회를 이끌어 오시고 40주년기념의 큰 행
사를 주재하시는 회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제 말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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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활동사 회고기
- 본회의 초기상황과 활동*
노 계 현**

1. 초기상황
필자가 본학회의 일을 맡아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9월부터이다. 필자가 대학원 4학기째
등록을 하니 필자의 지도교수인 서석순 박사(당시 본회 총무이사)께서 국제법학회 일을 맡아 볼 의사를
타진한 후 그 자리에서 회장댁에 전화를 걸고 유진오 회장(당시 고려대학교 총장)댁을 찾아가라고 하였
다. 필자는 곧 중구 필동에 있는 유 회장댁을 찾았다.
유 회장은 필자를 접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회라는 곳은 일을 만들어 하면 얼마든지 있고, 월급만
받고 놀면 얼마든지 놀 수도 있는 곳이니, 노아무개가 학회일을 맡아보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한 저금통장을 건네 주셨다.
이 통장을 받아 들고 필자는 학회사무실을 찾았다. 이 당시 본회사무실은 법원구내에 있었다. 법원구
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조건물이 있었고 그 1층은 변호사협회 사무실이고, 2층에 한국법학원(법
학교수·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의 연구·친목단체)이 세들어 있었으며, 세든 법학원안에 1평 가량
의 작은 방에 본회는 다시 세들어 있었다. 이 사무실은 1956년 7월 22일에 외무부에서 나와서 독립하
면서 정한 것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과 걸상만이 달랑 놓여 있고 물론 전화도 없었다.
사무실에서 필자는 조금 전에 회장으로부터 받은 저금통장을 보니 36만원의 잔고가 있었다. 당시 간사
의 수당이 3만원(하숙비가 당시 한 달에 3만원 정도)이었으니 12개월의 수당밖에 되지 않았다.
학회의 재원은 외무부에서 지원하는 50만원과 회원의 극히 일부가 내는 회비가 고작이었다. 회원은 약
200명 정도이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임이사 8인(이 중 3인은 총무, 연구, 출판이사), 이사
36명이었다. 이사 대부분이 법조인, 외무부 인사, 경제인, 언론인들이고 교수는 13명, 그 중에서도 국제
법교수는 박재섭, 박관숙, 이한기, 김기수 교수 등 4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국제법 교수 중 생존해 계시는 분은 박재섭, 서희원 교수이고 대부
분이 그 후에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가 학회일을 보기 시작한 후 첫째 일은 논총 3호 발간이었다. 게재할 논문과 자료를 모아 인쇄소
에 갔다. 인쇄소는 한국은행 뒷마당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은행 부설출판소였다.
학회가 1953년 6월에 발족한 후 논총은 제1권이 1956년 2월에, 제2권은 1957년 2월에 즉 1년에 1회씩
간행되고 있었다. 이것들은 본회 이사로 계신 전예용(당시 한국은행 부총재) 선생의 주선의 결과였고,
* 「국제법학회논총」제46권 제1호(통권 제89호), 2001.4, pp. 305-315.
사, 당시 중국 연변대학교 명예교수.

** 대한국제법학회 제18대 회장(1991),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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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모두 무료로 인쇄·제본까지 해주었다. 이번 3호도 역시 이곳에서 무료로 도와주었고, 모두


267페이지의 면모를 갖춘 옥동자를 성공적으로 탄생시켰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행측에서 한국은행 사정으로 앞으로는 학회논총 출판일을 도와 줄 수 없다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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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아 이로써 지원은 중단되었다.
필자의 두 번째 과제는 회원의 미납회비를 받는 일이다. 미납회원에게 미납액수를 적은 독촉장을 우편
으로 먼저 방송하였다. 이어서 법원 주변의 회원사무실을 직접 찾아 나섰다. 회비 독촉차 나간 결과는 실
망뿐이었다. 그 까닭은 회비미납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회원은 굴지의 수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본인이
학회에 가입신청서를 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회비 낼 생각조차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2. 발전계획 수립과 기금조성
회원의 회비납부 상황도 이러하고 한국은행 인쇄소의 사정도 변한 가운데 학회일을 생각하니 막연하기
만 하고 더구나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만 매월 3만원씩 축낸다는 것은 미안하기 이를 데 없다. 여기에 회장
께서 「...노아무개가 학회일을 보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라」는 말
씀이 필자의 가슴에 자꾸 와 닿았고, 또한 필자가 선친으로부터 배운 명심보감의 한 구절인, 「일은 만들
면 생기고, 일은 안하면 할 일이 없어 진다 - 生事事生 省事事省」이 욕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학회의 발전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골자는 ① 기금조성 목표 5,000만원 ② 논총
매년 4회 발간 ③ 원고료 지불 ④ 연구활동 지원 ⑤ 회원의 해외유학지원이란 것이었다.
이 안을 1958년 3월 21일 이사회에 상정시켰다. 물론 여기는 기금조성을 위한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
것은 유진오 회장(당시 고려대 총장), 장경근 부회장(전 내무부장관, 당시 자유당 강경파 지도자), 홍진
기 부회장(당시 법무부장관) 등 회장단에서 기금조성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다. 이 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사들은 모두 지지했고 회장단 세분은 웃음으로 화답하였다. 이것은 연세가 든 이사들은 체면상
말 못할 형편이고, 학생인 필자는 어리광 섞인 제안이었는데 모두가 수용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필자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을 추진하였다. 회장단 세분을 모시고 목표지로 가서 교섭하는
일인데 저쪽의 시간과 우리 회장단의 시간을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저 쪽에서 와도 좋다는 시간에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는 우리 회장단의 시간이 맞지 않고, 회장단의 시간이 맞으면 저 쪽의 시간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맞춘
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 우리 회장단도 세분이 모두 함께 가야만 가지 혼자 또는 둘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겨내지 못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없으므로 필자는 갖은 노력 끝에 모금
일에 나섰다.
필자는 학생으로서 사회경험도 없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하며 일을 어떻게 풀
어 나가가는가가 궁금하였다. 회장단이 방문하여 대화·교섭하는 동안에 필자는 부속실에 앉아 대기하
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협의하는 자리에 동참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실황을 옮겨 보자.
B단 회장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유 회장이 상대방에게 학회의 취지, 정부에의 정책건의 내용, 신생
독립국가에 있어서 국제법적 과제와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상대방은 이러한 지원에는 입장이 곤란하
다 하면서 정부 감사 때문에 더욱 이러한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 장경근 부회장이 감사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니 B단 회장은 더 거절하지 못하였다. 필
자는 권력이란 것이 힘도 있고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T단을 회장단 세분을 모시고 가서 교섭할 때의 일이다. T단에서는 B단에서 얼마를 지원 했느냐고 하
더니 자기도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쉽게 동의하였다.
또 어느 곳을 방문해서 사장은 분명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였는데 그 다음날 필자가 영수증을 들
고 그 회사 경리과를 찾았더니, 실무자 말이 위에서 5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렸으므로 50만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나는 100만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100만원이 아니면 받아갈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 실무진에서 100만원을 주어 받아 온 적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곧 기금 3,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유 회장은 이 기금을 갖고 필자를 대동하여 문경세멘트회사의 이정림 회장을 찾았다. 유 회장께서는
이 회장에게 3,000만원 수표를 내놓으면서 “이 돈은 대한국제법학회의 기금인데 맡아 관리하면서 이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회를 돕는 의미에서 월 4부씩 계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매월 이 노
군으로 하여금 나의 친필 영수증을 들고 이 회장을 직접 찾게 할 테니 매월 지원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
노 회장도 쾌히 승낙했다. 이 이후로 매월 12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오게 되었다.
1958년 11월 7일 이사회에 지금까지의 모금과정을 설명했고, 이어서 이사회는 학회의 사업내용도 결
의하였다. 곧 ① 논총은 매년 2회 발간 ② 원고료 지불 ③ 매년 3~4회 연구발표회 개최 등이었다.
특히 원고료는 국내 최고액으로 하자고 의논되었다. 당시 여러 곳을 알아보니 최고가 200자 원고지 1
쪽에 50원이었다. 그래서 학회는 1쪽에 그 2배인 100원씩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 회장께서는 기금이 마련된 이상 학회는 법인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지시하므로 동년 12월
26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드리고 본회의 사무실은 1959년 4월 8일에 중구 소공동의 정신빌딩
303호로 이전하여 독립된 생활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의 절대량이 부족하였
으므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전화설치는 황성수이사가 주선하여 3일후에 가설되었는데
그 번호가 22-9605였다. 이 전화는 국만 바뀌었지 지금도 그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되고 보니 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굴지의 학회로 부상하게 되었다.

3. 다시 재정난으로
학회는 회장단의 각자 바쁜 업무관계로 일단 학회기금 3,000만원의 적립에 그쳤으나 그 나름대로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가 일어나자 우리 학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
다. 유진오 회장은 한일회담 수석대표가 되어 일본 동경에 머물러 계시게 되고, 장경근 부회장은 자유당
소속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몸을 피했고, 홍진기 부회장은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다.
이 결과 학회의 기금확대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했고,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어 원조해 줄 사
람도 없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학회는 기금확대에 나섰다. 유진오 회장의 일시 귀국을 틈타서 H재
단의 총수를 방문하여 학회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유 회장께서 학회에 관한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이 H
재단의 총수되는 사람은 외면하고만 있다가 말문을 열었으나 전연 방향이 다르게도 한일회담은 언제
쯤 타결이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였다. 우리는 그가 학회지원에는 전연 생각이 없음을 직감하고 그대
로 물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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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자가 잘 아는 사람이 부속실장으로 있는 Y사에 학회지원을 타진해 보았다. 이 부속실장이 하


는 말이 Y사의 사장이 고려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유진오 회장이 자기 회사에 한번 방문만 해주면 1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유진오 회장과 박관숙 총무이사를 모시고 Y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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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다. 그러자 Y사의 K사장은 즉석에서 100만원 수표를 떼어 우리에게 주었다. 모두 물러 나와 기
쁨의 미소를 지은 사실도 새롭게 기억난다. 1961년에 5·16 사태가 일어나자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
었다.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10일에 긴급통화조치법을 발표하고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바꾸는 화폐개
혁조치를 하였다. 그러고 보니 학회기금은 3,000만원에서 하루아침에 300만원으로 줄었다.
기금액수가 주는 동시에 물가는 날로 치솟고 화폐가치는 줄어들었으니 학회사정은 급격히 어려워지
게 되었다. 사무실 유지도 어려워져서 1965년 2월 14일에 학회는 소공동에서 법원구내에 새 건물을 지
어있던 한국법학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 한국법학원도 사정이 어려웠으나 배재식 이사가
법학원 총무이사 김치선 교수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그 총무이사방을 비우고 우리 학회가 새로 자리잡
게 되었다.

4. 연구활동
가. 논총의 매년 2회 발간
본래 계획은 기금 5,000만원에 논총 매년 4회 발간키로 하였으나 기금이 3,000만원으로 그쳤으니, 논
총은 년 2회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논총 4권부터 1·2호로 나누어 내게 되었다. 제4호는 1958년 9
월 Vol.3, No.2로 발간되어 년 2회 발간된 셈이고, 제5호는 4권 1호라는 이름으로 1959년 3월에, 그리
고 4권 2호는 1959년 9월에 출간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굳어져 버렸는데 앞으로는 다른 세
계적인 학회의 수준으로 년 4회 발간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논총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이 당시의 어느 때는 게재할 논문이 없어 고민한 적도 있고, 더구나 특집을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그러나 그 동안 6권 2호(1961.9)에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문제와 8권 1호
(1963.3)에 통일문제 특집을 낸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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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발표회와 국제법의 보급·강화
지금까지 연구발표회·세미나·국제법강좌 등을 18차례에 걸쳐 행하였다. 앞으로는 국제법을 널리 보
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학회 내에 국제법의 교육 및 보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방법과 실
행에 관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우선 본회는 각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을 찾아가서 국제법 및 국가적 차원의 국제문제를 풀이해 주기로
하였다. 이 실행에는, 연사는 학회에서 파견하고 행사에 따른 제반 비용은 그 대학에서 부담하는 방향으
로 하고, 각 대학에서의 행사 주선은 그 대학에 재직하는 본회 이사가 맡기로 하였다.
그 첫째가 1963년 9월의 전남대학교였다. 연사로는 본회에서 박관숙·장기붕·노계현 교수가 결정되
었다. 이 주선은 전남대학교의 김종수 교수가 하였다. 전남대학교에서 강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니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들이 찾아와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남대학교에서 행한 그대로 내일 강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 일행은 그 요청을 받아 들여 강연을 또 한차례 조선대학교에서 하였다. 그 날
저녁에 조선대학교 주관으로 두 대학교 법대 교수들과 학회 일행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두 법대교수들은 경쟁심도 작용하여 함께 한자리에 앉은 일이 없었으나 오늘 서울 손님 덕분으
로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고들 하였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보람이기도 하였다.
이어 1964년 4월에 고려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박종성·최종기 두 교수였다. 이것은 박재섭·
이윤영 두 교수가 주선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동국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신동욱·강병규 두
교수였다. 주선은 김기수 교수가 하였다.
1964년 5월에는 중앙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이윤영·김찬규 두 교수였다. 주선은 강병규 교
수가 하였다. 같은 달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박관숙·민병기 두 교수였고 주선은 장
기붕·김정균 교수가 했다.
동년 10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김기수·이승헌 교수였고 주선은 이한
기·배재식 교수가 했다. 같은 달에 부산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이한기·신동욱·강상운 교수
였고 주선은 최재훈 교수가 했다.
동년 11월에는 경희대학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서석순·장기붕 교수였고 주선은 김찬규 교수가 했
다. 같은 달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이한기·김정균 교수였고 주선은 박관숙 교수가 하
였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하였는데 연사는 이윤영·박종성 교수였고 주선은 서희원 교수가 하
였다.
가는 대학마다 학생들이 법학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도 모여들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다. 유진오 회장의 회갑기념논문집 발간
필자는 유진오 회장의 회갑이 1966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 2년 전인 1964년부터 회갑논문집 발간에 관
하여 구상하였다. 이때는 학회 사정이 궁핍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의 부담으로 추진하기는 어
려운 시점이었다.
그래서 1964년 초에 필자는 전예용 전부회장을 찾아가 유진오 회장의 회갑과 그 기념논문집 발간문
제와 현 학회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비용문제를 걱정하였더니 전 前부회장은 5월에 그 비용으로 30
만원을 마련해 주었다.
필자는 이 돈을 은행에 2년 만기짜리로 예금하여 학회기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즉시 이사
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어 이사회는 유 회장의 회갑기념논문집 발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
위는 이 기념논문집 간행에 관한 작업에 들어갔다. 1964년 12월과 1965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특위
의 회의를 거쳐 논문집이 출간되었다. 이 논문집은 17명의 집필로 이루어진 520쪽에 이르는 훌륭한 작
품이었다.
위 30만원의 예금은 2년간의 이자를 합쳐 무려 54만원이나 되었다. 출판비로 30만원을 지불하고, 10만
원은 유 회장이 택한 현대화 한 폭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4만원은 학회운영비로 전환하였다.
1966년 5월에 회갑기념잔치가 1,0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유 회장 자택의 넓은 뜰에서 이루
어졌다. 이 기념논문집은 제본이 늦어져서 필자는 500권을짚차에 싣고 조금 늦게 도착하니 이미 잔치
는 진행되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짚차를 마당입구에 세우니 유 회장께서 대문쪽으로 나오셔서 필자에
게 귀속말로 “오늘 천명의 이 손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이 논문집이 더 뜻이 있다”고 하시면서 흐뭇
해하였다. 지금도 유진오 회장의 이 흐뭇한 표정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한다.
라. 국제법 수상규정의 제정
1961년 11월 1일에 학회는 대한국제법학회 수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국제법·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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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교사 및 국제사법 분야의 저작물 중에서 우수한 저작물의 각자에게 주는 그로티우스상과, 본회의


발전 또는 국제관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는 현민상(현민 즉 玄民은 유진오 회장
의 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학회는 1962년 1월 5일에 본회의 前부회장이셨던 전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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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에게 현민상을 수여한 바 있다. 이 규정이 오늘 우리 학회의 수상규정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마. 박재섭·이한기 교수의 논쟁
한국의 국제법 연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풍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한국 국제법학계의 거두인 이
한기 교수와 박재섭 교수의 논쟁이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논쟁은 1963년 3월의 논총인 제9권 1호에서 이한기 교수가 박재섭 교수의 저서인 “국제법에 있어
서의 전쟁의 지위”에 관한 서평에서 시작되었다. 이 서평에 동감하지 못한 박재섭 교수의 “서평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논총인 제9권 2호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박재섭 교수는 이한기 교수의 서평에 대한 답으
로서 조목조목의 해명과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이한기 교수의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의 답에 대한 비평」이라는 제목으로 논총 제10권 1호에
다시 반론이 게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재섭 교수는 논총 제10권 2호에 「“국제법과 전쟁”의 서평의 답
에 대한 비평에 관한 의견」을 다시 게재하였다.
논쟁은 이와 같이 계속되기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편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
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두 교수의 제자되는 분들이 학회에 비공식으로 모여서 의견교환을 하였다.
여기에서의 의견은 대체로 두 교수의 한분은 실정법에 입각한 논리이고, 또 한분은 자연법에 입각한 논
리이기 때문에 논쟁을 거듭해 보아야 개미 쳇바퀴 돌듯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분이 두 번씩 의견을 개진
할 기회를 학회에서는 제공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더 관여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래
서 학회는 여기서 논총에 더 이상 발표할 기회를 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 논쟁은 한국국제법학계의 두 거두의 논쟁이었다는 점과 한국국제법학계의 수준이 높아 졌다는 점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점을 시사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바. 정부에의 정책 건의
정부에서 대한국제법학회의 학문적 권위를 인식하게 되어 정책자문을 구하여 왔다.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본회는 1957년 11월 6일에 UN국제법위원회의 해양에 관한 국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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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바 있고, 1959년 10월 8일에는 외무부가 의뢰한 “해양국제법에 관한 협약”에 관한 학회의 의견을
이한기·박재섭·박관숙 교수가 작성하여 자문한 바 있다.
1960년 8월 30일에는 외무부가 의뢰한 「망명권 초안」에 관하여 학회의 의견을 박관숙·박재섭·정일
영·조순승 교수가 작성하여 자문했다. 1961년 12월 30일에 본회는 외무부와 공동명의로 「주둔군의 지
위와 해양법에 관한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1962년 6월 13일에 외무부로부터 「한미간의 주둔군지위 협정초안」을 작성해달라는 의뢰에 따라 본회
는 박관숙·김기수·박종성·이윤영·장기붕 회원을 외무부정책건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초안을
작성한 후 동년 8월 6일에 외무부에 자문하였다.
사. 대외활동
학회활동이 궤도에 오르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먼
저 학회의 정관을 영문으로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영문초안은 노계현이 작성하고 심의위원장

에 박재섭 교수가 되고 그리고 위원에 김기수·한환진·장기붕·김찬규 이사 등이 위촉되어 이 초안
을 심의하였다.
1964년 5월 16일에 정관의 영문초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를 각국의 국제법학회에 우송하였다.
또 세계 각국의 유사 연구기관과의 자료교환사업도 전개하였다. 학회는 각국의 여러 연구기관에 서신
을 통하여 우리의 희망을 알리면서 자료교환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우리의 이 사업에 동의하여 실제로
자료 교환한 곳은 영·미·불·독·중국 등 5개국 15처였다.
학회는 화란의 Institute of Social Studies와 합의하여, 이 ISS는 매년 1명씩 본회가 추천하는 인사
를 받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1964년도에는 강병규 회원이, 1965년에는 조재관 회원이 그리
고 1966년에는 우재승 회원이 각각 1년 기한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3년 동안 합의대로 양자 간
에 순조로이 이 사업은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화란현지에서 우리 회원 모씨가 ISS측에
반드시 대한국제법학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면서 학회와 관계없는 사람을
추천하였다. ISS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니 이 이후로 우리 학회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아쉬운 한
토막의 기억이다.
아·태지역 국제법 및 국제정치학자 세미나에도 본회인사가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1966년의 Singapore세미나에는 이한기·김명회 회원이 참석했고, 1967년의 Manila세미나에는 노계현·이상운 회원
이 참가했고, 1968년에는 김호곤·한기선 회원이 참석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실시하고 있던 국제법 강좌에 외국의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1960년 3
월 6일의 강좌에는 Homer Angelo 박사를 초청했고, 1962년 4월 25일의 제14차 강좌에는 Douglas H.
Mendel 박사를 초청하였다. 1962년 8월 3일의 제 15차 강좌에는 松下正壽 박사를 초청했고 1964년 1
월 6일의 제20차 강좌에는 Mgres S. McDougal 교수를 초청한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1965년 5월 30
일의 제31차 강좌에는 Samuel A. Gonard 박사를 연사로 초청한 바 있다.

5. 국제법협회 한국지회의 발족
1963년 1월 학회 이사회에서 유진오 회장께서 영국 런던에 국제법협회(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있는데, 역사도 오래이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이므로 우리 학회와의 유대를 맺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양자 간의 유대를 맺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사 중에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이 협회와 관계를 가진 분도 없고 주소를 아는 분도 없었다.
필자는 우선 이 협회의 주소와 정관을 비롯한 관계자료를 입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캐나다지회
의 주소를 알아내었다. 필자는 곧 캐나다지회의 서신을 보내어, 영국 본부의 주소와 캐나다지회의 정관
을 요청했다.
이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해 보니 캐나다는 캐나다국제법학회가 단체회원으로 영국의 국제법협회에 가
입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지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제법협회의 주소를 입수한 후 영국본부에 서신을 직접 보내어 정관을 요청했다. 1964년 2월 24일에
드디어 영국 본부로부터 정관과 가입절차에 관한 자료가 도착되었다.
1964년 3월 4일에 대한국제법학회 이사회에서 우리 학회가 단체회원으로 동 협회에 가입할 것이 아니
라, 지회를 새로 만들어 이 지회가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사회는 이어 새로 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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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면 정관부터 만들어야 하므로 정관작성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 특위에는 위원장 박재섭, 위


원 한환진·김기수·박종성·장기붕·김찬규·노계현 제씨가 위촉되었다.
이어 특위는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정관의 국문초안은 노계현이 작성하고 이를 박종성 교수가 영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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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겼다. 이 안을 놓고 토요일마다 회합하여 심의한 결과 7월초에 초안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1964년 7월 15일에 발기총회를 열고 발족하니 그 임원은 다음과 같다.
President: 유진오(당시 본회 회장)
Vice President : 박재섭(당시 본회 부회장), 이한기(당시 이사)
Secretary : 강상운(당시 학회 총무이사)
Treasurer : 노계현(당시 학회 간사)
Other Officers : 김기수·박관숙·김정규·김찬규(당시 이사)
이어 동년 5월 28일에 이 임원 명단과 이 지회설립에 찬동하는 25명의 신규회원(모두 학회회원) 명단을
런던의 협회본부에 국제법협회 한국지회(The 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라는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발송하였다. 영국본부로부터 회답이 오기를, 국제법협회의 다음 총회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1964년 8월 15일과 23일 사이에 국제법협회 제 51차대회가 동경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한국지회에서
는 박재섭·이한기·신동욱 세 분을 파견시켰고 백도광 회원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의 분위기는, 한국지회의 가입은 별문제가 없었으나 일부에서 명칭문제를 들고 나왔다.
즉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또한 지부를 설립하여 가입을 신청해올 때
를 고려하여 Korean Branch라는 명칭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분단의 현실이 이러한 곳에서도 나타났
던 것이다.
8월 22일의 협회의 전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한국지회에서 파견된 회원들
의 노력이 주효되기도 하여 거수표결의 결과 28대 16으로 우리가 요구한 The 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법협회
한국지회는 단체는 비록 다르나, 활동할 사람이나 업무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임원도 겸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한국지회의 사무실도 대한국제법학회 사무실에 두었고 따라서 간
판도 대한국제법학회의 것과 나란히 내걸었으며 업무도 필자가 함께 관리하였다. 다만 재정문제만 별
로도 다루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초창기 학회의 일을 맡아 본 사람으로 이 당시를 회상해보면 모두 점잖은 분들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어서 학회의 어떠한 일을 처리해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회원간의 친목·우애를 중심으로 처리해
나간 점이 우리 학회의 장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이러한 점을 계승하여 내 몸 불리기나 파벌조성
등의 일은 없도록 해야 앞으로의 학회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13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논총」 간행사
-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논총을 발간하며*
김 영 구**

올해로 우리 대한국제법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60세에 이르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반면, 일반적으로 동서양
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성취로 인식됩니다. 그
러므로 우리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오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치열한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6월, 부산에서 설립된 우리 학회는, 20세기의 격동 속에
서 역경을 감내하고 이제 21세기를 맞아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우뚝 서게 된 우리 대한
민국의 파란만장한 역정을 뒷받침하면서 나름대로 정진하여 오늘을 맞았습니다. 언제인가 玄民 선생께
서 우리 학회를 자평하시는 글에서, “대한국제법학회는 다른 학술단체들처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활동을 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연구회, 강연회,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등 학회로서의 학문적 활
동을 조용하고 꾸준하게 해왔으며 특히 별다른 재정적 지원도 받음이 없이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을
계속해서 간행해 왔다는 것이 대견스럽다.”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하는 이번 학회논총은 통권으로 제95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학회의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및 각 회원 제위들께서 꾸준히 애쓰고 노력한 결실이 아닌 가
생각되며 아주 오래 전에 하신 현민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도 적절한 자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술단체가 단순히 오래 견디었다고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저절로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회 논총은 지금도 어느 모로 보나 높은 수준의 학문적 논구(論究)를 주도해 오고 있
는 것은 확실하나,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어느 만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보아
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논총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에도 아직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학술활동에 대한 그들의 소위 객관적 평가 기준이 반드시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볼 필요
는 없겠지만, 반면 변화해 가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대응이 우리 학회 쪽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
정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법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상생활에서 이제 국제법은 가장
중심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법은 이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물론이고 국내적
* 「국제법학회논총」제48권 제1호(통권 제95호), 2003.4.

** 대한국제법학회 제30대 회장(2003), 대한국제법학회 명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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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나, 또는 어느 특정국가의 한정된 지방에서 다루어지는 법적인 문제에서까지도 점


점 더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관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제법
과 국내법의 구별과 경계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내법적 문제들은 이제 거의 예외 없이 국제법적 차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원의 시각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TU, WTO, ISBA 및 ICC 등 인류가 새롭게 마련한 중
요한 국제법적 제도와 기구들은 지난 두 세기 동안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법은 이제는 대학교
수, 공무원, 배상전문 변호사, 기업의 법률고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적용되고 운영되며,
법규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규범에
관여하게 되는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법적 제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확대된 기능”
을 수행해 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국제법학회의 “확대된 기능”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해가고 발전해 가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규
범을 잠재적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자문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국제법
학회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면한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관련 학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및 법률가 등 국제법 관련 전문가들을 세계적 수준으
로 훈련시키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왕성한 열의로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 격려하며, 중요한 국제법 문제에 대한 획기적 심층 분
석을 유도하는 학술회의를 주도하고, 적절한 workshop이나, training program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재충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역할은 완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에 관련한 당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의 노력을 동원하고,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현출시켜 가장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유도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학자들 간의 노력을 결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학제간의 학문적
연계를 생성하며,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주체들간의 networking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로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개혁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회 운영체제의 재정비입니다. 학회 정관을 우선 개정하여 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3년 임기가 보장되는 편집위원을 뽑아 학회 편집위원회를 발족시켰
습니다. 학회의 표상인 로고(Logo)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학회
활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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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이나 빨리 무언가 가시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논총의 발간에 관해서도,
년 4회 계간지로 발간한다는 목표는 벌써 오래 전부터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논집을 내용 있게 발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0년간 우리 학회가 이룩해온 학문적 기여의 성취를 우리들 자존심의 증거로 삼
고, 회원 여러 분들의 열의와 헌신이 응집된다면, 이러한 희망과 목표들이 결국 잘 이룩될 수 있다고 믿
고 있습니다.
이 학회 논총을 중심으로 꾸준하고 성실한 학문적 노력을 응집시켜 주시고, 물심양면의 기여와 협력으
로 오늘의 우리 학회가 있게 한 선배학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창립 기념호의 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휘호를 주신 象步 이준수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회논총은 오늘까지의 논문 색인집과 학회활동 주요일지를 포함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이 기념논총 발간사업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님의 창립 50주년 기념사
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음을 여기에 밝히며 그 분께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2003년 5월 28일
부산영도에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麗海 金 榮 球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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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 이전 기념 좌담*
- 학회 사무국 운영 회고

일 시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10:00 ~ 12:30

장 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

참석자

노계현 (본회 전 회장, 중국 연변대학교 명예교수)
김찬규 (본회 전 회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이중범 (본회 전 회장,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노명준 (본회 전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정인섭 (본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덕 (본회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섭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국제법학회는 그
간 오랫동안 서소문 삼령빌딩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이번 봄 학회 명
의의 현 사무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학회 역사상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학회의 옛 일도 회고하고 학회의 미래설
계에 관한 고견도 듣고자 전임회장님 네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노계현, 김찬규, 이중범, 노명준 네 분의 전임회장과 저 그리고 이성덕 총무이사입니
다. 우선 초창기에 관한 말씀부터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가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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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회를 설립한 후 맨 처음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노계현

우선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국제법학회 사무실은
외무부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학회 일을 보았던 사람은 외무부의 최운상 사무관,
문철순 사무관 두 분이었습니다. 자연히 그 분들의 사무실이 학회 사무실의 역할을 하
게 되었고, 그 때에 학회 논총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돈 50만환을 해마다 외무
부에서 학회로 원조해 주었고, 그 돈으로 논총을 내고 잡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
음에는 신영철이란 분이 학회 업무를 보았는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있
던 분으로 저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이 파리로 유학을 갈 때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회 일을 본 사람은
최경락이라는 당시 연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나중에 국방대학원 교수로
* 「국제법학회논총」제54권 제2호(통권 제114호), 2009.8, pp. 253-269.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최경락씨가 논총 2권을 내었고, 그 분이 근무하던 중에 사무
실이 외무부 밖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에 서소문 법원단지 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었는데, 2층 목조건물 중 1층을 변호사협회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2층은 한국
법학원에서 사용했습니다. 한국법학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법학자,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들을 묶어서 친목도 도모하고 일도 함께 하라는 차원에서 3천만환을 내려 보내
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 건물 2층에 한국법학원이 세를 들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평수가 꽤 넓어서 도서실과 회의실도 있었습니다. 한국법학원이 세들어 있던 2층에
청소도구들을 넣어두는 1평도 안 되는 작은 창고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를 들어서
출발한 것이 대한국제법학회의 최초의 사무실입니다. 말하자면 한국법학원이 세들어
있던 2층 건물 중에서 작은 방 하나에 또 세를 들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정인섭

말하자면 국제법학회 최초의 독립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였습
니까?

노계현

1956년 아니면 1957년경입니다. 1957년 9월부터 내가 학회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
다. 그 해 여름방학 마치고 올라와보니 지도교수님이 국제법학회 일을 맡겠느냐고 물
으시기에 하겠다고 했더니 유진오 회장 댁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려대 총장
이었던 유진오 선생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현관에 나
를 세워놓고는 통장을 하나 주었습니다. 통장을 주면서 유진오 박사님이 “학회라는
곳은 일을 만들면 일이 얼마든지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월급만 받고 놀 수 있는 자리
이다. 노아무개가 국제법학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업적을 남기도록
노력해 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장을 받고 학회 사무실 위치를 알려줘서 한국
법학원 안에 청소도구가 있던 방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책상 하나에 걸상 하나뿐이
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당시 돈으로 36만환이 있었습니다. 간사 월급이 3만환이었는
데 딱 12개월분 월급 액수였습니다. 그 돈만 다 쓰면 월급도 못 받고 그 다음 해에 외
무부에서 주는 지원금 50만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독립 사무실을 갖게 된 경위입니다.

정인섭

김찬규 선생님께서 학회 일에 관여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김찬규

제가 학회 사무실에 드나든 것은 대학원 시절부터입니다. 그 당시 명동 입구 미도파
백화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고층 빌딩에 학회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조선호텔 건너편
쪽으로 기억합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1959년에 건국대학 전임강
사가 되었으니까 1957년경부터 학회사무실에 드나들었습니다. 학회 사무실이 한국법
학원에 있던 이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계현

당시의 간사는 제가 맡고 있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에 논총은 1년에 한 권씩 출간했는데 3호부터 제가 맡아서 만들기 시
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출판부에서 무료로 책을 출간하도록 출판비를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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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외부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일
을 하겠다 싶어서 기금 5천만환 모금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5천만환이 모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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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는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에 회장은 유진
오 고려대 총장, 부회장은 장경근 전 내무부 장관이면서 자유당의 강경파 보스 국회의
원, 홍진기 법무부장관이 있었고, 나머지는 법조인과 교수인 이사가 모두 13명이었습
니다. 결국에는 기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회장단 세 분이 모두 바
빠서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분의 시간을 맞추어 놓으면 만나려는 상대
방도 바쁜 분들이라 양측의 시간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이라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 분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
다. 그렇게 힘들게 시간 조정을 하고 약속을 잡는 등 노력을 해서 3천만환을 모금했는
데 4.19가 일어나서 모금이 중단되었습니다. 4.19가 일어나서 당시 내무부장관이었
던 홍진기씨는 감옥에 갔고, 장경근씨는 일본에 망명하여 한국에 없었습니다. 유진오
회장님 한 분만 한국에 남아 있었지만 한·일회담 수석대표가 되어서 거의 일본에 나
가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수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도 지
원을 잘 해주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여간 기금이 모였기 때문에 원고료 지불을
위해서 국내 유수 학회의 사정을 알아보니 200자 원고지 1매당 50환씩 주는 곳이 최
고였는데, 우리는 파격적으로 100환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한국제법학회
가 부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반도호
텔 옆에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매월 이사회를 하였습니다. 당시
는 학자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이사회 때마다 중국요리를 한 달
에 한 번씩 먹다보니 교수들도 흡족해하고 국제법학회가 부자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학회 사정이 좋아졌던 그 때에 소공동 정신빌딩 401호로 사무실을 옮겨나갔습니다.
정인섭

한국법학원 건물에서 나와서 소공동 정신빌딩으로 옮긴 때가 몇 년도인가요?

노계현

그게 1958년입니다. 1958년에 법학원 건물에서 나와서 소공동 미도파 백화점 옆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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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빌딩 401호로 옮겨갔습니다. 유진오 선생이 한·일회담 도중에 잠깐 한국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홍진기, 장경근 부회장 두 분은 안계셨지만 5천만환의 기금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진오 선생님을 모시고 기금을 모금하러 다녔습니다. 어떤 기업
체에 유진오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했는데 듣지도 않
고 외면만 하고 있더니 한·일 회담은 언제쯤 타결되느냐고 딴전을 부렸습니다. 더 이
상 이야기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진오 선생과 같은 거물이 가서 이야기해도
경제인들이 학회에 지원을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가 풍한산업
이라는 회사의 사장 비서로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학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기금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더니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장님 말
씀이 유진오 총장님이 우리 회사에 한번 오시면 100만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 분 성함이 김영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진오 회장님과 박관숙 총
무이사를 모시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100만환짜리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김영구

라는 분은 고려대 출신이었는데 자기 출신 대학의 총장님이 오시면 100만환을 기부하
겠다고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100만환을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그게 기금 모금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 1961년에 5.16이 발발했고, 1962년에는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화폐개혁을 하니 학회기금 3천만환이 3백만원으로 절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화폐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물가는 자꾸 올라서 그 3백만원이 예전 3백만환 어치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유지가 또 다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배재식 교
수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법학원 총무부장이었던 김치선 교수가 배재
식 교수와는 서울법대 동료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배재식 교수가 김치선 교수에게 “한
국법학원 원장이 매일 나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원장실 가서 일하고 총무부장실을 내
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치선 교수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배재식 교수의 요
청을 수락해주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공법학회,
민사법학회 등 모두 7개의 법학회가 있었는데, 모든 학회가 한국법학원 산하에 있었
습니다. 그런데 국제법학회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한국법학원 산하에 들어가지 않
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치선 교수가 조건을 내건 것이 총무부장 사무실을 내어
줄테니 국제법학회도 법학원 산하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재식 교수가 뭐라
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이사회도 아니고 학회 임원 몇 사람 모인 자
리에서 배재식 교수가 하는 말이 실제로 법학원 산하로 들어가지는 말고, 법학원이 대
한국제법학회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대처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국제법학회가 법학원 내의 총무부장실을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2년도였는데 한국법학원이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
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법학원이 변호사회관 2층에 세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소
문 법원단지 내에 법학원 독립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학원 독립건물
에 있는 총무부장실을 대한국제법학회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찬규

당시 국제법학회 총무이사로 서석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대 교수였는데 미
국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해서 국제법에 관한
번역서도 내셨습니다. 누스바움이나 한스켈젠의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분이 총무
이사를 했고, 그 분 제자인 국방대 교수였던 최경락씨가 총무로 일을 보았습니다. 최
경락씨에게서 국제법학회지 창간호와 2호를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회 사무
실이 법학원 내에 있다가 나와서 양준모 선생의 건물인 삼령빌딩으로 옮겼습니다. 그
건물에서도 처음에는 7층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금이 없어서 더 작은 방이 있는 5
층으로 이사하였고 이번에 이 건물로 온 것입니다.

정인엽

한국법학원에서 나와서 삼령빌딩으로 들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노계현

1965년경을 전후하여 삼령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규찬

그 때 전후로 학회에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것이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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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양준모 선생이 임대료 월세는 받지 않고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을 사용하
라고 하였습니다.

김규찬

그러다가 양준모 선생이 아프신 이후에는 사모님께서 정당한 월세를 내라고 해서 그
때부터 월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명준

그 일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몇 분 회장님들을 모실 때는 교
수가 아니더라도 학회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모셨는데, 이 분들
이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배재식 교수님이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 학회의 회장직은 교수가 맡아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있으니 앞으로는 국제법 교수가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
셨습니다. 사실 양준모 선생은 회장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배재식 선생이 회원
들에게 교수가 회장을 하게 하자고 도모해서, 배재식 선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양준
모 선생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자 양준모 선생이 총회 석상에서 상
당히 격한 어조로 삼령빌딩에서 나가달라고 학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회원들
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당시 총무이사였던 장효상 교수가 해결사로 나섰습니
다. 양준모 선생을 찾아가 상당히 죄송한데 갈 데가 없으니 좀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
을 했더니 상당히 주저하시다가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삼령빌딩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유
상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종범

그 당시 정기총회도 아니고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회장선거 투표를 했는데 양준모
선생이 10표, 배재식 교수가 11표를 얻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배재식 교수가 회장으
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준모 선생이 속상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저도 양준모 선생 사무실에 찾아가서 학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부탁을 한 기억이 있
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노계현

그 부분에 대해 배경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진오 선생이 초대부터 15년간 회장
을 하시고, 전예용 선생이 3년, 양준모 선생이 3년을 하셨습니다. 양준모 선생이 회장
이 되시고 처음 1, 2년 동안에는 한 50만원 정도만 기부하고 3년째부터 돈을 좀 더 내
겠다고 저에게 이야기 하신 바가 있습니다. 회장직을 좀 더 하면 학회에 재정적 기여
를 하겠다는 각오를 저한테 이야기 했었는데, 임시총회에서 학회 회장은 교수가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되자 양준모 선생이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
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이성덕

그것이 1980년대 인가요?

노계현

그 일은 제가 학회 일을 그만 둔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여러 가지 어
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니 저보고 양준모 선생을 방문해서 잘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양준모 선생과 저는 특별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양준모 선생을 찾아
가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못이기는 듯 승낙해서 작은 방으로 옮기고 월세를 내기 시
작한 것입니다.
김찬규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옮겼는데, 7층에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있었고 5층으로 내려
가면서 유상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낸 것은 아니었는데,
양준모 선생이 건강이 악화되시고, 부인께서 주로 관리를 하시면서 정당한 돈을 내라
고 해서 그 때부터 제대로 월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인섭

양준모 선생이 사무실을 5층으로 옮기라고 할 때 노명준 선생님께서 직무이사를 맡
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명준

그 때 백충현 교수가 출판이사, 내가 연구이사, 장효상 교수가 총무이사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정인섭

삼령빌딩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하셨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명준

학회에서 그런 요청을 하자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은행이나 산하기관이 많은데 국제
법학회만 공간을 줄 수는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하기
관들도 많은데 국제법학회에만 공간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당했
습니다.

정인섭

이중범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학회 일에 관여하게 되셨는지요?

이중범

나는 좀 늦게 1964년경에 노계현 선생이 간사를 하실 적에 찾아가서 알게 되었습
니다.

노계현

내가 학회 일을 맡았을 때 현재 생존한 국제법학자 중에는 당시 최재훈 선생만 학회
원이었고, 다른 분들은 전부 내가 간사를 맡게 된 이후에 가입했습니다.

정인섭

그 당시에 학회원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노계현

당시 회원은 법조계 인사가 더 많았습니다. 이한기, 박재섭, 박관숙 선생은 창립멤
버이지만, 현재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국제법 전공자로 내가 학회 일을 보기 이전에
가입한 분은 최재훈 선생 한 분이었습니다.

이중범

제가 학회에서 직무이사를 몇 번 맡게 되었는데, 처음 1977년에 출판이사를 했습니
다. 당시 김찬규 교수님이 부회장이셨고, 노계현 선생이 총무이사였습니다. 회장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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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받으면서 이월금은 고사하고 빚만 70만원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한기 교수님 회갑
기념논문집 출판비만 해도 7-80만원이 드는데, 빚만 넘어와서 출판이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교부 이대순 고등교육국장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학회 사정이 이러하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최소한 100만
원은 필요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100만원 특별 연구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
습니다. 이대순 국장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100만원을 지원하느냐고 전혀 말도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호소할 곳은 그 곳뿐이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난 이한기 교수
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한기 선생 회갑논문집은 포기해야겠
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그냥 가면 어쩌
냐고 잠깐 앉으라고 하더니 담당 과장이었던 이남영씨를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과장이 들어오자마자 국장 얼굴 한번, 내 얼굴 한번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데 이 국장
은 불러놓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 과장 큰 일 났는데. 높은데서 특별 연구비 100
만원 지원명령이 떨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이 또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 국장 얼굴 한 번 쳐다보더니, “지금은 곤란한데요. 사흘 말미를 주
시면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국장이 이 과장을 내
보내고 사흘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사흘 후에 갔더니 100만원을 특별연구비로 지
원해주겠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100만원으로 이한기 선생님 회갑기념
논문집을 해드렸고, 내자호텔에서 증정식을 하면서 이대순 국장에게 학회명의로 감
사패를 해드렸습니다. 그 때 내가 전예용 선생에게 좀 섭섭했던 것은 보고를 해도 회
장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방법도 제시하지 않아서 결국 제가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추진해야했던 점입니다.
노계현

이한기 선생 회갑 논문집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진오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출판도
이야기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나는 유진오 선생 회갑 3년 전에 기념논문집 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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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예용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3년 후에는 유진오 회장님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대로 넘길 수는 없어 논문집을 해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
마면 되겠느냐 하면서 30만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30만원을 받아 와서 은행에 예
금을 했습니다. 3년 기한으로 장기저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논문도 17편을
게재해서 출판비만 3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0만원은 그림을 사드리고 나머지 16
만원 정도는 학회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진오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을
해드렸습니다. 회갑 잔치를 필동의 천평 되는 자택에서 했는데 대략 천명 정도가 모
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 시간에 맞추어 출판이 될까 말까 초조해하다가 제 시간
에 책이 제작되어, 지프차에 책 500권을 싣고 댁으로 갔습니다. 역사학하시던 이병도
선생이 회갑연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지프차가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니
까 유진오 선생이 대문까지 쫓아 오셔서 귓속말로 “여기 오신 손님 천명도 소중하지
만 기념 논문집이 더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던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

다. 국제법학회에서 회장직을 지내신 선생님들의 회갑 또는 정년 기념 논문집을 내드
리는 관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중범

이한기 선생님 회갑 때는 전예용 선생이 사회적으로 관직을 내놓으셨던 때라 적극적
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인섭

학회 사무실이 한국법학원에서 삼령빌딩으로 옮겨간 후 근 20년 동안 있었던 셈입니
다. 금년에 이 사무실을 구입할 때 2억원 남짓 들었습니다. 학회 기금이 2억 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사무실 구입비, 등기비용 외에 기타 사무집기 구입 등 이전비용으로
거의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2억 2천만원이라는 기금의 출발점 중에 하나는 전임 회
장님들이 정년을 하시면서 출연하셨던 연구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연구기금을
모았다가 그 이자로 학회 학술상 연구비로 주었습니다. 저는 2억 2천만원이 모두 그
런 학술연구기금에서 출발한 것인 줄 알았는데 80년대 학회 서류를 뒤져보니 기금의
종류가 연구기금 이외에도 운영기금과 학회기금 두 가지 기금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데 언제부터인가 통장을 다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2억 2천만원의
원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기금 이외의 나머지 기금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논총 영인본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을 선배들의 노고가 담긴 것이라고 해서 학
회기금으로 적립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구기금은 누가 냈는지 기록이 있는데,
나머지 종류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김찬규

학회 운영비나 경상비가 없어서 상금은 안주고 상장만 준 때도 있었습니다. 현민상
을 탔던 것이 아마 제가 1호였는데 상장만 받고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일
조각 출판사의 한만년 사장에게도 조금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학회 운영
을 하고 그랬습니다.

노계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금모금 계획에 따라서 3천만환을 모았는데 화폐개혁으로 3
백만원이 되었지만 당시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학술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당상, 현민상 등은 기금을 낸 금액의 이자로 상금을 지급
했는데, 기금의 액수에 따라서 이자가 달랐기 때문에 상금액도 달랐습니다. 유진오 선
생이 기금으로 100만원을 내놨는데, 세월이 흐르니 액수가 적어서 활용가치가 없어졌
습니다. 다른 분들은 2년이나 3년마다 학술상금이 나가는데 유진오 선생은 상금이 나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오 선생의 사위이자 일조각 사장인 한만년
씨를 찾아가서 대한국제법학회하면 모두 유진오 선생을 떠올리고 그러는데 유진오 선
생 기금이 100만원으로 묶여서 상금이 한 번도 못나가서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
자 한만년씨가 “날 잘 찾아왔다. 유진오 선생 사위는 박동진 전 외무부 장관도 있고,
아들도 연대 건축학과 교수이지만 거기 찾아가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니 날 잘 찾아
왔다”고 하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한만년씨가 자신의 부친인 월송이라는 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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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연구기금을 모아 놓은 게 있는데 상금으로 매년 200만원씩 주고 있다고 알려주
었습니다. 한만년씨 말이 “이 연구기금은 신청하는 제도도 없고 그저 몇명이 앉아서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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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학금 중에서 현민 장학금으로 매년 학회에 200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를 선정했는지는 관여하지 않겠고 학회에서 수상자를 정해서 연락만 해주면 200만원
주겠다”고 하면서, 옆방의 젊은이를 불러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고는 “현민상 200
만원을 계속해서 연구비로 주기로 했으니 너도 이 뜻을 알고 내가 없더라도 너도 계속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2003년 해양대 김영구 교수가 회장 맡았을 때 이야
기 해주고 일조각에 찾아가서 인사도 새로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인섭

금년에도 직무이사진이 일조각을 방문했습니다. 한만년 선생은 3년 전에 돌아가셨
고, 자부께서 일조각을 맡고 있습니다. 아들인 서울대 한경구 교수께서도 아버님께서
현민상을 계속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성덕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금을 출연하신 분 중에 구자경 선생님이 1985
년 당시 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셨습니다. 당시 돈으로는 상당한 거액을 출연하셨
는데요. 단일 기금으로는 최고 액수였습니다. 구자경 선생과 학회와 어떤 관계가 있
었던 것인가요?

노계현

최재훈 교수와 구자경 회장이 국민학교 동기였습니다. 최재훈 선생이 회장직을 지
내고 난 다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마련한 금액입니다.

정인섭

구자경 선생 기부금도 연구기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은 학회 사무실을 구입하고
이전하면서 과거에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현창하려고 했는데 연구
기금 이외에는 출연자와 액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노명준 선생
님께서는 연구기금과 관련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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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준

제가 회장할 때는 개별적으로 연구기금을 출연한 분이 없었습니다.

정인섭

최근에는 연구기금을 내신 분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이사회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만, 학회 사무실 구입으로 연구기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학회의 학술상으로는 현민
상 1종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계현

예전에 한만년씨가 “상이란 것은 희귀성이 있어야 상이니까, 상금은 쪼개지 말고 한
사람에게만 현민상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회장이 현
민상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한만년씨의 뜻을 이야기 해줬더니
자신이 한만년씨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정인섭

과거에는 일조각 지원금과 연구기금 이자에서 매년 3명씩 학회 학술상을 수여하였

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통해 현민상만을 1명에게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회에 기여했던 분들에게 공로상을 1년에 한 분씩 드리기로 하
였습니다.
노계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상 규정이 만들어진 처음에는 학술상과 공로상 2개로 출발하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술상은 김찬규 교수가 받고 공로상은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찬규

앞으로 학술상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신청한 사람만 심사합니까 아니면 위
원회에서 조사를 합니까?

정인섭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대강의 원칙만 정해놓았습니다. 매년 가을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년간의 모든 국제법 관련 업적을 다 파
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논총에 게재된 논문 이외의 논문이나 저작에 대하여는 추천
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성덕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학회운영 하시면서 특히 국제법 중에서 관심
이 있었던 테마라든가 주제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들은 어떠한 것들인지요?

노계현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일본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라인에 관한 학회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학회 의견을 외무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19가 나서
장경근씨가 일본으로 망명가자 외무부에서 비호권과 관련한 의견을 학회에 요청해서
학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한기, 박재섭,
박관숙 세 분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학회의 의견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의견이 하나로 조율이 안 되서 결국 세 가지 의견을 동시에 외무부에 준 적이 있
습니다. 또 한 예로서는 당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을 체
결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그 때 외무부에서 행정협정을 어떻게 체결하면 좋겠느냐고
학회에 의견을 물어 와서, 학회에서는 이윤영, 장기붕 선생 등 7인에게 위촉해서 행정
협정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중범

장경근씨는 어떻게 해서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노계현

한국이 독립국가가 되니까 국제법이 새 학문으로 한국사회에 대두되어 모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법조인들도 국제법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학회에 들어왔고, 경제
인들도 국제사회에 눈을 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김진형 한국은행 총재도 학
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중범

전예용씨는 독립 초기에 외무부 방교국장을 했기 때문에 학회 조직 초기부터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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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제가 장경근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분이 장서를 단국대학 도서관
에 기증했는데 그 도서목록을 봤더니 뜻밖에도 Oppenheim의 국제법 책 원본 2권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소장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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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습니다.
김찬규

1953년 부산에서 유진오 선생을 중심으로 학회를 조직했는데 그 당시 정계, 재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학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힘이 있거
나 재계에서 능력 있는 인사들이 학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노계현

또 국제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유진오 선생이 회
장이 된 것은 당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법 강의를 최초로 한 분이기 때문
에 유진오 선생을 국제법학회의 회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범 교
수님이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그 이전에 강단에 선 분이 있기는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진오 선생이 최초라고 알고 있어서 유진오 선생을 회장으로 추대하였
습니다.

이중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편지
를 일본의 미야자키 교수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치영 선생한테 찾아가니까 그 분
말씀이 보성전문학교에서 주정균이라는 분이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등사판 프린
트물을 교재로 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었던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로의 고
서점에 여러 번 갔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국제법 교과서의 효시인데 원본
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인섭

그런데 광복 후에는 누가 첫 번째로 국제법 강의를 하셨는지요? 경성법전 교수를 역
임하셨던 박관숙 선생께서 그 때부터 국제법을 강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949년에
박관숙 선생의 국제법요론이 출간되었습니다. 금년은 이 책의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학회의 실정상 195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대한국제법학회 60년

가졌던 학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회의 회장 연구실이 학회 사무실이 되
는데 그러다 보니 학회기록들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
는 다행스럽게도 근 50년 이상 학회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옛날 기록
이나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소문동 사무실에서는 방도 비좁고 어
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리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것들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 기록들을 관심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정
리해야 하는데 학회 사무실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게 좋을지가 숙제입니다.
노계현

한 가지 방안으로 회장은 매년 바뀌는데 연속성이 없으면 기억도 없어지고 기록도
단절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만들어주면 기록이나 기억 등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범

사무국장이 계속 근무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회 여건상 힘들면 사무직원
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회장 임기를 2-3년 하도록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인섭

장시간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학회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지요.

김찬규

개인적으로 논총을 1년에 4권씩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총에 논문을 게
재하려면 게재비를 내야 하는데,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게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
문에 게재료를 면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중범

요즘 대학에서 갈수록 영어강의를 늘리는 추세이고, 일본에서도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편집자 주: 원래의 학술지 명칭은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였으나, 2008년도에 ‘Japanese Yearbook’으로 변경됨)가 영문으로
발간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명준

제가 회장할 때 차기회장 제도를 도입해서 차기회장도 직무이사회에 참여해서 학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차기회장은 회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별로 참여
를 안했습니다. 차기회장 제도를 둔 의의가 잘 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규

다른 국제법 모임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는 시사적인 문제를 잘 선택해서 다루고 있
는데, 국제법학회는 그런 면에서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
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작은 세미나라도 해가지고 신문에도 게재하고 정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통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법학회가 너무 이론적인
측면에만 편재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서 국제적인 문제나 시사적인 문제가 일
어났을 때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도 하고 사회적인
공감도 얻어서 정부에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계현

정부측에서 학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외교부 자
체가 국제법학회를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제회의에
나갈 때 학자를 데려가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외교부에 가면 자체 직원 중에 박
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아져서 학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들을 교수들이 잘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 일각에

노명준

서는 맨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만 하는 교수들에게 도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총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어로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학자들을 만나보면 매번 한국 학자들도 영어로 글을 써야한다고 충고를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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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한국어로만 논문을 써서 한국 학자들의 수준이나 관심을
알 수 없으니 한국을 알리는 방법은 논총에서 영어로 된 논문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



가, 영어로 논문을 쓰라고 충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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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학회 사무실 마련을 기념하여 마련한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 주
신 말씀들은 학회의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더운 날씨에 학회 사무실까지 왕림하시고 장시간 대담을 나누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대한국제법학회 60년

II.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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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의 창립 순간부터 현재까지 생생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국제법학회의 60년을 정리하였습니다.

연구

학술회의

국제협력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법 보급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대한국제법학회 역대 임원진

●

연구

01
학술상 및 연구기금
1. 소개
대한국제법학회는 1961년 11월 1일 “대한국제법학회수상규정”을 제정하여 「그로티우스상」과 「현민상」
을 제정하였다. 「그로티우스상」은 국제법·국제정치학·외교사 및 국제사법에 관한 학술연구저작물중
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저작물의 저자 1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며, 「현민상」은 본회의 발전 또는 국
제관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1인을 선정하여 수여하였다. 수상 심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
며, 총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동 수상규정에 따라 대한국제법학회에서는 1962년 전예용 씨에게
현민상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민상과 그로티우상 시상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1970년대에는 국내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본 학회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회장 유진오 박사와 전
예용 박사가 솔선수범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연구기금을 학회에 기탁, ‘연구비 지급규정’**에 의해 그 이
자수입 중에서 연간 1명씩 선정하여 1981년까지 ‘현민연구비’와 ‘진암연구비’를 수여하여 왔었다.

* 1961년 대한국제법학회수상규정 (「국제법학회논총」, 제6권 제2호(통권 제10호), 1961.10, p. 153)
제1조 본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가 수여하는 상은 이를 「그로티우스」상 및 현민상이라 칭한다.
제3조 「그로티우스」상은 국제법·국제정치학·외교사 및 국제사법에 관한 학술연구저작물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저작물
의 작자에게 수여된다.
제4조 현민상은 본회의 발전 또는 국제관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된다.
제5조 수상은 각 부문에서 매년 1인을 넘지 못한다.
제6조 당해연도에 수상해당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은 수여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상의 심의는 본회 이사회가 행하고 이를 본회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본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회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행한다.
[부칙] 본규정은 단기 4294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1970년 대한국제법학회 연구비 지급규정
제1조 본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에 기부된 기금에 의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연구비는 기금을 기부한 인사가 정하는 성명, 아호, 기타 호칭 등을 관(冠)하여 각각 이를 지급한다.
제3조 본 연구비는 회원으로써 본회에 다년 간 기여하고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본 연구비 지급에 관한 심의는 본회 이사회가 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2. 유진오박사가 기부한 ‘현민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3. 전예용박사가 기부한 ‘진암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146
147

1980년대에 들어서 東山 윤치영, 箕堂 이한기, 年岩 양준모, 玄汀 최재훈, 上南 구자경, 松齋 서재필


(서희원 선생 기탁), 南爲 장기붕, 古河 한형건 선생 등이 연구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급작스레 타계하신
홍성화 선생은 유족이 연구기금을 기탁하였다. 연구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뜻을 기려 기탁자의 아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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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명을 붙인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2003년도 부터는 학술상의 명칭으로 지속하였다.
이후 학회의 운영 및 사무국 구입 등으로 인한 재정적 상황변화와 대외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
존의 학술상은 2009년 2월 13일 개정된 ‘수상규정’에 의거하여 ‘현민국제법학술상’과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2종으로 통합하여 수여하고 있다. ‘현민국제법학술상’은 매년 유족측이 현민 선생의 뜻을 기려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2. 연구기금 기탁자
<기탁자>

<기탁원금>

玄民 兪鎭午 선생

2,000,000원

振庵 全禮鎔 선생

5,500,000원

東山 尹致暎 선생

1,500,000원

箕堂 李漢基 선생

1,000,000원

年岩 梁俊模 선생

4,000,000원

玄汀 崔在勳 선생

2,000,000원

上南 具滋暻 선생

10,000,000원

松齋 徐載弻 선생

4,000,000원

南爲 張基鵬 선생

2,000,000원

古河 韓亨建 선생

2,000,000원

洪性化 선생

3,000,000원

계

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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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학술상 수상자
玄民

振庵

東山

箕堂

年岩

玄汀

上南

硏究費

硏究費

硏究費

硏究費

硏究費

硏究費

硏究費

1971

박재섭

박관숙

1972

이한기

양준모

3

1973

최문경

김수만

4

1974

김정균

배재식

5

1975

이윤영

서희원

6

1976

박종성

최재훈

7

1977

김종수

장기붕

8

1978

김찬규

노계현

김용권

윤익수

回

年度

1
2

9

1979

정운장

한형건

10

1980

우재승

이병조

11

1981

김문달

김득주

12

1982

이중범

지정일

김명기

노명준

홍성화

13

1983

장효상

백충현

백봉흠

류병화

최은범

14

1984

최완식

김성훈

박치영

박춘호

하재환

15

1985

정일영

김정건

정용태

강영훈

김영구

1986년~1992년 학술상 시상 제도 미시행
玄民

振庵

東山

箕堂

年岩

玄汀

上南

松宰

古河

洪性化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學術償

回

年度

16

1993

김찬규

17

1994

박춘호

18

1995

노계현

19

1996

김명기

20

1997

김영구

21

1998

김정건

22

1999

장효상

23

2000

이장희

24

2001

오병선

25

2002

장명봉

26

2003

유병화

27

2004

최승환

28

2005

최태현

29

2006

김석현

30

2007

이재곤

31

2008

박배근

이병조

지정일

김득주

박치영
정용태

최은범

이중범
윤익수

노명준

백충현
하재환

백봉흠
김성순

이영준

강영훈

여영무

김려생

이상면
전순신
김대순

김부찬

이석용

박기갑

제성호

김병렬
성재호
최종화
김채형

장 신

박노형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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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年度

玄民國際法學術償

32

2009

신용호

33

2011

서철원

34

2012

정인섭

35

2013

김석현

4. 역대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수상자
年度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2009

수상자 없음

2010

김찬규

2011

김명기

2012

수상자 없음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1953~
1969

●

학술회의

01
창립 ~ 1960년대

국제법강연회

1954.7.10

한국제법학회의 임무 •유진오 회장
제네바회담 현지보고 •이수영 대사
진해회담 현지보고 •황성수 부회장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 •서석순 박사

국제법연구토론회

1955.1.22

유엔헌장에 관한 제문제 •서석순 박사

국제법강연회

1956.10.5

평화선과 최근 국제어업조약의 동향 •지철근 이사
제2차 대전 후에 맺어진 평화조약의 성격 •신기석 이사

한표욱 공사 초청 강연회

1958.8.31

한국의 국제법적 당면문제 •한표욱 공사

국제법강연회

1958.12.13

일본의 재한재산에 대한 청구권 •박관숙 교수
한국 섭외사법에 대한 일고찰 •김진 박사

장경근 이사, 한일회담 귀국보고회

1958.12.26

한일회담 귀국보고

한일회담대표단 및 전문위원

1959.2.4

한일회담 귀국보고

1959.2.4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회의 참석보고 •신동욱 이사

초청좌담회

국제회의 참석보고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회의 참석보고 •엄민영 교수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회의 참석보고 •황성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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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5.2

재일교포 북송반대의 법적논거 •유진오 회장

국제회의 참석보고

1959.5.25

한일회담의 보고 •장경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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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의 보고 •김윤근 대표
한일회담의 보고 •지철근 대표

한일회담대표 초청좌담회

1959.9.25

Dr. Homer Angelo 초청좌담회

1960.3.6

International Relations. •Dr. Homer Angelo

국제법연구발표회

1960.8.30

UN국제법위원회의 「망명권초안에」대하여 •박관숙 이사
UN국제법위원회의 「망명권초안에」대하여 •박재섭 이사
UN국제법위원회의 「망명권초안에」대하여 •정일영 이사
UN국제법위원회의 「망명권초안에」대하여 •조승순 교수

국제법좌담회

1960.12.1

한일회담 보고 •유진오 회장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전예용 부회장

국제법강연회

1961.3.30

한미군사협정에 관한 일고찰 •강병규 이사

국제법공개강좌

1961.4.29

The Behavioral Science Revolution in Int’l Relations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Research •Glenn Paige
한미군사조약에 관한 연구 •강병규 이사

국제법 강좌

1961.12.16

영해의 범위결정에 관한 시론 •박종성 박사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의 기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해석 및 정책 •김찬규 이사
평화선과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 •김수만 이사
6.25동란 이후 지금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시설
및 건물에 관한 보상문제 •김효영 교수

1

1962년 12월 대한국제법학회 창립10주년 기념 국제법강좌

국제법 강좌

1961.12.16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지 10년이 넘는 현재까지 미군의
지위에 관한 무협정상태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점
•이윤영 이사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대지위협정의 관계 및 출입국에
관한 규정의 비교검토 •장기붕 이사
군인·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
을 어느 정도 면제해 줄 것인가 •한환진 이사
군인·군속 및 그 가족등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방법 •김기수 이사

한일회담 대표 초청 좌담회

1962.1.5

한일회담 진행상황 한일회담대표단

1962년 4월 국제법강좌

1962.4.25

Free World Problems Struggle against Communism
•Dr. Douglas H.Mendel

1962년 8월 국제법강좌

1962.8.3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하여 •松下正壽 총장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2.8.4

형사재판권에 관한 문제 •이윤영 이사
토지시설 및 용도에 관한 문제 •장기붕 이사
민사관할권에 관한 문제 •김기수 이사
관세·출입국에 관한 문제 •박종성 이사
기타쟁점에 관한 문제 •박관숙 이사

국제법강연회

1962년 12월 대한국제법학회
1

창립10주년 기념 국제법강좌

1961.3.30

한미군사협정에 관한 일고찰 •강병규 이사

1962.12.3/

미국의 대쿠바봉쇄의 국제법상 의의 •최운상 박사

12.5/12.8

Recent Trends of Foreign Policy in USSR
•W.L. Strauss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최종기 이사

1963년 6월 국제법강좌

1963.6.12

평화선 및 어업권에 관하여 •김기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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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창립 10주년 기념 연구발표회

1963.6.29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 •신동욱 교수

1963년 9월 국제법강좌

1963.9.27

한일회담의 문제점 •김기수 이사
한미행정협정 체결의 문제점 •박관숙 이사
국제이혼해결책에 관하여 •김진 이사

1964년 1월 국제법강좌

1964.1.6

International Law in a Changing World
•Dr.Myres S. McDougle

1964년 4월 국제법강좌

1964.4.10

후진국의 국제법 특징 •박종성 이사
후진국에 대한 원조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최종기 이사

1964년 4월 국제법강좌

1964.4.29

독도영유에 관한 연구 •신동욱 교수
미국의 극동정책 비판 •강병규 교수

1964년 5월 국제법강좌

1964.5.12

국제법연구에 있어서의 새조류 •이윤영 교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와 평화 •김찬규 교수

1964년 5월 국제법강좌

1964.5.21

한미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제문제 •박관숙 교수
일본의 대한정책 •민병기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1964년 10월 국제법강좌

1964.10.20

독도 영유권문제 •김기수 교수
국제법의 진화와 세계연방운동 •이승헌 교수

1964년 10월 국제법강좌

1964.10.20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문제 •이한기 이사
평화공조의 법적전망 •신동욱 이사
중국-인도 국경분쟁 •강주진 이사

1964년 11월 국제법강좌

1964.11.19

국제정치의 새방향 •서석순 이사
국제연합군을 논함 •장기붕 이사

1964년 11월 국제법강좌

1964.11.25

국제사법재판소에 있어서의 강제관할권 •이한기 이사
국가결합의 형태 •김정균 이사

1965년 4월 국제법강좌

1965.4.7

Political Warfare Education •Thomas J. Dodd

1965년 4월 국제법강좌

1965.4.24

화란유학귀국보고 •강병규 이사

1965년 5월 국제법강좌

1965.5.30

ICRC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r. Samuel A. Gonard

1965년 6월 국제법강좌

1965.6.9

세계정부의 기초이론 •김종수 이사
서구결합의 현황 •강병규 이사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배재식 이사

1965년 11월 국제법강좌

1965.11.8

World Affairs Centre의 기능 및 현황 •Dr. Ivan Stone

1966년 6월 국제법강좌

1966.6.25

독도영유에 관한 문제 •이한기 이사
제네바 조약에 관한 문제 •김동휘 조약과장

1966년 10월 국제법강좌

1966.10.1

하버드대학의 국제법학 연구경향 •김정균 이사
比國아세아국제문제연구소 제1차 세미나 참석보고
•최종기 이사
화란 사회과학연구소 및 헤이그 국제법연구소 참석보고
•김찬규 이사

1966년 11월 국제법강좌

1966.11.23

International Law and the New Nations
•Dr. Leo Gross

1967년 4월 국제법강좌

1967.4.15

홍콩국제법회의의 연혁과 성격에 관하여 •김명회 이사
홍콩국제법회의에서의 토의 내용에 관하여 •이한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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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5.20

(1967년 5월 국제법강좌)

1967년 7월 국제법강좌

1.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2. 在 화태(樺太)* 교포 법적구제 문제

1967.7.29

영공에 대한 국가주권 •박관숙 이사
국제재판에 있어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연구
•우재승 교수

1967년 7월 국제법강좌

1967.7.31

The New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Dr. J. J. G. Syatauw

1967년 11월 국제법강좌

1967.11.27

한미행정협정에 관하여 •박관숙 이사
외국인의 재산소유의 제한에 관하여 •장기붕 이사

(전남대학교)

간도귀속문제 •노계현 이사

1967년 11월 국제법강좌

1967.11.27

한미행정협정에 관하여 •박관숙 이사
외국인의 재산소유 제한에 관하여 •장기붕 이사

(조선대학교)

중화사상과 오늘의 중공 •노계현 이사

1968년 7월 국제법강좌

1968.7.6

월남전의 국제법상 문제 •김수만 이사
전후 일소관계의 전개 •김옥련 박사

1968년 10월 국제법강좌

1968.10.19

Codification of Int’l law by the UN with Special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Reference to Treaty Law •Abdul. H. Tabibi
(주일 아프가니스탄 대사)

1969년 7월 국제법월례연구 발표회

1969.7.19

국제관계분석과 한국통일문제 전망 •신동욱 이사
UN총회결의의 입법적 기능 •김찬규 이사

* 편집자 주) 사할린의 한자표기

1970~
1979

02
1970년대

1970년 6월 국제법강좌

1970.6.22

Role of Asian-African Countries in the
Developement of International Law •Dr. B. Sen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사무국장)

1971년 7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71.7.24

구주경제공동체의 법적구조 •김경조 교수
해군과 국제법 •김득주 교수

국제법좌담회

1972.5.1

Porf. Norman Thorpe & Prof. Earl Segal과의
해양법에 관한 좌담회

1972년 7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72.7.21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전망 •우재승 이사

대한국제법학회·한국법학원

1973.10.30

해저문제 •이한기 박사

공동 국제해양법 세미나

해안의 비자원적 사용 •박종성 박사
The Use of the Ocean and the Law of the Sea
•McKernan 대사

1974년 1월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974.1.26

대한제국의 후계자로서의 한국의 법적지위 •한형건 이사

1974년 3월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974.7.13

영해범위에 관한 연구 •김찬규 박사
제10차 UN국제법위원회 세미나 참석보고 •장효상 교수

대통령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문제

1974.9.7

대통령저격사건에 관련된 일본의 책임 •김찬규 박사
대통령저격사건에 관련된 일본국의 공범인도의 문제
•배재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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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0월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974.10.12

해양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노창희 외무부 서기관
심해저자원에 관한 국제제도 •박주길 외무부 참사관
어업제도에 관한 각국의 주장 •김상수 수산청 사무관

1974년 11월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974.11.29

전시복구에 관한 연구 •김종수 박사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정운장 박사

1975년 2월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1975.2.3

제29차 UN총회에 다녀와서 •정일영 대사

1975년 3월 월례연구발표회

1975.3.24

미국의 극동정책 •Dr. David Rowe 교수

1975년 5월 월례연구발표회

1975.5.9

일본국제법학계의 동향 •이한기 박사

1975년 7월 월례연구발표회

1975.7.11

Models and Law in China •Dr. Betty. B. Burch 교수

국제법세미나

1975.10.3~5

제30차 UN총회의 남북한 전략 •정일영 대사

속리산 관광호텔

건국초기의 비화 •윤치영 박사

1976년 1월 월례연구발표회

1976.1.23

UN을 통한 국제입법의 최근동향 •이장춘 외무부 조약과장

1976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76.6.5

해양법 발전의 최근추세 •이장춘 외무부 조약과장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국제법상의 범죄인 인도제도 •백충현 박사

1976년 10월 월례연구발표회

1976.10.23

UN군사령부의 법적지위와 한국휴전협정에 관한
제반법률문제 •지정일 박사
제3차 해양법회의(5회기) 회의 경과보고
•오윤경 외무부 조약과

1976년 12월 월례연구발표회

1976.12.27

남북적십자회담의 최근동향과 그 전망
•김연주 한적 수석대표

1977년 4월 월례연구발표회

1977.4.5

군용항공기의 외국상공비행 문제연구 •김득주 교수

초청간담회

1978.3.15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Sea and Resources of the
High Sea •Dr. Walter Rudolf 교수

1978년 3월 월례연구발표회

1978.3.20

UN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의 국제사법
재판소의 역할 •Eduardo Jimenez De Arechaga
UN 국제사법재판소장

1978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78.6.2

국제양허계약에 관한 연구 •장효상 박사

1978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78.6.16

UN해양법회의(7회기)경과보고 •박수길 외무부조약국장

1978년 7월 월례연구발표회

1978.7.14

북한의 해상군사경계선의 법적성질 •김찬규 박사

1980년대 해양법 질서와

1978.8.30

한중어업관계 및 대륙붕의 법적지위 •노명준 박사
서해5도와 법적지위 •김명기 교수

한반도 분쟁요인 해결책

대한해협의 법적지위 •홍성화 박사
한·미·일 어업관계의 쟁점과 그 대책 •지정일 박사

1978년 10월 월례연구발표회

1978.10.11

Negotiations on the Law of the Sea
•Dr. B. Sen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 사무총장

G. J. Mangone 박사 초청강연회

1978.12.15

Exploitation of the Sea Resources and Law of the Sea
•G. J. Mangone 박사

Oda Sigeru ICJ 판사 초청간담회

1979.2.20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활동 소회

독도학술연구탐사

1979.3.26-28

고종시대의 울릉도, 독도 경영 •송병기 교수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년)의 분석과
독도 문제에 적용 •김명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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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변호사 협회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우리의
향후 대응책 •양준모 회장

1979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79.6.9

UN 해양법회의 경과보고 해양법회의 정부대표단
독도탐사보고 •박종성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1980~
1989

03
1980년대

초청간담회

1980.8.12

평화유지활동 •Eric Suy 유엔사무차장

국제법심포지움

1980.12.16

한일관계의 오늘과 내일 •양준모 회장

-한일 국제관계의 법적 제문제

국제법과 소수민족의 보호 •배재식 교수
최근의 국제해양법동향과 한·일 어업관계 •박종성 교수
한일간의 우호관계와 독립권의 상호존중 •장기붕 교수

1981년 5월 월례발표회

1981.5.30

UN해양법회의 제10회기 경과보고 •함명철 외무부 과장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모색 - 어업질서를 예로
•홍성육 교수

데라자와 하지메 교수 초청 간담회

1981.6.20

최근 일본국제법학계의 동향

1981년 7월 월례발표회

1981.7.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최근의 한일 고위실무자회담을
중심으로 •서현섭 외무부 서기관
국가에 대한 강제력에 의해 맺어진 조약의 효력
•한영구 교수

大沼保昭 교수 초청 학술 세미나

1981.8.1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大沼保昭 교수

1981년 9월 월례발표회

1981.9.26

위헌조약의 효력 •정용택 교수
한·일 경협문제 •이기주 국장

1981년 10월 월례발표회

1981.10.31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최완식 교수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관한 소고 •김정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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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강연회

서독과 동독의 법적관계 •한형건 교수
남·북한접촉이전의 법적관계 •홍성화 교수
화해정책과 남북한의 법적지위 •장기붕 교수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방안제시와 법적문제 •양건 교수

1982년 4월 월례발표회

1982.4.24

국제사회의 발전과 국제법의 변천 •유병화 교수

1982년 5월 월례발표회

1982.5.29

제3차 해양법회의 참석보고 •신효헌 외무부 과장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원리의 최근의 발달 •이상면 교수

1982년 6월 월례발표회

1982.6.26

한반도와 관련하여 동북아에 있어서의 항구적 평화구조
•박상식 외교안보연구원 실장
국제법상으로 본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백봉흠 교수

해양법 특별학술발표회

1982.8.14

해양법회의의 현황과 그 전망 •박춘호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Oda ShigeruㆍEric Suy

1982.10.20

오늘의 국제사법재판소
•Oda Shigeru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

초청강연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의 역할
•Eric Suy 유엔사무차장

연례국제법세미나

1982.12.3

새로운 해양법질서 •김찬규 교수
새로운 경제법질서 •김찬진 박사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1983년 4월 월례발표회

1983.4.2

Ocean Development after UNCLOS Ⅲ. •Dr. Don Walsh

1983년 5월 월례발표회

1983.5.28

UN총회 결의안 1962(ⅩⅤⅢ)의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이춘복 교수
조약체결의 현황 •홍정표 과장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강연회2

1983.9.20

대륙붕 경계획정 •Prof. Edword D.Brown
변화하는 해양법에 있어서의 항행문제 •栗林忠男 교수
중공 대외무역의 법적측면 •Prof. Jerome A. Cohen

3

대한국제법학회·UNESCO 한국위원회 공동 국제심포지움

1984년 4월 월례발표회

1984.4.21

국제법상 해양오염에 관한 고찰 •이영준 교수

1984년 5월 월례발표회

1984.5.26

국제심해저자원개발제도에 관한 법적문제의 연구
•김영구 대령

대한국제법학회·UNESCO 한국위

1984.10.10~13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원회 공동 국제심포지움

Australia •James Richard Crawford 교수

- Regional Consultation Meet-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India

ing on Teaching and Research

•M.L. Upad hayaya 박사

in International Law -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3

Indonesia •Komar kanaat kantaatmadja 교수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Japan
•Yasuaki Dnuma 교수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Pakistan •M.A.Manan 박사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Philippines •Adolfo Azcuna 교수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Republic of Korea •박치영 교수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Sri Lanka •A.R.B Amerasinaghe 박사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in
Thailand •Vitit Buntarbhorn 교수

1984년 11월 월례발표회

1984.11.24

군함의 통항제도 연구 •강영훈 교수

1985년 4월 월례발표회

1985.4.13

중공경제개혁의 법적측면 •박춘호 교수

1985년 6월 월례발표회

1985.6.29

미국과 캐나다간의 Maine만 해양경계획정사건
•이상면 교수

1985년 10월 월례발표회

1985.10.12

국제개발법의 개념 및 그 법적기준 •이장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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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

1985.12.7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백봉흠 교수
한일 어업협정의 재검토 •이서항 해양연구소 연구원

학술회의

분단국가에 있어서의 민족개념 •한형건 교수

1986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86.6.10

일본과 국제법 •小和田 恒

1986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86.6.10

독도문제연구-사학적 측면 •송병기 교수
독도문제연구-국제법적 측면 •이중범 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1987.6.9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방향 •엄영석 교수

공동 학술회의

대미수출의 법적측면 •박춘호 교수

-통상마찰과 국제경제법-

유럽공동체기구의 법령의 성격 •이장희 교수
대중공직교역의 법적 대처방안 •장효상 교수
통상마찰과 국제경제법 •박우희 교수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濟蕂邦彦

1987.10.24

(사이또 구니히꼬) 초청 특별강연회

제1차 한·일 국제법학자 포럼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관계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1987.12.4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재검토
재일 한국인(제3세)의 처우문제
국제법상에서 본 한일간의 문화협력
참가자 : 노명준 교수, 박춘호 교수, 박치영 교수,
백충현 교수, 한형건 교수, 지정일 이사,
이병남 연구위원, 구리바야시 다다오 교수,
가사이 나오야 교수, 다까이 스스무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오꾸하라 도시오 교수, 요네다 도미따로 교수

1988년 4월 월례연구발표회

1988.4.15

최근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제문제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국제법상의 정전론 •임덕규 교수

1988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88.6.18

한국경제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의미
•이은직 대한무역진흥공사 본부장
유럽공동체 얼마나 연방적인가? •김대순 교수

4

북방정책과 국제법

제2차 한·일 국제법학자포럼

1988.11.3

참가자 : 노명준 교수, 박춘호 교수, 박치영 교수,
백충현 교수, 한형건 교수, 지정일 이사,
구리바야시 다다오 교수, 가와시마 요시오 교수,
오꾸하라 도시오 교수, 요꼬가와 아라따 교수,
요네다 도미따로 교수, 오오모리 마사히또 박사

1989년 4월 월례연구발표회

1989.4.22

남극과 UN 해양법 협약 •이서항 해양연구소 연구원

1989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89.6.24

대륙붕 경계원칙의 변천과 적용 •백진현 박사

북방정책과 국제법4

1989.9.21

북방정책에의 국내법상, 국제법상 문제 •이장희 교수
북방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 •최원식 교수
한국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의 관계 •한형건 교수

1989년 10월 월례연구발표회

1989.10.14

북경주재 미대사관 망명사건과 판문점 망명사건의 비교
•김찬규 교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989.11.25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International Law and Econom-

and Hungary •Mr. Istάn Torzsa

ic Co-operation between ROK

Some Legal Problem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Hungary

between ROK and Hungarian in Municipal Law
•Dr. Éva Horvάth
Legal Aspects of Korea-Hungary Economic
Co-opera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tection of Investment •Dr. Choung Il CHEE

1989년 12월 월례연구발표회

1989.12.23

국제인권규약의 가입 •최종무 외교부 과장

199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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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국제법학자포럼

1990.4.6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

1990.4.14

정주외국인의 법적지위-서독의 경우 •한형건 교수
재일교포의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지위 •박춘호 교수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 교섭에 관한 제문제 •지정일 이사

Eric Suy 초청강연회

1990.4.17

동서독 통일과 국제법 •Eric Suy

1990년 6월 월례연구발표회

1990.6.30

국제 Financing에 관한 협정의 법적성격 •김석호 박사
보호무역주의측면에서의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법적 제도적 측면 •김채형 박사
국제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지위
-GATT의 Toyko Round를 중심으로 •박노형 박사

국제심포지움

1990.9.24

한·소 경제관계 분쟁의 해결 •김지수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한·소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일·소 경제관계-일본이 경험한 문제점 •三和義彦 평론가

법적 제문제」

한·소 경제교류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장효상 교수
소련의 투자보장법체계 •William E. Butler 교수

1990년 11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0.11.10

항공운송법의 국제동향 •박원화 외무부 과장
1988년 Iran Airbus 격추사건과 국제법상의 제문제
•박기갑 교수

1991년 9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1.9.28

보편적 UN 해양법체제의 실현전망 •백진현 교수

1

1992년 5월 국제법연구발표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

1991.10.19

1992년 5월 국제법연구발표회

독일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법적의미 •이장희 교수
남북한 UN가입과 한반도의 법적관계 •이영준 교수

법적관계

통일지향적 남북한 관계의 법적문제 •유병화 교수

1992년 4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2.4.4

Ecological Damage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lfred Rest 교수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무기선적군함의 통항 •김찬규 교수

1992년 5월 국제법연구발표회1

1992.5.9

GULF전의 법적성격-UN의 강제조치인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인가? •김석현 박사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최태현 교수

1992년 6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2.6.13

국제법상 편의치적의 문제 •주동금 박사
국제법에 있어서의 정의문제 •오병선 교수

1993년 4월 국제법연구발표회2

1993.4.24

북한의 NPT 탈퇴가 강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김찬규 교수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법 •이영준 교수
해양법상의 형평 •이석용 교수

1993년 6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3.6.5

핵무기비확산조약의 제도적 문제점과 그 후속조치 •황영채 박사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협상성과와 향후대책 •정진섭 검사

2

1993년 4월 국제법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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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창립 40주년 기념 국제법 학술대회

1993년 10월 국제법연구발표회

4

1993.10.16

1994년 4월 국제법월례발표회

와르소체제에 있어서의 고의적 불법행위 •신성환 중령
공해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이호일 외무부 사무관

학회창립 40주년 기념 국제법

1993.12.10

통일한국의 국가승계와 국제법 •이영준 교수

학술대회 「통일·안보정책의

한국의 PKO 참여와 국제법 •이장희 교수

3

당면과제와 국제법」

1994년 4월 국제법연구발표회4

북한의 핵보유와 국제법 •김찬규 교수

1994.4.22

EU의 조약체결능력 •이성덕 교수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의 원칙 •성재호 교수

1994년 5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4.5.28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제동향
•최승호 외무부 심의관
한반도주변의 해양법 문제 •박춘호 교수

이산가족재회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994.10.7

이산가족재회의 국제법적 논거 •김명기 교수
한국 이산가족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이장희 교수
다른 분단국의 이산가족사례 연구-중국과 대만의 케이스
•최은범 박사

G. J. Mangone 교수 초청강연회

1994.11.19

1982년 해양법 협약의 미래

1994년 11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4.11.26

제네바인도법 적용에 있어서 최근의 동향
•C. Swinarski ICRC 동아시아 대표부 단장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 •김영원 외무부 과장

1995년 4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5.4.22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된 법적문제 •이창위 박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과 그 법적규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문제

•김현수 교수

광복 50주년 기념 세미나, 한일

1995.5.29

일본의 과거사 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정인섭 교수

과거사 문제-그 미청산의 과제

한국프레스센터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재검토 •이영준 교수
대일 민족소송의 진행과정과 법적쟁점 •박영립 변호사

5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6

1995년 9월 국제법연구발표회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5

1995.6.30

청산하지 못한 일제시기의 문제

1995년 9월 국제법연구발표회6

1995.9.23

WTO체제에서의 무역과 환경 •서철원 박사
UR 양자협상을 통해 본 통신분야 국제무역규범의 현황
•정찬모 박사

국제연합 창설 50주년 기념

1995.10.21

21세기 유엔의 역할 •박치영 교수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김태천 교수

학술회의

ICJ의 운영원리에 대한 재고와 향후 개편방향 •최태현 교수

군사현안과 국제법

1995.11.4

인도법 앙양을 위한 생물무기 협약의 개정방향 •임덕규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향 •제성호 박사

1997년 3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7.3.22

난민의 국제법적 보호 •장복희 박사
황장엽 비서의 망명요청과 국제법 •제성호 연구위원

1997년 5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7.5.10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기준의 고찰 •김영구 교수
한일간의 해양분쟁 •노명준 교수

1997년 9월 국제법연구발표회

1997.9.27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한 비판 •김명기 교수
일본의 직선기선제도 •강영훈 교수

국제법학술세미나

1997.11.8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국제법학술세미나

1998.3.28

국제법과 포스트모더니즘
관습국제법의 변경

국제법학술세미나

1998.5.22

동북아시아의 신해양법질서

국제법학술세미나

1998.6.20

UN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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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술세미나

1998.9.19

환경의 국제적 보호

국제법학술세미나

1998.10.22

한국 국제법학의 회고와 전망

국제법학술세미나

1999.3.27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 •박현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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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과 유럽공동체내 수용 •채형복 박사
구소련의 분열과 국가승계 •이근관 교수

국민인권위원회 제도의 법적검토

1999.5.8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권성동 검사
파리원칙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인권법안 •곽노현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법 실천 •홍성필 교수

초청간담회

1999.9.18

국제법의 교육과 실무적 적용
•박치영 교수 •홍양호 통일원 국장
•김두영 외통부 국제법규과장 •유영일 법원행정처 판사
•조대연 변호사 •박찬운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역사학회

1999.10.30

조선초기 지리지ㆍ후기 문헌의 울릉도, 우산도(독도)

공동 학술회의

기사 검토 •송병기 교수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일본의 독도 불법강점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접근-

•이상태 국사편찬위원회 실장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 •김병렬 교수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국적 대응논리의 객관적 고찰
•김영구 교수
1999년도 전후 울릉도ㆍ독도 관련 역사자료의 현황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허영란 강사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1999.12.4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
•정기영 前문화재관리국장
문화재 불법유통에 관한 국제적 규제 •홍성필 교수
전시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김형만 연구원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측면에서 본 문화재의 해외유출방지
•이보아 교수
외규장각 도서의 피탈 경위와 반환사유 •이태진 교수

2000~
2012

05
2000년대

대한국제법학회·KMI 공동 국제법

2000.4.29

심해저광업규칙의 제정현황 및 향후전망 •이용희 박사

학술세미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법의 주요현안과 국제규제-

•이병훈 해양수산부 사무관
핵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김기순 박사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정진석 박사
해양환경정책 방향 •방태진 해양수산부 사무관
북한의 서해5도수역 통행수로 지정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김찬규 명예교수
국제어업법체제와 주요쟁점 •정갑용 박사

대한국제법학회-외교안보연구원

2000.6.1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률경영대학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Lawmaking in the
UN •Hans Corell UN 사무차장

2000.10.27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기초가 되는

원 공동 국제학술회의

사회적 요건-21세기 지도자 공동양성방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유병화 교수

발전의 중요성과 그 실현방안-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통일 방안
•MA, Cheung Yuan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아사꼬 카즈미

6.15 공동선언과 국제법

2000.12.9

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박기갑 교수
남측의 연합제 및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비교
•제성호 교수
경의선 철도연결과 정전체제 •김명기 교수
남북평화협정체결의 국제법적 문제 •신용호 교수
북방한계선과 불가침이행문제 •김병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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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구성에 관한 소고 •이태규 교수
구 유고현사법원(ICYT)의 관할권 •전경일 박사
남방참다랑어 사건 : 배제되지 않은 절차의 배제? •박현석 교수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있어서 NGOs의 역할 •박병도 교수
유럽의 인권보장체제-유럽인권협약 제11추가의 정서를
중심으로 •배정생 교수

주요 국제법제도의 운용실태와

2001.4.21

현안과제

외교 및 영사관계에 있어서의 특권·면제의 기준 •김찬규 교수
외교영사관계에 있어서의 특권·면제의 관행
•김두영 외교통상부 과장
국제형사법원 규정의 주요내용과 그 국내적 이행
•최태현 교수
국제형사법원의 설립준비 현황 •김영석 외교통상부 사무관

제1회 한·중 국제법학회 학술대회

2001.5.10-11

-한·중간 국제법적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중국의 국제법 교육 및 보급
•김명기 교수 •이영준 교수 •金克勝 교수 •肖永平 교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의 적용
•김찬규 교수 •백진현 교수 •劉楠來 교수 •周健海 교수
국내법에 있어서의 조약의 지위와 역할
•박기갑 교수 •이근관 교수 •奏曉程 교수 •慕亞平 교수

신국제어업협력질서의 모색

2001.6.22

신국제어업질서의 주요 현안문제와 정책방향 •이영준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동향과 주요쟁점 •정갑용 박사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질서의 구축 •최종화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대한국제법학회-해양수산부 공동

2001.7.12-14

독도학술탐사 및 학술세미나

독도의 자연연구사 개관 •고철환 교수
독도의 지리적 현황 •이기석 교수
독도와 국제법 •김찬규 명예교수

국제법의 쟁점과 과제

2002.3.23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 •김영석 교수
다국적기업의 법적개념 •김민서 교수
해양법상 잠정조치 •김선표 박사
수중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의 입법화
방향 •박성욱 박사

한국의 국제법 반세기

2002.4.27

한국 국제법 반세기-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정일영 박사
일본의 국내재판소에 의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
•山本草二 ITLOS 재판관
국제법상 대량난민이주시 난민보호 •장복희 박사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본 1876년의 朝日
修好條規-하나의 시론적 고찰
•이근관 교수
유엔법의 개념에 관한 일고-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배근 교수

현대국제법의 발전과 UN

2002.5.25

국제테러리즘억제를 위한 UN의 최근논의동향조약성안작업을 중심으로 •이자형 외무관
2001년 ILC 국가책임법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UN 제6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재순 외무관
한국적 E-NGO의 국제법적 고찰 장신 교수
UN 평화유지 활동 •성재호 교수

제주도와 해양법의 제문제

2002.10.28-29

제주해협의 법적지위와 통항권 문제 •이석용 교수
제주연안의 통합관리 방안 •이원갑 박사
편의치적과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김부찬 교수
신어업협정과 제주도남부수역의 경계획정 •이창위 교수
한중일 어업협정상 분쟁해결제도 •정갑용 박사

대한국제법학회

2002.12.12.

해양법협약 채택 20년, 평가와 향후 전망 •김영구 교수

-외교통상부 공동 유엔 해양법협

한국의 해양개발비젼 •서정호 해양정책국장

약 제2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 해양법과제 •신각수 조약국장

국제법의 쟁점과 과제

2003.3.21

국제경제법상 자본이동 자유화 •도시환 박사
국제법상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권한용 박사
교토의정서와 WTO의 관계 •이로리 박사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소병천 박사
휴전체제 하에서의 남북경제협력의 법적쟁점
•이용중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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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회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정치ㆍ군사적 과제와 정책대안 •윤태영 박사
법ㆍ제도적 과제와 정책대안 •최철영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대토론회

이라크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2003.4.26

이라크 전쟁에 있어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김부찬 교수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김석현 교수
이라크전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백진현 교수

학회창립 50주년 기념행사-

2003.6.14

한국과 국제법 50년

1

대한국제법학회 50년 회고 •노계현 교수
국제법학의 현대적 과제 •김태천 판사
국제법학의 한국적 과제 •신각수 외교통상부 국장
한국과 국제법 50년 간담 •김정균 학술원회원
•정일영 백상재단 이사장 •지정일 ILC 위원 •한형건 명예이사

한국 정전협정 50년과 한반도

2003.7.25

한국 정전협정의 효력 •민경길 교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문제 •제성호 교수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홍관희 통일연구원

한국의 해양법 현안과제와

2003.9.30

대응방안

해양법 현안과제와 한국의 해양외교 •신각수 외교통상부 국장
동북아 신어업 현정 체제에 내재된 어업분쟁의 요인과 사례
•최종화 교수
새로운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구제입법동향에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관한 고찰 •이용희 한국해양연구원 실장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판례동향
•정갑용 KMI 책임연구원

국제법학회논총 투고요령 및 심사,

2004.3.27

제1부 기조발제 국제법학논총 투고요령 및 심사,

편집방향 / 국제경제법

편집방향 •오병선 교수

규범의 변화와 그 대응

제2부 학술연구발표회 최적의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체제를 위한 제언 •정영진 변호사
TRIMs 규제 관련 WTO 규범에 관한 고찰 •김인숙 박사
디지털상품무역의 국제경제법적 규율방안 •권현호 박사

외교통상교섭업무에서

2004.4.30

국제법의 역할

우리나라 영토문제의 국제법적

게임이론과 국제법 •정해웅 외교부 조약국장
상사담보권의 국제화 •이용일 외교부 국제협약과

2004.5.29

탐구

간도 영유권에 관한 한 고찰 •노계현 명예이사
최근 녹둔도의 지리적 위상 •이기석 교수
독도연구방법에 관한 일 제언 •김병렬 교수

함상토론회

2004.6.18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한국휴전체제에 대한 개관 •김찬규 명예교수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 주변수역의 해양법 문제
•이영진 교수

대한국제법학회·통일연구원 공동

2004.6.25

1954년 제네바 한국평화회의의 국제법적 의의

한반도 평화회담의

•최운상 前 대사

과거와 현재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남북협상 : 실제와 교훈
•송종환 前 주미대사관 공사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 •최진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제테러와 한국의 대응방향

2004.12.17

-국제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해상테러와 국제법,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향 •신창훈 박사
국제테러의 법적규제와 최근 UN의 동향 •김영석 교수
21C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테러 대책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테러 대응체계 개선동향과 우리의 정책방향
•제성호 교수

국제법학회논총 제100호 발간

2005.1.20

국제환경규범의 발전과 동향 : 교토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기념 강연회-환경과 에너지 :

•노명준 교수

국제규범의 발전과 전망-

국제에너지 규범의 동향과 동북아 에너지 문제 •김성수 변호사

신진학자학술대회

2005.3.26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과 현안과제

국제형사법의 최근 발전과

2005.4.23

수형자의 이송협약 •유복근 외무관

현안과제

범죄인 인도조약 •유홍근 외무관
ICC 이행입법 •김영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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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법 교육

2005.5.7

Lawschool 대비 법학교육 교과과정
-국제법 교육강화와 관련하여 •이재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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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chool 국제법 실무교육 강화방안 •이재협 교수

대한국제법학·KMI 공동 한일관계

2005.6.11

한일청구권현정과 개인의 청구권 •박배근 교수
독도문제의 국제재판 가능성 검토 •정갑용 박사

와 국제법의 현안과제

섬의 영유권에 관한 해양법적 문제 •하연수 교수

독도방문학술세미나

2005.9.2-3

-독도와 국제법 문제

동아시아의 해양법과 독도 •박춘호 재판관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이창위 교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련 해양법문제 •박찬호 교수
도서의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김찬규 명예교수

신진학자학술대회

2006.3.25

재중 탈북자보호와 고문방지협약 •이규창 박사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국제법의 최근 제 쟁점

•이재민 교수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김용환 박사

테러리즘과 국제법

2006.5.13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의 현황 및 문제점
•박희권 외교통상부 국장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신용호 교수
테러범의 전시인도법상 대우문제
•유기준 외교통상부 서기관
특별주제 : 독도주변 EEZ 수역에서의 일본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측량활동과 해양법 •김찬규 명예교수

독도문제와 국제법

2006.9.30

독도주변수역의 경계획정문제 •이창위 교수
실효적지배와 독도영유권-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김현수 교수
독도영유권과 SCAPIN 677 •김석현 교수

국제법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6.11.14

이어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박춘호 재판관

신진학자 학술대회

2007.3.31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과 현안

금융에 관한 국제적 규율의 성립과 적용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선욱 박사
국제환경법 원칙으로서의 차별적 공동책임
•서원상 박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최정순 박사

국토해양부 후원 한중 해양법 학

2007.6.28

술회의

중일 조어도 분쟁에서의 국제법 법리 •李雁 교수
황해 자원의 합작관리에 관한 연구

-해양법문제에 대한 한중일

-어업협정을 중심으로- •薛桂芳 교수

3국의 최근 동향-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가 실행

2

•박찬호 교수
중간수역/잠정수역에 대한 한일양국의 갈등
•이창위 교수

대한국제법학회·KMI 공동 독도영

2007.8.24

도근현 고시 40호의 국제법적 효력 •김석현 교수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박성욱 박사

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일본국제법학자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박배근 교수
독도영유권 관련 제3국 학자의 주장 •이석용 교수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조명

2

국토해양부 후원 한중 해양법 학술회의

2008.3.29

유엔헌장 2조 4항의 해석과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에 미치는 함의 •신범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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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9

-국제법의 새로운 조명

한국과 일본간 독도 영유권 사안에 대한 분석 •정민정 박사
국제법상 인민자결권에 대한 소고-내적 인민자결권의
발달에 주목하며 •박정원 박사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text of GATT/
WTO Countermeasures •Serzod Shadikhodjaev 박사

국제학술회의

2008.5.9

Assessing the Legality of the US/Coalition’s

-The Use of Force and

Invasions of Afghanistan and Iraq •Valerie Epps 교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Iraq War, the Second Gulf War: ‘Bellum Justum’
•Lyou Byung-Woon 교수
Guantanamo and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ohn Cerone 교수
US Bilateral Immunity Agreement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Raul C. Pangalangan 교수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Law •Seung-Jin Oh 교수

국토해양부 후원 한일 국제법
세미나

2008.6.25

3

중일양국의 영토분쟁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비교
•이창위 교수
1982년 UNCLOS해양분쟁해결제도와 그 운영 현황

-동북아 해양분쟁의 현실문제

•박덕영 교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해양경계사건 •서철원 교수
외국선박(범법선박)에 대한 강제력 사용시 무력사용의
범위와 한계 •박찬호 교수
분쟁해결로서 일본에서의 종군위안부 재판
•이가라시 마사히로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대한국제법학회·동북아역사재단

2008.8.22

Reflections on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공동 2008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lcolm D. Evans 교수

Academic Conference on

Application ofrules to disputes as to the

International Law

jurisdiction of the ICJ •Hyun-Seok Park 교수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Se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Practices •Zou Keyuan 교수
Dispute Settlement in the Law of Sea :
Japanese Experience •Koga Mamoru 교수

대한국제법학회·동북아역사재단

2008.8.22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공동 2008 International

Settlement •Yu-Jin Tay

Academic Conference on

The Legal Status of Non-Signatory State in the

International Law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Pyoung-Keun Kang 교수

Dispute Settlement-

신진학자학술대회

2009.3.21

-국제법의 현대적 과제

‘이스트팔리아(Eastphalia)’의 도전, 국제법과
글로벌 가버넌스에 있어 아시아적 국제법관의
출현에 관한 연구 •김성원 박사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이행감독
장치를 중심으로 •조정현 박사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에서의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박언경 박사

국토해양부 후원 국제학술회의

2009.8.21

The 1969 Judgment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The 40th Anniversary of

Legislation and Practice •Lee Seok-Yong 교수

the ICJ Judgment on the North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Revisited: Implications for the Boundaries in the

Reflections and Prospects-

Northeast Asian Seas •Miyoshi Masahiro 교수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
and Its Impact on Maritime Delimitation
•Huh Sookyeon 교수

통일이후의 한반도 영토문제

2009.9.12

한반도 육지영토문제의 특징과 의의 •이석우 교수
한반도 해양경계획정문제의 특징과 의의 •신창훈 박사
우리 헌법과 한반도 국경문제 •김승대 교수
국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통일 후 국경문제
•이근관 교수

The International Court of

2009.10.16

Peter Tomka (Vice-President of the ICJ)

Justice and Recent Trends in

Abdul G. Koroma (Judge of the ICJ)

International Adjudication

Leonid Skotnikov (Judge of the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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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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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Researches on Territorial Titles over
Dokdo •Byung-Ryull KIM
The Romanian-Ukraine Decision and its Effect on
East Asian Delimitations •Jon M. VAN DYKE
Contemporary Geopolitics of Island Sovereignty
Disputes-a Comparative Review into
Dok-do Issue •Richard SCHOFIELD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ism •Dakas CJ DAKAS
Japan’s Territorial Policy and Takeshima: Seeking
the Future •Tetsuo KOTANI
Latin American Nationalism against US Hegemony
•Sang-Sub Ha
Russian Expansionism in the Arctic Ocean
•Pyung Kyun Woo
State Failure in the Gulf of Aden •Chan Ki Park

Four Decades of the Vienna

2009.11.19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1969-2009 : An Appraisal on Its Fortieth

Treaties : Reflections and

Anniversary •Robert E. Dalton 미국무부 조약국

Prospects

Delimiting the Scope of Treaty: Do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We Call Treaty?
•배종인 외교통상부 조약국
Shortcoming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Gerhard Hafner 前 ILC 위원
The Thai Practice in Implement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ittara Damrithamanji 태국 외교부
The 1969 Vienna Conven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이와사와 유지 교수
The 1969 Vienna Convention as Interpret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박덕영 교수

신진학자학술대회-글로벌시대
국제법의 과제와 발전방향

2010.3.27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도경옥 박사
국제기구 유형별 공해환경 보호의 효율성 •김정은 박사

4

ICJ 사무처장 Philippe Couvreur 초청간담회

신진학자학술대회-글로벌시대

2010.3.27

국제법의 과제와 발전방향

The 2010 DILA International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 규범의 재구성 •홍소연 박사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 •박영길 박사

2010.4.23

What Is State Pract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onference

Straight Baselines •Masahiro MIYOSHI 교수

-The Law of the Sea, Dispute

The Role of History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

Settlement, and Colonialism in

ment : The Pedra Branca Case (Singapore v Malay-

International Law-

sia) •Kevin YL TAN 교수
Procedural and Evidentiary Innovations in the
Judgement of November 2003 of the ICJ in the Oil
Platforms Case •Jamal SEIFI 교수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 Christopher W. PINTO 판사
From the Era of Colonialism to Globalization: Making
Rules in the GATT/WTO
•Surendra Raj BHANDARI 박사
The Shaping of Discourse: Colonialism and International Law •Hee Eun LEE 교수

ICJ 사무처장 Philippe Couvreur

2010.5.7

초청간담회4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의 국제법적

2010.6.19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최철영 교수
정전협정 하에서의 대립과 협력 •이장희 교수

현안과 과제

평화협정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김동욱 교수

The 2010 KSIL-CSIL-JSIL Joint

2010.7.3

Northeast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nference

Towards the Northeast Asian Legal Community

-Northeast Asia and

•Suh-Yong CHUNG 교수

International Law-

Some Reflections on Recent Chinese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Bing Bing JIA 교수
International Law and East Asia : Historical Analysis
of their Interaction •Toshiya UEKI 교수
KOREA’S FOREIGN POLICY PRACTICES AND INTERNATIONAL LAW CONSTRAINTS •Won-Mog Choi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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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해양부 후원 국제학술회의

The 2010 KSIL-CSIL-JSIL Joint

2010.7.3

국토해양부 후원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Law in China’s Resolution of 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Boundary Problems •Chen Hongbing 교수

-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Foreign Policy-Making: Japan’s

International Law -

Effort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Osamu Yoshida 교수
A Case Study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1991 •Hee Eun Lee 교수
International Law and PRC-ROK Cooperation in
Ecosystem-based Management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WANG Hanling 교수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Its Interpretation
Methodology •HAMAMOTO Shotaro 교수
Korea’s International Legal Education under New
Law School System •Hee Moon JO 교수
International Legal Education－Japan’s Experience－
•Akio MORITA 교수
Some Focal Points on the Peaceful Settlement and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Zhonghai ZHOU 교수
International Adjudication and Japan before 1945 :
The Myth of the Reluctant Litigant?
•Masaharu YANAGIHARA 교수
Northeast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Adjudication •Shunji YANAI 판사

국토해양부 후원 국제학술회의5

2010.12.11

Disputes over Diaoyu/Senkaku Islands: The Pros-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The 2010 KSIL-CSIL at

pect of Judicial Settlement

Taiwan Joint International

•Raymond C-E SUNG 법률고문

Conference : Past Experience

Potent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 UNCLOS,

and Future Prospects-

Maritime Security Regime •Dong Wook KIM 교수
Mechanisms for Prevention of Disputes concerning
Encroachment upon the Area by Excessive Continental Shelf Claims •Michael Sheng-ti GAU 교수
Judicial and Arbitral Decisions Regarding
Territorial Disputes that Have Required
Interpretation of a Treaty •Seok Woo LEE 교수

6

The 2011 CIL-KSIL-SIL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신진학자학술대회

2011.3.19

-국제법의 새로운 전개

FTA와 WTO 협정의 양립과 병존-FTA세이프가드 규정
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 검토를 중심으로•채은선 박사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최지현 박사
비국가행위자의 무력충돌가담에 관한 규율
-민간군사기업에 관한 The Montreux Document를
중심으로- •박지현 교수

The 2011 CIL-KSIL-SIL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4.20

Combating Regional Oil Spill Accidents:
A Case of NOWPAP •Suh-Yong CHUNG 교수

6

-Regional Cooperation : Look-

Regional Cooperation to Combat Ship-Source Pollu-

ing Back and Moving Forward -

tion •Capt Muhammad A SEGAR 국장
CLCS Submissions and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Robert BECKMAN 교수
New Types of Marine Resources in Deep S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Law of the Sea
•Chang-Hoon SHIN 박사
Pedra Branca: The Case & Its Implications
•Chin Heng ONG 변호사
Pedra Branca Case and Its Implications
•Yong-Hwan KIM 연구위원

The 2011 KSIL International

2011.6.27

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Their Roles

Conference with CSIL and JSIL-

Amidst a World of Courts •David D. CARON 회장

When East Meets West: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Asian Approaches to Interna-

•Jon M. VAN DYKE 교수

tional Law-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China’s Confucianism in 19th Century : Conflict and Mergence
•Zewei YANG 교수
The Triple Intervention (1895) and Relevance
of the European Ways of Dispute Settlement in East
Asia •Iwao FUJISAWA 교수
Introduction of Wester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Merging or Conflict and Substitution : Yu Kilchun’s Argument of Yangjul(Two Separate) System
•Paekeun PAR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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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1 KSIL International

2011.6.27

New SLOCs, Fresh Concerns : Maritime Safety and

Conference with CSIL and

Security Concerns over Expanding Arctic Navigation

JSIL-When East Meets West :

•Clive SCHOFIELD 교수

Asian Approaches to Interna-

The Reservation of the Sea for the Peaceful Pur-

tional Law-

pose-Chinese perspectives •Zhonghai ZHOU 교수
Principles in Conflict? Self-Defense and Collective
Security in East Asia •Nanako SHIMIZU 교수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of Force in East Asi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Humanitarian Intervention •Byung-Sun OH 교수
Chinese Cultural Tradi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Modern China •Jianwen ZHAO 교수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MItuse INAZUMI 교수
Role and Further Tas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ast Asia: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an-Un PARK 교수
An Eastphalian Way of Human Security? •Sung-Won KIM 교수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East Asia
•Juqian LI 교수
On Circumvention of Agri cultural Export Subsidy
Commitments from East Asian Viewpoints
•Tomohito KOBAYASHI 교수
Application of WTO Rules in Korean Domestic
Court •Deok-Young PARK 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The Scope of “Public Body” in WTO Agreements
•Jae-Min LEE 교수

김두영 ITLOS 사무차장과의

2011.7.15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간담회

International Seminar on Recon-

Disputes Settlement before the International

2011.11.16

Implement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iliation beyond Discord in Mari-

Law of the Sea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ime Issues of Northeast Asia

the Law of the Sea. •Josée Luis JESUS 전 ITLOS 회장

International Seminar on Recon-

2011.11.16

The Evidence of Maps: Depictions of East Sea/Sea of

ciliation beyond Discord in Mari-

Japan •John Rennie SHORT 교수

time Issues of Northeast Asia

A Review on ‘East Sea’ Insistence between Japanese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KIM Ho-Dong 교수
Application of the Text of Article 121 to Dokdo
•Myron H. NORDQUIST 부소장
Legal Issues regard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LEE Chang-Wee 교수
Legal Status of Islands in Maritime Delimitation
•SHIN Chang-Hoon 박사
Resolution of Maritime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Tribunals •Paul S. REICHLER 대표
Institution of Proceedings before International
Courts •KIM Doo-Young ITLOS 사무차장

‘Comfort Women’ & Future

2012.2.16

Key-Note Speech •Gay McDougall UN 특별보고관

-Oriented Relation between

Human Dignity and Japanese Army Comfort Women

Korea & Japan

Issue: Review and Solution •Seong-Phil HONG 교수
International Law as Memorial Sites : ‘Comfort
Women’ Suits Revisited •Abe Kohki 교수
Postwar Chinese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Japan : State and Individuals •Li, Juquian 교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aiwanese
Comfort Women •Lin, Ting-Hui 교수
Post-WW2 compensation and territorial
issues : a contrast between Japan and Germany
•Robert Dujarric 소장
Law and Reality of Korea-Japan Past Solution
•Paekeun PARK 교수

신진학자학술대회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

2012.3.24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변화 •김현정 박사
국제법상 전염병의 통제와 인권의 보호 •박진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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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고찰 박수진 박사
해양법 및 우주법 분과위원회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김한택 교수
우주활동으로 인한 책임문제 조홍제 교수
국제해양(수산)법의 최근 동향: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보존관리협약을 중심으로
박현진 박사

2008년 제8회 국제법학자대회
- 국제법의 최근동향과 새로운 적용
개최일

2008.11.1

장소

한남대학교

주제

한국관련 국제법 문제
우리 헌법상 국제법 관련 조항의 상호관계 고찰 박덕영 교수
개인고발제도와 사법주권의 관계 :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한국의 경우 김민서 교수
투자보호 및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분쟁에서의 항소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조희문 교수
환경지속가능성의 재판 규범적 의의 - 국제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서원상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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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섬의 국제법적 지위 정진석 교수
중국과 일본 양국의 도서제도와 해양경계문제 이창위 교수
국제분쟁해결
영토분쟁과 실질적 법원의 구속력 박현진 겸임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과 혼합분쟁 김용환 박사
난민법
냉전이후 난민법의 과제 오승진 교수
출입국관리법상 난민개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대법원재판연구관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의 생성과 발전 및 현대적 전개 최은범 대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도시환 박사

2009년 제9회 국제법학자대회
개최일

2009.10.17

장소

서울대학교

주제

<전체회의 : 변화하는 시대의 국제법 교육>
국제법 커리큘럼의 분석과 현황 박기갑 교수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의 국제법 성재호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법 교육방법론 김영석 교수
법과대학에서의 국제법 교육방법론 김석현 교수
<분과학술회의>
국제법 기본이론 및 국제인권법 분과위원회
인도적 간섭: 적법성과 정당성 오병선 교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소수자고등판무관제도(HCNM) 박정원 교수
전쟁법 및 국제분쟁의 해결 분과위원회
국제법상 전후법(jus post bellum)에 관한 논의 및 쟁점 김형구 박사
Russia’s Trade Remedy Law Sherzod Shadikhodjaev 박사
국제환경법 및 우주법 분과위원회
국제하천의 공동관리에 대한 법적 소고 소병천 교수
우주폐기물관련 국제법적 논의의 동향과 대응방향 분석 정찬모 교수
해양법 및 국제분쟁의 해결 분과위원회
북극의 영유권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김기순 소장
국제법상 Non-Ultra Petia 원칙에 관한 연구 김용환 박사
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분석 최원목 교수
환경마크(Eco-Labelling)제도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김대원 교수
보조금과 대항조치의 수준 김민서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주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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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 개최일

2010.10.21-22

장소

제주대학교

주제

<공동학술회의 - 일제강점 유산의 청산을 위한 국제법적 현안과 과제>
강제병합 100주년 : 오늘의 한국 국제법학에 대한 교훈 정인섭 교수
주권수호를 위한 대한제국의 조치와 국제법적 평가 성재호 교수
강제병합 조약체결의 역사적 정의와 국제법적 조명 도시환 연구위원
강제병합관련 조약의 적법성 평가이론의 검토 김용환 연구위원
일제강점의 유산 청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박기갑 교수
<분과위원회 학술회의 - 2010년 국제법적 현안과 한국 국제법학의 임무>
국제법 기본이론 분과위원회
국제법 개념에 대한 가치지향적 연구방법 오병선 교수
국제법 연원의 재검토 김석현 교수
국제규범의 집행에서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백태웅 교수
국가행위이론의 다양성과 미국의 국가행위이론 김민서 교수
해양법 및 우주법 분과위원회
영토의 획득에 사용된 무력사용의 효력과 영토처분 이석우 교수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의 차이 김찬규 명예교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최근 발달 상황과 평가 그리고 전망 방호삼 교수
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 환경법 분과위원회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WTO 분쟁해결절차 이재민 교수
환경보조금과 WTO법 김대원 교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박수진 박사
국제분쟁해결 분과위원회 / 전쟁법 및 인도법 분과위원회
국제법상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와 극복방안 최태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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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 오승진 교수
집속탄 금지협약의 성립배경과 국제인도법적 쟁점 이장희 교수
<특별발표 - 2010년 독도해양영토 정책토론회>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신창훈 박사
최근 ICJ 판례분석 박찬호 교수

2011년 제11회 국제법학자대회
- 국제법 : 한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개최일 2011.10.21-22
장소
영남대학교
주제
<제1부 국제학술회의 - Asian Engagements with International Law and Enduring
Jurisdictional Disputes and Issues with Islands>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 ASEAN and WTO Dispute Resolution in ASEAN Walter WOON 교수
The Politics of Doha Round Negotiations: A Crisis in the Offing
Surendra BHANDARI 교수
Asia’s Historical Encounter with Western International Law
Japan’s Encounter with International Law in Its Modern History
Masahiro MIYOSHI 교수
International Law in the Courts of the Straits Settlements: 1867–1946
Kevin YL TAN 교수
Early Asian Engagements with International Law
M. Christopher W. PINTO 재판관
Enduring Jurisdictional Disputes and Issues with Islands
State Responsibility in Disputed Areas on Land and at Sea Enrico MILANO 교수
The South China Sea: the Troubled Water Julia XUE 박사
The Development of Boarding and Inspection Mechanism: A Relegation
of Freedom of High Seas? Dustin Kuan-Hsiung WANG 교수
Korea’s Trial of Somali Pirates Seok-Woo LEE 교수
국제재판의 주요 실체적, 절차적 쟁점
ICJ 재판에서의 증거기준 최원목 교수
국제사법법원 판결의 국내법원에 대한 구속력 류병운 교수
독도관련 국제법 법원 유하영 연구위원
<제2부 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국제법 기본이론 분과위원회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 국제법 규범 질서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며 박정원 교수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의 관계 - 조약의 개정인가, 신조약의 체결인가? 김대순,
김민서, 박지현 교수
시제법 문제의 형평적 접근 오병선 교수
국제환경법 분과위원회 / 국제분쟁해결 분과위원회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이행준수체계의 국제법적 함의 박수진 박사
국제법상 자연재해 구호체제 확립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아시아 자연재해와 ILC 재해시
인간보호를 중심으로 김성원 교수
국제재판의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성립 가능성 최지현 박사
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 해양법 및 우주법 분과
한국의 조약체결절차와 번역본의 법적 문제 박덕영 교수
글로벌금융위기와 국제토빈세(Tobin tax) 논의 전망 주진열 교수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보험 조홍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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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 및 인도법 분과위원회
리비아사태에 “보호책임”(R2P) 적용의 국제법적 검토 사항 이장희 교수
리비아 사태의 국제법적 검토 (R2P, ICC, 대량난민 등) 조정현 박사
제네바법의 발전과 한계 이용호 교수
남북이산가족문제의 국제인권법적 접근과 해결 제성호 교수

2012년 제12회 국제법학자대회
- 국제법의 최근 쟁점과 동향 개최일 2012.10.19-20.
장소
부산대학교
주제
<국제학술회의>
독도 영유권과 국제법 김용환 연구위원
Indonesia’s Experience in Settling Its Territorial Disputes with its Neighbours
Prof. Hikmahanto Juwana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합법성에 관한 연구 Prof. MA Guang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UN Security Council Measures
Prof. Masahiko Asada
<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국제법기본이론 및 역사 분과위원회
EU 회원국간 양자투자 조약의 법적지위 김민서 교수
국가구성 3요소 중 <영토의 구체성> 고찰-”SCAPIN 677호에 관한 법적논의 속의 오류와
모호성”을 중심으로 나홍주 독도조사연구학회 전회장
국제법 분석방법으로서 경험주의 접근방법 김성원 교수
국제공역분과위원회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기구법 분과위원회
통일 한국의 기선 문제 김동욱 법무실장
해양경계분쟁에 있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이창열 전문연구원
해양경계획정과 제3자의 소송참가 최지현 연구원
The CJEU’s Preliminary Ruling on the Validity of the Inclusion of Aviation in the 		
EU-E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Dimensions Prof. Laura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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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분과위원회
한-미FTA 실체법적 환경규범의 국내적용 최원목 교수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검토 최송자 교수
NAFTA 분쟁사례를 통해 본 FTA분쟁해결제도의 효용성과 함의 박언경 객원교수
Standing at the New Door Step? Restriction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in the 2012 Korea-Japan-China Trilateral Investment 이재민 교수
국제인권, 인도, 형사법 분과위원회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 협약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이규창 연구위원
내전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그 한계 이용호 교수
무력충돌시 사용되는 신무기 기술과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 이장희 교수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국내 민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방향 강병근 교수
Partially Right, Partially Wrong: A Reassessment of the Intern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백범석 연구원

07
국제인도법 세미나
제1회 제네바협약 보급의 효율적 방법 모색
1973

적십자와 제네바협약 보급
제네바협약의 이행 및 보급을 위한 국내적 조치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전수
군대에 있어서의 제네바협약의 교육
청소년층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보급
일반대상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보급

제2회 국제인도법의 당면문제
1976.11.26(금)
~28(일)

국제인도법의발전과 오늘의 세계

이영기 교수(서울대 법과대학장)

게릴라전투원의 포로자격

엄수남(육군본부 법무관실
고등검찰부장)

민방위조직 및 요원의 보호

김명기 교수(육군사관학교
부교수)

무력충돌시 적십자 역할의 강화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

전시민간인 구호

김종수 교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제3회 전시인도법의 발전과 우리의 과제
1979.5.8~9

1949년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의 대비

김득주 교수(국방대학교)

추가의정서 비준상의 중요 고려사항

배병승 교수(외교부 조약국
국제법규과장)

특정한 재래식무기에관한 인도법의 발전

김용균 박사(국방부 법무관)

국제인도법 보급방법의 개선책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

제4회 특정 재래식무기에 관한 국제법상의 방향
1980.11.17~18

특정한 재래식무기에관한 입법의 개요

김석우 교수(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UN무기회의의 주요 쟁점

정운장 교수(영남대학교)

남북한간 무기체계의 비교

송만석(국방과학연구소)

현대무기의 살상능력과 군진의학의 발달

황인려(전북대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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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시행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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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1.30

1949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적용상의 법적 문제

1949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국내시행상의 제문제

정운장(영남대학교 교수)
김명기(명지대학교 교수)

제6회 현대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
1982.11.19~20

국제인도법의 시행

지정일(서울대 교수)

전투수단의 규제원칙에 관한 재검토

정운장(영남대 교수)

무력충돌에 대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방향

정헌국(한적 인도법연구소장)

국제인도법의 보급

최은범(한적 청소년·
사회봉사부장)

제7회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의 제문제
1984.12.18~19

현대무기의 살상능력과 군진의학의 발달

한형건 교수(인하대학교)

국제인도법상 남북이산가족의 재회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

전시 민간인보호의 강화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장)

Geneva 제협약추가의정서의 준수

정운장 교수(영남대학교)

제8회 현대국제인도법의 주요문제
1987.2.24

국제인도법상의 테러리즘금지

김찬규 교수(경희대학교)

민방위의 국제적 보호

정운장 교수(영남대학교)

피난민의 인도법적 보호

노명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9회 현대국제인도법의 구현방안
1988.2.12

제네바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의 금지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

전쟁법 준수확보를 위한 국방당국의 조치사례

김득주 교수(국방대학교)

제네바법의 국내적 이행

공석조 검사(국방부
섭외법무심의관실)

제10회 적십자 정신의 재조명과 해외동포의 인도적 보호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1989.5.11

적십자정신, 활동, 대한적십자사의 과제

이영덕(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제네바법의 재조명

정운장(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중·소 한인동포의 인도적 보호

지정일(대한국제법학회 이사)

재일동포의 인도적 보호

정인섭(한국국방통신대학
법학과)

제11회 보호하자 인간생명 드높이자 인간존중
1991.10.25(금)

평화시 인간의 생명과 보호에대한 적십자 역할(법률과

Dr. Jiri Toman

정책 발표)
무력 충돌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
난민법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보호
분단국가에서의 실향민 보호(동독의 경험)

Dr. Marco Mumenthaler

Dr. Pierre-Michel Fontaine
Dr. Torsten Stein

제12회 무력충돌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인도법의 동향
1991.11.20

민간인보호

김정균 교수(성균관대학교)

언론인보호

김재규(경희대학교 교수)

제13회 이산가족의 재결합
1993.2.12(금)

남북합의서와 이산가족

김재규(경희대학교 교수)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독일의 사례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남북이산가족과 재결합

김명기(명지대학교 교수)

제14회 민간선박 보호와 국제법
1995.11.24(금)

평시 민간선박의 보호

이영준 교수(경희대학교)

전시 민간선박의 보호

강영훈 교수(해군사관학교)

제15회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 탈북자의 법적 지위
1996.11.22(금)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

민경길(육군사관학교 교수)

탈북자의 법적 지위

박기갑(한림대학교 교수)

제16회 군대내 부하교육의 현황과 과제
1997.12.3(수)
~ 4(목)

국제인도법의 철학과 기조

김정균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과제

정운장(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제1회 인도법세미나 건의사례중 주요 실적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

김득주(국방대학원 명예교수)

상설 국제전범재판소의 설립문제

이민재 육군소장(법무관리관)

군부에 있어서 국제인도법 교육의 당위성과 그 실천방향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

군부내 보급교육의 현황과 과제
·해군의 군제인도법 교육현황과 과제

강영훈 교수(해군대학)

·육군의 전쟁법 교육실태 및 문제점

민홍철 중령(해군법제과장)

·군내 인도법 교육현황과 발전방향

김병렬 중령(국방대학원 교수)

제17회 국제인도법 발전의 새로운 경향
1998.11.20(금)

국제인도법 발전의 새로운 경향-국내분쟁에 적용될

김정균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신이론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분석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인도법 위반범 처벌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확립

최태현 교수(한양대학교)

제18회 국제인도법의 비전과 과제
1999.11.19(금)

국제인도법의 비전과 과제

정운장(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조시현 교수(법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제네바협약 50년과 한국:회고와 전망

민경길 교수(육군사관학교)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평가:무기사용 규제를 중심으로

이용호 교수(영남대학교)

인도법 적용에 관한 한국의 제도와 이행

성재호 교수(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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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보급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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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7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김진섭 법무관리관(국방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민경길 교수(육군사관학교)

국제인도법의 효과적인 보급방안

Harald Schmid de Gruneck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
대표단장)

제20회 국제인도법상 난민과 이산가족의 보호
2001.11.23(금)

국제인도법상 난민과 이산가족보호

백봉흠 교수(동국대학교)

국제난민보호법의 발전 추세

김성순 교수(순천향대학교)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현실과 과제

이병웅 총재특별보좌역
(대한적십자사)

제21회 21세기 국제인도법의 전망
2002.11.22(금)

21세기 세계인도법의 전망

김명기(한적 인도법자문위원/
천안대 석좌교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이행과 문제점

성재호 교수(성균관대학교)

새로운 형태의 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의 발전방향

신각수(외교통상부 조약국장/
한적 인도법자문위원)

제22회 정전 50주년과 국제인도법
2003.11.25(화)

정전 50주년과 국제인도법의 제 문제

민경길 교수(육군사관학교/한적
인도법자문위원)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과 보급의 효율화

최은범(한적 인도법자문위원)

제23회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이행
2004.11.26

무력충돌시 인간의 존엄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의 실천

장복희 교수(가톨릭대)

국제인도법의 국내이행 방안

박주범 법무관리관(국방부)

제24회 <대한적십자사 설립 100주년 기념> 국제인도법의 증진과 존중을 위한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역할
2005.11.3(목)

Promotion of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Paolo Bernasconi(Member of
Law : An ICRC perspective

The ICRC)

in the Promotion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Rol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Humanitarian Law

Abdul G. Koroma(Judge of the

국제인도법의 증진과 존중을 위한 국제적십자.적신월

김명기(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운동의 역할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Realities and Problems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r. Marco Sassoli(Professor of

The ICRC’s role in dissemination International

Denis Alliston(Head of Regional

Humanitarian Law In Contemporary Armed Conflicts
Humanitarian Law(IHL in East Asia)

Geneva University)

Delegation for East Asia)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 및 보급활동과 향후과제 김영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제25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인도법의 증진 및 보급시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이 당면한 의무, 책임과 도전
2006.11.9(목)

영구한 평화를 위한 조건 : 국제인도법에 내포된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정의와 화해의 통합적 접근을 활성화 해야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장)

Promotion of IHL by the Red Cross and Red

Denis Alliston(Head of ICRC Regional

Crescent Movement : Mandate, Responsibility and Delagation in Beijing)
Challenges

RCSC’s Development of Dissemination Program

Hailing QIU(Head of International

Oraganization Division of Red Cross
Society of China(RCSC)

Dissemination for Young People : The Hong Kong Szeto Kin-tat(Senior staff office of the
Red Cross IHL Moot Competition and others

Youth & Volunteer Department, Hong

Current Situation of IHL Education in Mongolia

Samdandobji Ravdan(Secrerary Genral,

Programmes

and its Strategic Objective

The Dissemination of IHL IN Japon and the Role
of the Japanese Red Cross Society

Experience on Diss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IHL and Fundmental Principles of
RC/RC move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Kong Red Cross Society)

Mongolian Red Cross Society)

Tadao Inoue(Professor, Japanese Red

Cross Society Junior College of Akita)

Mr. Sergey Yakovlev(PhD, Chairman of
RRC IHL Committee)

Th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IHL in the

Roy Bautista(Head of IHL Office of the

한국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보급상황과 전망: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적십자인도법연구소 30년간 활동을 중심으로

IHL(산레모) 정규회원·

Philippines

Phillippines National Red Cross)

국립안동대학교 출강(국제법)

제26회 <1907년 헤이그협약100주년·1977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30주년 기념>
헤이그법에서 제네바법까지
2007.11.15(목)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100주년과 대한제국

정일영(전 외무부차관)

헤이그협약과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한국 김명기 교수(명지대학교 명예교수/한적
인도법자문위원)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30년의 회고와 전망

최은범 박사(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제27회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와 21세기 전망
2008.11.20(목)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와 21세기 전망

최운상(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인도·
이집트 대사)

민족자결권과 소수민족 보호

이영준 교수(경희대/한적
인도법자문위원장)

한반도에서 국제인도법상 현안문제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한적
인도법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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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1949년 제네바협약 체결 60년의 역할과 의의 무력충돌시 개인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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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와 도전 국제인도법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2009.11.12

1949년 제네바협약 체결 60년의 역할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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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와 독도
1. 1979년 3월 제1차 독도학술연구 탐사보고*
가. 탐사동기
한·일 정부간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지상에 가끔 보도됨에 따라 국제법 전공 현역교수
들은 그 귀추를 예의주시했고, 또한 본회 회원들이 그 동안 석ㆍ박사 학위논문 또는 본회학술지에 독도
에 대한 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어 본회회원들은 독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차제에 5년 전부터 독도 실지 탐사를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당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오
던 중 한국해양대학이 항해실습으로 동해를 항해한다는 계획을 알고 해양대학측과 교섭하여 본회의 회
원 16명 그리고 단국대학 박물관장을 비롯한 고고학자, 역학자를 포함하여 단장에 양준모(본회 회장),
고문에 장충식(단국대 총장)을 위시하여 총 27명으로 독도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치안본부에서 신원조
사, 독도상륙허가 등을 마치고 외무부와 관계당국에 사전 통보한 후 해양대학 실습선 “한 바다호”(3,500
톤)로 독도를 탐사한 것이다.
나. 탐사경과
197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탐사를 하였으며 그 경과일정은 독도 현지에서 3월 27일 06
시부터 동일 18시30분까지 총 12시간 독도에서 체류·답사하였으며 답사중 행사로는
1) 독도 경비대장(김정일 경사)으로부터 현황 브리핑 청취
2) 위문품(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한 구급의약품 13종과 보관함, 및 금일봉) 전달

* 「국제법학회논총」 제24권 제2호(통권 제46호), 1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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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사기념비와 독도영유권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하신 학자 중에 이미 고인이 된 박관숙 박사 추모


비를 건립하였으며 독도에서 자랄 수 있는 수목을 가지고 가서 탐사기념식수를 하다.
4) 독도를 중심으로 한 부근의 해도를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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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로 선박내에서 아래와 같이 독도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 송병기 교수(단국대 사학과)
“고종시대의 울릉도, 독도 경영”
<2> 김명기 교수(육사 법학과)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년)의 분석과 독도 문제에 적용”
<3> 양준모 단장(본회 회장)
“한·일 변호사 협회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우리의 향후 대응책”
다. 탐사성과
1) 항해학적 방법에 의하여 독도위치를 측량하였고 독도를 중심으로 한 근해의 해도를 측정하였으며 새
로운 해구(해산)를 발견하였다.
2) 탐사단원들은 독도는 미개척지로 우리의 영토로서 여하한 경우라도 수호,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였다.
라. 건의사항
1)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제반조치가 감정적이고 미온적인것 같은 인식을 받았다. 예를 들면 독도 경비
대가 주둔하고 있는 막사, 초소 등의 시설미비 뿐만 아니라 동도, 서도 어느곳이던 적당한 지점에 소
형 선박이나마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조업 중 어선의 긴급 대피 시설 등을 영구적으로 건립하고, 경비
대에 최소한 해양경비정 1척 정도는 상주시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최대한 활용하고 이러한 것은 간
접적으로 독도를 우리의 영토임을 기정사실화 시키게 됨으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하며
2) 독도에 관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계자료 및 정보는 가능한 한 학자들에게 공개하여 학자들이 독
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면밀히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할 기회를 정부가 조치해주기 건의하며
3) 아울러 본회 소속 국제법교수 그리고 외교사, 사학자등 관계되는 각계인사들이 독도에 대한 학술적
인 면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학술연구에 매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별첨>
1. 독도학술연구조사단 명단
2. 독도 탐사 일정표
3. 항해학적 방법에 의한 독도 위치 측량 결과 보고

<별첨 1> 독도학술연구조사단 명단
단장

양준모 박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고문

장충식 박사 (단국대학교 총장)

부단장 박종성 박사 (단국대학교 교수)
단원

김명기(육관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찬규(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로계현(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교수실장)

문순흥(단국대학교 법학과)			

박경식(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응제(단국대학교 사학과)			

백봉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희원(이화대학교 법정대학교수)		

송병기(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양재목(수산대학 교수, 전 수산대학 학장)

이병조(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우택(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이중범(단국대학교 천안대학 학장)		

이흥국(단국대학교 법학과)			

장인석(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정영호(단국대학교 박물관장)			

정운장(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회환(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교수)		

차문섭(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우일(단국대학교 기획실 차장)		

최은범(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장)		

최재훈(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성화(건국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홍순칠(전 독도 경비대장)			

(이상 28명, 학위 생략, 가나다 순)

<별첨 2> 독도 답사 일정표
3월 26일 (월)

07시 40분 : 서울역 새마을호 대합실 집합

		

08시 00분 : 부산향발(새마을호 편)

		

12시 50분 : 부산도착(지방회원 합류)

		

13시 00분 : 해양대학 향발(해양대학 버스 대기중)

		

13시 30분 : 해양대학 도착, 학장예방, 해양대학 환영식 참석

		

15시 00분 : 한바다호 탑승, 독도 향발

		

18시 00분 : 만찬

		

19시 30분 : 선내 장충식총장(고문)주최 리셉션, 한바다호 간부 승무원도 참석

		

-취침-

3월 27일 (화)

05시 30분 : 독도 도착(일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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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00분 : 조찬

		

09시 00분 : 독도상륙, 답사

		

10시 00분 : 브리핑, 위문품 전달

		

11시 00분 : 기념식수, 기념비, 박관숙 박사 추념비건립, 독도해도측량 및 답사계속

		

-답사-

		

18시 00분 : 한바다호 귀환

		

18시 30분 : 만찬

		

20시 30분 : 독도에 대한 강연회

		

@20시 00분 : 양준모 회장(단장)초청 리셉션					
선장, 해양대학 연습감 감사패 수여

		

-취침-

3월 28일 (수)

08시 00분 : 조찬

		

13시 00분 : 오찬

		

15시 00분 : 부산도착, 해단식

		

16시 00분 : 서울 향발

		

21시 50분 : 서울 도착, 해산

<별첨 3> 항해학적 방법에 의한 독도위치 측량 결과보고
한국해양대학
연습 : 1010-543

49) 0031-34

1979. 4.30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장
제목 : 독도 학술조사시 위치 조사·통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양축하나이다.
2. 대국학 제2631호로 문의하신 독도 측량위치(항해학적방법에 의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독도(동도의 국기 게양대) 위도 37°15, IN
		

경도 131°52′,3E 끝

						

한국해양대학장

사 본

2. 2001년 7월 제2차 독도학술연구 탐사보고*
200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국제법학회는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1979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독
도학술탐사를 하였다. 탐사중에 두 번의 학술세미나를 가졌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
도 채택하였다. 이에 독도학술탐사단의 명단, 참석자명단, 학술세미나의 개요 그리고 채택된 ‘독도에 대
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를 아래와 같이 싣는다. 또한 탐사중에 있었던 일화와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
하고자 「독도탐사기」를 싣는다.
가. 독도학술탐사단
○단

장 : 이장희(대한국제법학회장)

○ 명 예 단 장 : 한형건, 노명준, 김찬규
○ 총무위원장 : 박기갑(대한국제법학회 총무이사)
○ 총 무 위 원 : 김두수(본학회 간사), 홍성근, 이석준
○ 연구위원장 : 김석현(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 연 구 위 원 : 김두수(본학회 간사), 홍성근
나.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고철환(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이석주(고려대 석사과정)

김두수(한국외대 박사과정)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김려생(한서대 교수)

이태규(안양대 교수)

김부찬(제주대 교수)

정갑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석현(단국대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김찬규(경희대 명예교수)

최은범(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나홍주(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최정순(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노명준(한국외대 교수)

최종화(부경대 교수)

박기갑(고려대 교수)

최철영(대구대 교수)

박병도(건국대 교수)

최태현(한양대 교수)

유재형(청주대 교수)

한형건(인하대 명예교수)

윤익수(전 관동대 교수)

홍성근(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기석(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다. 7월 12일(목) 학술세미나
○ 장소 및 시간 : 울릉군청 회의실, 저녁 7시~9시
○ 탐사단장 인사 : 이장희(대한국제법학회장)
○ 주제발표
* 제1주제 : 독도의 자연 연구사 개관 - 고철환 교수(서울대 해양학과)
* 제2주제 : 독도의 지리적 현황 – 이기석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통권 제90호),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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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7월 13일(금) 학술세미나 및 간담회


○ 장소 및 시간 : 울릉군청 회의실, 저녁7시~9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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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관계자 인사
* 제3주제 : 독도와 국제법 – 김찬규 명예교수(경희대)
* 전체토론
마. 탐사일정
월일
7월 11일(수)

시간

집결: 지하철 신사역 7번출구, 대아여행사 앞

서울

00:00~06:00

서울 → 포항 이동(울릉도 여객선 선착장)

버스

조식 및 휴식(일호식당, 선착장 앞)

포항

포항 → 울릉도 이동 (도동항)

쾌속선

방(대구여관) 배정 및 중식

울릉

울릉도 및 독도 관련 기념시설 방문

독도박물관

10:00~13:00
13:00~14:00
14:00~17:00
17:00~18:00
18:00~19:00

대구여관

독도방문 기념 학술세미나

군회의실

21:00~

휴식 및 취침

대구여관

06:00~07:00

조식

대구여관

울릉도 → 독도 이동

어업지도선

독도 관계자 위문 및 탐사

독도

07:00~11:00

11:00~13:00

13:00~14:00
14:00~18:00

중식
독도 주변 해역탐사 및 울릉도 귀항

어업지도선

석식

대구여관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군회의실

21:00~

휴식 및 취침

대구여관

07:00~08:00

조식

대구여관

18:00~19:00
19:00~21:00

08:00~09:00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09:00~12:00
7월 14일(토)

휴식
석식

19:00~21:00

7월 13일(금)

비고

23:30
06:00~08:00

7월 12일(목)

내용

12:00~13:00
13:00~14:30
14:30~17:30
17:30~18:30
18:30~24:00

휴식
울릉도 주변 수역 탐사

어업지도선

중식
출발준비
울릉도 → 포항 이동

쾌속선

석식(일호식당)

포항

포항 → 서울 이동

버스

※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었음.

●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독도학술탐사단은 1979년 3월 제1차 독도학술탐사에 이
어 22년 4개월 만에 200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두 번째로 방문하여 현지답사, 학

술발표회와 더불어 현지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본 탐사단에는 23명의 국제법학자 외에 지리학자와
해양학자 각 1명이 참여하였다. 이제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탐사단은 현지답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
은 의견을 결집하여 대내외에 밝힌다.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정부와 모
든 국민은 독도영유권 보전과 실효적인 주권행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2.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 독도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국제법 · 국제정치 및 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바, 앞으로는 지리학 ·해양학 · 생태학 등 사회/자연과학적 접근과 함께 관련 학문간 학제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독도에서의 물양장(선가장) 건설 지연으로 인해 상당수 어민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
는 바, 정부가 이러한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푸른 울릉 · 독도가꾸기회’를 위시하여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5.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 제고와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방
문을 위해 독도를 개방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산을 위해 독도의 영문표기를 단일화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한국 내 독도연구 결과물의 영문번역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
극 지원하여야 한다.
7. 독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인 연구와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유관부처 실무자와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8. 본 탐사단은 최근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우려를 표시하며, 차제에 독도수호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한편, 일본학계의 독도 연구동향에 대한 주도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국제법적 대응논리 개발에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7월 14일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탐사단 일동

●獨島探査記
- 金 奭 賢*

1. 벅찬 기대를 안고 독도를 향해 출발!
독도로 떠나는 날. 7월 12일 밤 11시 30분 지하철 신사역 앞.
출발 전날까지 해양수산부 및 울릉도 관계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전화통화 하느라 회의 하느라 계속
준비에 부산했던 집행부는 당일 날 출발시간 보다 1시간 반 이른 밤 10시에 만나 준비물을 챙겼다. 인근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음료수, 과일, 과자류, 모기약 등을 사고, 약속장소로 다시 가니 일행들이 와서 기
다리고 있었다. 모처럼 만에 뵙는 원로 선생님들도 적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끼리 안부도 묻고,
* 단국대 조교수·본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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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대원’ 답게 그럴듯한 복장을 하고 나타난 회원들을 추켜세우면서 웃으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자꾸


간다. 총무이사인 박기갑 교수가 인원을 확인하고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나니, 벌써 밤12시. 출발!
버스는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만약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었다면 웃고 떠들며 깨나 시끌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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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지만, 우리 버스 안의 분위기는 싱거울 정도로 조용했다. 출발 때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
는 분들이 좀 있었지만, 바로 다들 눈을 붙였다. 이렇게 하여, 지난 1979년의 독도 탐사이후 22년만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2001년도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탐사의 2박 3일 일정의 막이 올랐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휴게소를 거치면서 달리는 동안 버스 엔진음을 벗 삼아 제법 잠에 빠져드는가 싶
었더니 갑자기 조용하다.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환하게 밝았다. 앞에 바다가 보인다. 시계
를 보니 아침6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포항에 도착했단다. 다들 버스에서 내려 이미 아침식사가 예약되
어 있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인지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단다. 식사가 나오려면 7시 반이 되어야 한단다. 피곤
한 사람들은 식당 방에 누워 눈을 붙이고, 일부는 목욕탕으로 가고, 일부는 포항해수욕장을 한 바퀴 돌며
아침산책을 했다. 해장국으로 식사를 간단히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울릉도행 쾌속선에 오른 것이 10시.
배가 생각했던 것 보다 크고 속도도 빨랐다. 뱃길이 편안해서인지 멀미하는 분들도 거의 없었다.

2. 鬱陵島 도착
울릉도까지는 세 시간 밖에 안 걸렸다. 객실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가 싶
었는데, 옆에서 울릉도에 다 왔다고 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필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도 처음이
라, 창 앞에 나타난 울릉도만 보고서도 아이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오랫동안 말로만 들어 온 천지를 만
나는 것처럼.
울릉도 도동항. 예약된 여관에 들어서니 억센 경상도 사투리지만 한 눈에 친절해 보이는 주인 아주머
니가 반갑게 맞는다. 외국어대 박사과정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탐사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홍성근씨
가 울릉도에 여러 가지로 연고가 많아, 숙박 예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놓았다. 그는 과거
독도의용수비대장이었던 홍순칠 선생의 조카이다.
짐들을 대충 쌓아놓고 점심식사들을 했다. 식사를 끝낸 일행은 이어 바로 독도박물관을 견학한 후, 케
이블카로 독도 전망대에 올랐다. 그 동안 필자와 정갑용 박사는 다음날 빌리게 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선 관계자들을 만났다. 배가 도착하여 선착장으로 내려가 보니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무궁화호” 라
고 새긴 어업 지도선이 반긴다. 친절하게 맞아 주는 선장, 기관장과 함께 일정을 협의하고, 독도로 가져
갈 위문품을 미리 배 안으로 옮겼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니 전망대에 올라갔던 일행들이 다들 내려와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식
사를 했다. 먹음직스런 울릉도 산나물무침들을 반찬으로 해서 식사를 끝낸 후, 저녁 7시부터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첫째 날 세미나는 독도의 자연환경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진행은 총무이사인 박기
갑 교수가, 그리고 세미나 사회는 연구이사인 필자가 맡았다. 탐사단장인 이장희 회장의 인사가 있은 후
3인의 명예단장 중 한 분인 한형건 교수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두 분이 발표를 맡아 주
었는데 먼저 서울대 해양학과의 고철환 교수가 “독도의 자연연구사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 지리
환경 및 서식 동식물, 지형과 지질 등 자연생태계를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이어 서울대 지리학과의 이기
석 교수가 “독도의 지리적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 지리, 지형, 지질, 기후 등과 독도의 상주인원

거주 현황을 설명하였다. 두 분이 모두 원고에 풍부한 관련 자류들을 첨부하여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늦은 시간인데다 다들 강행군에 지쳤을 터인데도 토론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토론 과정에서 독
도의 자연환경에 관한 많은 질문과 의견이 나왔으며, 독도 문제에 관한 남북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예정시간이 넘어서야 회의를 마감하고 숙소에 돌아오니 9시가 훨씬 넘었다.
대부분은 바로 취침에 들어가고, 젊은 회원들 중 일부는 모처럼의 단체 나들이에 잠자리에 들기가 아
쉬워 선착장으로 나가 밤바람을 쐬기도 했다.

3. 獨島에 上陸
둘째 날 – 일행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바로 식사를 끝냈다. 7시에 선착장으로 내려가 어업지도선 ‘무
궁화 8호’를 타고 독도로 향했다.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도 별로 없는 듯하다. 출발당시 기온은 섭씨24도,
파고는 2미터 미만으로 항해에 최적 조건이란다. 우리 무궁화호는 약 14노트의 속도로 달렸다. 배 안에
서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두 방으로 나뉘어 자리를 잡았다. 배가 크면 독도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해양
수산부에서 특별히 마련해 준 350톤급의 소형 어업 지도선이다.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서 독도까지
약 4시간이 걸린단다. 방안에 앉아 있기가 답답했던지 일행들은 갑판대로 올라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거나, 조타실로 들어가 기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했다. 파란 하늘에 검푸른 동해바다가
이처럼 실감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바다 없는 나라들은 참 서럽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해 보았다.
배가 롤링이 심해서 인지 2~3시간 쯤 되니 일행들 중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약 3시간이 지나니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푸르스름한 물체가 시야에 잡힌다. 그게 바로 독도란다. 일
행들이 갑판대 위에 올라가 그쪽을 응시한다. 이제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그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학회 세
미나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국제법연구자들의 입술을 그토록 맴돌던 독도 ─. 그 독도에 드디어 왔나 보
다. 그토록 갈망하던 독도 탐사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과연 기상조건이 협조할지 은근히 꽤나 걱정을 했
는데,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어 계획된 시간에 독도에 도착한 것이다.
일행들은 아직도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독도를 바라보면서 그저 미소만 짓는다. 한 40~50
분을 더 달렸을까, 독도가 이제는 분명히 그 자태를 드러낸다. 아!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맨 동쪽 섬, 독도
구나! 독도는 결코 외롭게 생기지 않았다. 씩씩해 보였다. 그리고 의연해 보였다. 마치 어디 멀리 다녀
온 엄마 아빠를 만나고는 울기는커녕 씨~익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기특한 아이처럼! 이제 그 독도가 우
아하기까지 한 자태로 우리 앞에 우뚝 솟아 있다. “반가워요. 나는 건재하니 걱정들 말아요”라고 나직
이 속삭이는 듯하다. 독도는 정말이지 평온해 보였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로 고요하고 평화롭다.
다들 별 말이 없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제 배가 더 이상 독도로 근접하지 않고 주위를 천
천히 한 바퀴 돈다. 접안 준비를 한단다. 뱃머리를 조금씩 돌릴 때 마다 독도의 모습이 천의 얼굴로 변
한다. 그야 말로 절경이다. 때로는 바로 그 모습, 사진에서 보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는 듯 하
더니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버린다.
배가 이제 동도로 천천히 접근한다. 일행을 마중 나오는 독도경비대원들이 보인다. 경비대원들을 따
라 삽살개들이 줄지어 나와 우리를 반긴다. 드디어 접안 완료! 이장희 회장을 선두로 하여 일행은 배에
서 내렸다. 이 때 시간이 11시 22분.
접안시설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어 있었다. 배에서 내리면 바로 발이 닿을 수 있는 콘크리트 부두시
설이 깨나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경비대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잠시 사진촬영이 있었다. 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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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안내로 계단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아담한 막사가 나온다. 건물 맞은 편 바위벽에 ‘한국령’이라


고 새겨진 글씨가 뚜렷이 보인다. 경비대장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독도의 현황과 경비상황에 대해
브리핑이 끝나니 일행들로부터 이런 저런 질문이 나왔다.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본 선박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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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어떻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가, 육지에서 식물들은 옮겨다 심을 수 없는가, 서도에 식수원이 있
다던데 확인 되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다.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가 준비해간 대형 태극기
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닷물을 정수하였다는 물을 마셔보
니 맛이 괜찮다. 식사 후 약 1시간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독도 체감」을 위한 시간이다. 삼삼오오로 나뉘
어 등대시설을 둘러보며 직원의 설명도 듣고, 국기게양대와 위령비도 들려 보았다. 그리고 헬기장에서
서도를 바라보며 경치를 감상했다. 정말 절경이다. 동도와 서도를 잇는 가교를 놓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
각을 해보았다. 이렇게 동도를 둘러보다가보니 시간이 다되었다. 경비대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배에 오른 시간은 오후 1시 45분.
울릉도에 도착하니 저녁 5시 50분이다. 아침 일찍부터 힘든 뱃길에 시달린 데다 식사까지 하고 나니
피곤이 엄습해 왔다. 그래도 세미나는 해야지. 울릉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장희 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상태 울릉군청 기획 감사실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그리고 노명준 교수가 명예단장들 중 한 분으로서
격려사를 해주었다. 세미나 첫 순서는 독도 관련 울릉도 인사들의 초청 강연이다. 모처럼 귀한 분들을
모셨다. 여러분이 참석했는데 그 중 독도수호 울릉연대 회장이며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원으로 있는
김병렬씨, 푸른 울릉ㆍ독도 가꾸기회 회원인 이재도씨, 그리고 독도주민등록자로서 유일한 독도주민인
김성도씨가 단상으로 나와 발표를 해주었다. 이들은 독도수비대 시절의 경험과 현재 독도의 환경 그리
고 주민거주 상황을 실감나게 그리고 때로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설명했다. 모처럼 만에 그 동안 밀린 이
야기들을 하고픈 심정인지 마이크를 놓을 기미가 안 보인다. 간신히 매듭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김
찬규 교수의 “독도와 국제법”에 관한 발표이다. 이 발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해양법협약 제121조상의
독도의 법적 지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의 독도의 역할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학회에서 계속 다루
어 오던 테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직접 다녀와서 임하는 발표회라 그런지 질문과 커멘트 들이
새삼스레 예상외로 많이 나온다. 발표내용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토론은 그칠 줄 몰랐다. 이러다가 회의
실 예약시간을 너무 많이 넘겨서 안되겠다 하고, 간신히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여관으로 돌아오니 거의 10시, 이장희 회장이 일행들을 위해 생선회를 한 턱 냈다. 선착장에 내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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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주문했다. 펄떡펄떡 뛰는 팔뚝보다 더 큰 놈 한 마리와 좀 작은 놈들 몇 마리를 사고 덤으로 주는 고
기들까지 얻어 식당에 가져가니 아주머니가 회와 매운탕을 준비해 줬다. 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이 아니어
서 그런지 다소 한가한 분위기다. 모처럼 만에 야외에서 함께 자리한 학회 회원들 간에 주고받는 덕담과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진다. 독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화창했던 날씨가 고맙고, 학회에서도 날짜를
기막히게 잘 잡았다고 다들 만족해했다. 앞으로 이런 탐사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다고들 했다.

4. 울릉도 답사, 그리고 귀가
셋째 날 ─ 7시에 기상하여 식사를 했다. 연이은 바쁜 일정 속에서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데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 나누며 지내서 그런가보다.
식사 때마다 나오는 산채나물이 물리지 않는다. 취나물도 맛있었고, 특히 ‘명이’라는 나물이 감칠맛이 있
었다. 울릉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명을 잇기 위해 먹었다고 해서 이름이 ‘명이’가 되었단다.

포항으로 가는 배는 오후 2시라서 오전 내내 시간이 있다. 자유롭게 울릉도를 둘러보기로 했다. 배로
울릉도를 일주하는 팀도 있었고, 택시를 빌려 울릉도 내륙을 돌아보는 팀도 있었다. 필자는 김찬규 교수
님을 비롯한 4분과 함께 택시로 울릉도 탐사에 나섰다. 울릉도가 생각보다 크고 아름다웠다. 내륙의 급
경사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달리며 바라보는 산과 들의 모습도 정겨웠고, 해안도로에서 차창 밖으로 펼
쳐지는 바다 풍경도 참 좋았다. 나리분지에서 울릉도 전통건축물도 구경하고, 울릉도 농협의 호박엿 공
장도 견학했다. 석포에서 도동까지는 도로가 나지 않아서 이 구간은 배를 탔다. 하얀 갈매기 떼가 배를
둘러싸며 나는 모습이 환상적이다. 객실 밖으로 나와 과자를 던져주니 갈매기들이 날며 공중에서 받아
먹는다. 잠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기분이다. 객실로 돌아와 재미있었다고 얘기하니 동행했던 최종화 교
수님은 갈매기들 버릇 못되게 한다고 핀잔을 주며 웃는다.
도동으로 돌아와 울릉도 별미라는 홍합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 다시 포항으로 향했다. 포
항행 쾌속선에 오른 시간은 14시 30분.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로 제법 배 안이 붐볐다. 누군가가 좋
은 곳을 찾았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따라 올라가니 객실 후미의 널찍한 라운지다. 커피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포항에 도착한 시간이 17시 50분.
지방으로 떠나는 몇 분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피곤한 탓인지 다들 눈을 붙였
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했다. 제성호 교
수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하여 토론 끝에 채택한 이문건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재확인
하면서, 독도문제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독도 어민들의 편의를 위한 물양장
건설과 독도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애국심의 고취를 위하여 독도 방문을
개방할 것과 독도의 영문표기의 단일화 및 독도관련 문건의 영문번역사업 촉진 그리고 독도 관련 특별
위원회의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니 자정이 이미 지난 시간이었다. 탐사단원들은 우리 학회 회원들에게 모처럼 만의 독도
탐사를 위하여 정성껏 편의를 제공해 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울
릉국 당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3. 2005년 9월 제3차 독도학술연구 탐사보고
- 2005 鬱陵島 및 獨島學術探訪記*
康 炳 根**
가. 개요
2005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국제법학회는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독도방문단을 구성하여 1979년
3월 그리고 2001년 7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울릉도 및 독도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 중에 9월 2
일 오후 그리고 9월 3일 오전 두 차례 학술세미나를 가졌으며, 9월 3일 오후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독도에 발을 내 딛을 수 있었다.
독도방문계획은 2005년 대한국제법학회 집행부 출범시 고심해서 마련한 연간계획의 일부였으나, 실
행하는 과정에서 방문단을 구성하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 각 회원들의 개인적 일정과 맞지 않아서
*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3호(통권 103호), 2005.12.

** 한림대 법학부 부교수, 본 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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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없었던 회원들이 다수 있었다.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기상 조건이 제일 염려되었으며, 울릉도에서 독도에 이르는 항행은 일부 고령
의 방문단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천우신조로 무사히 독도에 접안하여 높이 솟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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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와 서도의 정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독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천운은 이에 그치지 않
아 울릉도에 들이 닥친 엄청난 태풍도 간발의 차이로 피하여 무사히 묵호항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서 울
릉도와 독도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올 해에 독도방문을 할 수 없었던 여러 회원
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기를 권하고, 학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독도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
색하고자 한다.
광복 60년에 가졌던 2005년 독도방문의 역사적 행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학술세미나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의 개요를 포함한 ‘울릉도 및 독도 탐방기’와 독도방문단의 명단을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나. 울릉도 및 독도 탐방기
1) 울릉도 도착
2005년 집행부는 광복 후 60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한일기본조약체결 이후 40년이 되는 해를 기념
하기 위한 행사 중 하나로써 독도 방문을 연간계획에 포함시켰다. 집행부는 외교통상부나 해양수산부의
후원을 얻어서 울릉도와 독도방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초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관련 망언 그리고 일제강점기간 한국 사람의 피해에 대한 배
상을 둘러싸고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외교통상부는 학회가 요청한 독도방문사
업 보다 다른 현안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그 결과 학회 측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여부를 명확
히 밝히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도 장관 면담 시 학회 집행부가 요청한 독도방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8월 초순경 해양수산부가 독도방문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독도방문계획이 탄력을 받
게 되었다. 해수부에서는 7월에 설립된 NGO로서 ‘사이버독도해양청’의 독도방문도 지원해야 하기에 학
회 회원 20여명 정도의 독도방문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회측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세미나를 기획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요청하였다.
방문일자는 독도의 날씨와 회원들의 일정을 감안하여 9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정하였다. 8월 30일 참
석 가능 인원을 최종 마감한 결과 학회 측에서는 26명, 사이버독도해양청에서는 21명(방송사 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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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도방문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회에서는 9월 2일 오후와 9월 3일 오전에 두 차례 독도관련 세미
나를 열기로 하였고, 독도 방문은 9월 3일 오후에 그리고 9월 4일 오전에는 울릉도를 관광한 후, 울릉도
도동을 출발하여 묵호항이나 포항으로 가는 쾌속선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독도방문단원들은 9월 2일 새벽 6시에 서울 사당역에 집결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묵호항에 도착하
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각자 자신의 소재지를 출발하여 묵호항 혹은 포항에서 울릉도 행 쾌속선을
타기로 하였다. 9월 2일은 파도도 별로 높지 않았고 항행에 지장이 없는 날씨였기에 독도방문단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들을 태운 쾌속선은 묵호항 혹은 포항을 출발하여 별 탈 없이 도동항에 도착하였고, 예정
대로 울릉도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대아리조트 호텔에 짐을 풀 수 있었다.

2) 독도관련 세미나와 독도 방문
가) 독도관련 세미나
(1) 9월 2일 오후 세미나
9월 2일 오후 세미나는 박춘호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박춘호 재판관은 한반
도의 영해가 대한제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 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
였다. 이와 함께, 대륙붕제도, 배타적경제수역제도 및 한일협정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국제재판 제
소국 국민의 재판결과를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최근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를 둘러 싼 분쟁이 우리나
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영토 분쟁을 둘러 싼 새로운 경향을 직접 준비한
슬라이드 사진과 함께 실감 있게 발표하였다.
이후, 최승환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위 대전대 교수가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정책학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이창위 교수는 국제법 발전과정에서 미국 예일 대학의 멕두갈이 주창한 ‘법정책
학적 접근방식’이 제시하는 논의의 틀이 다른 국제법학자와 미국의 국가실행에 끼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를 둘러 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김석현 단국대 교수는 독도가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과 관
련해서 ‘바위(rocks)’라고 한다면 우리 정서상 ‘섬(islands)’이라고 하는 것과 양립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
면서 독도를 ‘islands’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강조하였고, 독도주변에 ‘위요지’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발
표 내용이 1998년 한일신어업협정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른 토론자인 해양수
산개발연구원의 정갑용 박사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학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각종 재판제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청중들 중에서는 1951년 연합국과 일본국간의 조약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제3자이기에 해당 조약의 구
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 1998년 한일신어업협정의 ‘중간수역’으로 인해서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점, 독도문제 해결에서 대한민국이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점, 독도영유권을 둘러 싼 한국
과 일본의 갈등은 다음 세대에서나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한 일본 대사의 ‘망언’은
일본 극우파의 정치적, 외교적 복안이 수반되었다는 점,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국제재판 혹은 중재 제기
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대외홍보에 정성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 등 실로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2) 9월 3일 오전 세미나
9월 3일 오전 세미나는 국제법학회 단독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정일 박사(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의 특
강과 김석현 단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찬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련 해양법문제’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다. 박찬호 교수는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외에도 국내적으로 한일어업협정으
로 인한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 시키기면서 영유권 훼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찬호 교수는 유엔사무총장의 해양법관련
보고서에서 ‘해양분쟁도서’의 예로써 독도가 제시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해양법 협약 당사국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 중재인 명부에 우리 측
중재인 명단을 제출하고, 독도자료수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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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토론자인 최종화 부경대학 교수는 한일어업협정문제를 가지고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독도관련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동해의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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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있으나 이는 폐기 이후의 혼란 상태를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하면서 현재, 일본 어선들이 독
도 주변에 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성덕 홍익대학교 교수는 동해 중간수역이 제주도 남부의 공동관리수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 공해상의 어업권과 비교해서 중간수역의 어업권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 독도영유
권 훼손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기에 일본이 논의하지 않는 사항을 일부러 부각시켜서
일본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 신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국제법
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외에 1952년 평화선(Rhee Line)의 공식적 혹은 묵시적 폐기여부
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청중들의 의견 중에는 국제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어업권은 영유권에서 파생한다는 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이상 독도를 둘러 싼 내부
적 갈등은 무의미하다는 점, 유엔사무총장의 1996년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달리 대응하
지 않은 것은 독도가 ‘무분쟁지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는 점, 독도문제는 EEZ제도에서
파생된 것이지 영해주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찬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도서의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이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다. 김찬규 교수는 독도와 관련해서 실체적 측면에 못지않게 절차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이 제3자적 분쟁해결이 빈번해지는 현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ICJ
에 제기된 점이나,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중국 간의 春曉 油井을 둘러 싼 갈등에 대해서 중국 측이 ICJ
제소도 불사하려는 분위기를 그 예로 들면서, 한국이 ICJ 절차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혹시 제소될 가능
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소수의 전문국제법학자에서
대중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를 대비해야 하고,
ICJ, PCA, ITLOS를 위시한 다양한 제3자적 분쟁처리방식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병근 한림대 교수는 비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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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근접하고 있는 반면 한중일 3국내에서 민족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갈등과 반목질시가 고조되고 있
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실효적 지배자에 대한 무
력행사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 3국 중 일본만 현재 ICJ 강
제관할권을 수락하였는데 우리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청중의 의견 중에는, ICJ에서 영유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일본인의 저술을 심층 연
구하고 우리 학자들이 영어로 국제사회에서 발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측면에
서 제3자적 분쟁해결을 활용하는 방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독도영유권 문제를 가
지고 ICJ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피력되었다.
특히, 이종길 동아대학교 교수는 고종 37년(1900년)에 반포된 칙령 제41호의 수결은 을사늑약과 달리
고종의 진정한 수결인데, 이 문헌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종길 교수는 칙령 제41호의 제2조에 나오는 ‘石島’는 ‘돌섬’으로 불리고 이것이 ‘독도’라는 명칭이 되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독도방문 : 긴 여정 짧은 만남
9월 3일 오후 독도방문단은 저동 항으로 가서 2시 15분에 105톤 급인 삼봉 호를 타고 독도를 향해 출
발하려고 하였으나, 파도가 높이 이는 바람에 오후 2시 35분에 출발할 수 있었다. 선박 내부는 엔진소
음으로 무척 시끄러웠고, 일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독도방문단원의 상당수가 뱃멀미로 고통스러워하였
다. 5시 10분 경 독도의 동도 접안시설에 삼봉 호를 댈 수 있게 되자, 승객은 하선하여서 독도 주변 경
치도 보고 독도의 명물인 삽살개를 만질 수 있었다. 동도 정상에 있는 경비시설은 2001년 국제법학회
의 독도탐사단이 방문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너무 많은 일반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자, 천
연기념물인 독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게 하여 방문할 수 없었다. 동도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파도가 더욱 높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삼봉 호 선장은 삼봉호가 요동
을 쳐서 접안시설과 부딪힐 우려가 있다면서 5분 만에 모든 승객을 다시 승선시켰다. 독도에 체류한 시
간이 겨우 5분이라 모두들 무척 아쉬워했지만, 삼봉호가 동도에서 서도로 선회하면서 보여주는 여러 가
지 모습의 바위는 승객들의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사이버독도해양청의 일원으로 온 어떤 승객에 의하
면 지난번 자신은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6400톤 급 선박에서 1박을 하고, 독도 근처에서 보트로 독도
에 들어왔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였다. 삼봉 호 선장의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진 약 10여 분
간의 독도 선회가 끝난 후 삼봉 호는 20노트 속도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뚫고 2시간 15분을 달려
서 울릉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3) 울릉도 관광
9월 4일 새벽은 세찬 바람으로 시작하였다. 숙소 앞 쪽 바다는 불어오는 바람에 흰 포말을 만들며 바위
에 부딪히고, 멀리 수평선은 몰려오는 검은 구름으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울릉도의 정상인 성인봉은 숙소에서 별로 멀지 않았지만 비로 인해서 제대로 등산할 수 없게 되
었다. 아침 8시에 출발하기로 하였던 울릉도 관광 일정에 나리 분지에서 성인봉 정상에 이르는 등산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수정되었다. 독도방문단원들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울릉
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경관을 감상하거나 곧바로 도동 항 근처에 있는 독도 박물관 등을 들르기로 하였
다. 학회 회원들은 주로 해안 일주도로를 따라 가는 노선을 택했다. 운전기사 분은 일반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산이나 돌의 모습, 해안가의 경치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서 울릉도 주변의 각종 지형
지물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울릉도 지형은 너무 가파르기에 일부 해안도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
지만, 태풍 루사 이후 보수된 해안도로 부분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일행은 잠시 쉬었던 나리분지는 해
발 600 미터 산 중턱에 형성된 분지로서 주변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매우 평화로웠다. 오후 3
시에서 1시로 변경된 배 출발 시간에 대기 위해서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려 도동항에 도착해서 故 李鍾
學 先生이 초대관장을 지낸 독도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울릉군, 삼성문화재단, 그리고 이종학 초대관장
의 노력으로 매우 다양한 독도관련 자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점심을 마친 후에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배가 출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묵호에서 출발하는 배도 연착되면서 독도방문단은 2시 15분에야 도동항을 출항할 수
있었다. 독도방문단 이외에 꽤 많은 울릉도 여행객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몰리고, 선박 문이 닫히기 직
전에 가까스로 올라타는 사람도 있어서 영화에서 보았던 베트남 함락 직전 사이공 탈출 장면을 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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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분경에 무사히 묵호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4) 후기
독도방문단이 도동항을 떠난 후 울릉도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9월 5일 각종 뉴스매체
에서는 9월 폭풍으로 울릉도 30%가 이재민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울
릉도 내 수력발전시설이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생겼는데, 특히 우리 일행이 둘러보았던 서면
지역의 피해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해안도로를 안내하던 기사분이 태풍 루사
이후 잘 정비된 해안도로를 지나가면서 “부디,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해안도로에 태풍이 몰아쳐서
해안도로를 잘 정비할 수 있기를 비나이다.”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 일행은 이 말에 웃어버
렸는데, 이 우스개 소리가 씨가 되어서 그 지역이 태풍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날
동안 울릉군민들이 고생하고 육지에서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구호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1만 명도
채 안 되는 울릉군민들이 이번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빌었다.
다. 독도방문단의 참여자 명단

1) 대한국제법학회측 참가인원
성명
1. 오병선

2. 성재호
3. 최승환

4. 서철원
5. 강병근
6. 임덕기
7. 지정일
8. 이성덕
9. 전순신

10. 이창위
11. 김석현

12. 박찬호
13. 이용중
14. 김찬규

소속

성명
14. 김찬규

서강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15. 박덕영
16. 최종화

경희대학교 교수

17. 김한택

숭실대학교 교수

18. 김대원

한림대학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19. 나홍주
20. 유하영

ILC 위원

21. 신용호

홍익대학교 교수

22. 신효헌

동아대학교 교수

23. 박현진

대전대학교 교수

24. 박배근

단국대학교 교수

25. 이종길

부산대학교 교수

26. 임재민

동국대학교 교수

소속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교수
강원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제해양연구소 연구원
명지대학교 강사
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방문교수
부산대학교 교수
동아대학교 교수
숭실대학교 학생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2) 사이버 독도해양청측 참가인원
성명
1. 박춘호
2. 오성익
3. 송승환
4. 변 웅

5. 박성욱
6. 김효정
7. 정갑용
8. 곽영조
9. 장혜정

10. 최현용

소속
ITLOS 재판관
공무원
대학원생
(주)씨엔시스템 실장
사이버독도 법률팀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
서울대학교 학생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

성명
11. 정준모
12. 김채형
13. 서주원

14. 손경원
15. 박찬홍
16. 김현진
17. 정복철
18. 김관원
19. 우기동

20. 미상(2인)

소속
변호사
부경대학교 교수
방송작가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건국대학교 학생
공무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원
대학강사
방송기자

●

국제협력

01
한국 - 중국 국제법학회
학술교류 양해각서(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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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일본 국제법학회
학술교류 양해각서(2010.7.2)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03
한국-대만 국제학술교류
양해각서(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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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싱가포르 국제법학회
학술교류 양해각서(2011.4.19)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01
「국제법학회논총」 창간사
회장 유 진 오*

대한국제법학회가 조직되는 동시에 그 기관지간행이
조속히 시현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지출간계획이 결정된 것은 작년여름의 이사회에서이
었는데 그나마 빈손으로 시작한 일이 되어 여러 가지 애
로가 많았음으로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늦기
는 하였으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자축동경(自祝同慶)하
지 않을 수 없다.
▶ 김찬규 명예이사 소장

8.15 해방 전 만하여도 국제법이란 우리에 있어 하나
의 학문적 흥미의 대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

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버젓이 국제법상의 이격자로 나타나 국제법질서의 한가운데에서 생존을 영위하
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문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刺戟)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
제법학계는 먼나라에서 발생하는 추상적인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신이 당사
자가 되는 제 국제관계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환희(歡喜)와 고무(鼓舞)
를 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국제법학의 이론과 실천은 날로 그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의 무극목표(無
極目標)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쟁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을 보여준
다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기존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파괴된 터전에는
또다시 인류의 불사조와 같은 평화와 안전에의 의욕이 싹트는 것이 자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제법학도들은 현존하는 제 국제법규에 관한 과학적 인식의 소유자인 동시에 항상 높은 이상에
불타는 평화애호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그와 같은 의도가 본지를 통하여 더욱 긴밀하게
협동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국제법학계와 부단히 깊은 연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된 일일것
인가. 세계인민이 다같이 국제법의 존중과 그 발전을 위하여 공고히 단합한다는 것은 명일(明日)의 보다
나은 세계의 건설을 위하여 경하하여야 할 일이다.
끝으로 본지출판을 위하여 베풀어준 외무부의 물심양면의 후원과 한국은행의 호의에 감사를 드리고
자 한다.

단기사천이백팔십팔년십일월이십일
* 대한국제법학회 초대회장(1953~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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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립 ~ 1960년대
1. 창립~196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특징
1956년에 창간된 「국제법학회논총」은 1969년까지 총 26호가 발간되었다. 1956년과 1957년에는 년 1
회 발간되었지만, 1958년부터는 년 2회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104편의 연구논문, 4편의 판례평
석, 58편의 서평, 7편의 세미나 보고문 그리고 조약자료 등 기타자료가 185편이 게재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서평이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제법학에 첫 발을 내딛은 국내의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외국의 연구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익히기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 서평은 유용한 연구정보의 공
유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조약자료의 소개 등 기타 자료의 양이 방대하게 실린
것도 기초 정보의 제공 및 공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논문 편수는 오늘날에 비해 많은 편수가 게재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국제법학자의 연구진이 많지 않았
음을 고려할 때 양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연
구주제는 국제기구, 국가, 조약, 외교 및 영사관계, 안전보장, 전쟁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 역시 대한
민국의 건립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달성이라는 현실문제
를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국제법일반이론

9

국제기구

21

국가

21

인권

2

해양

11

항공

1

우주

2

영역

4

조약

18

외교 및 영사관계

24

테러리즘

-

국제경제·통상

-

금융

2

문화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0

군비축소

2

안전보장

16

전쟁

11

국제사법(國際私法)

3

환경

-

남북한

6

- 1953~1969년「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를 통계산출 대상으로 함.
- 1개의 논문이 여러 연구분야에 중복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 표기함.

*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색인집」(창간호~제40권, 1956~1995), 1995.12에서 사용한 ‘Ⅲ. 사항별 색인’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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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 197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특징
1970년~1979년의 기간 동안 「국제법학회논총」은 총 20호(통권 제27호~통권 제46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117편의 연구논문, 3편의 판례평석, 4편의 서평 그리고 조약자료 등 기타자료가 81편이

게재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창립~1960년대에 비해 총 권수는 6호가 줄어들었음에도 논문의 편수는

10여 편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서평과 조약자료 등 기타자료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1970년대에는 초창기 국제법학의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 및 관련자료의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학술연구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이 전환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 연구주제는 국제법일반이론, 국가, 해양, 전쟁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UN 해양법 협약 회의
의 진행이라는 당시 대외환경과 맞물려 해양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
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전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국제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연구도 13편이 도출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대에는 학회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해 「국제법학회논총」의 정시 발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에 년 2호의 발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976년~1978년의 3년간은 합병호의 형태로 년 1회 발간되었
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임에도 여러 선생님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중단
되지 않고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후학들이 국제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든든한 토대가 되었으며, 학회원들이 「국제법학회논총」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기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국제법일반이론

19

국제기구

12

국가

18

인권

6

해양

24

항공

5

우주

1

영역

10

조약

9

외교 및 영사관계

9

테러리즘

-

국제경제·통상

13

금융

-

문화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

군비축소

-

안전보장

3

전쟁

17

국제사법(國際私法)

1

환경

2

남북한

11

- 1970년~1979년 「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를 통계산출 대상으로 함.
- 1개의 논문이 여러 연구분야에 중복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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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 198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특징
1980년~1989년의 기간 동안 「국제법학회논총」은 총 20호(통권 제47호~통권
제66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149편의 연구논문, 2편의 서평 그리고 조
약자료 등 기타자료가 58편 그리고 48편의 세미나 보고문이 게재되었다. 이 시기
의 특징은 1970년대에 비해 논문의 편수는 약 30여 편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 년대에 비해 세미나 보고문의 게재도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약자료
등 기타자료의 게재는 여전히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는 1980
년에 제25권 제1·2호를 합병호로 발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년 2회 정상 발
간체제가 정착되었다. 또한 국내외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해외석학 및 전문가 초

▶ 통권 제59호 영문논총 표지

청강연회/학술회의 개최 증가의 영향으로 세미나 보고문의 게재 수가 현격하게 증
가하였다.
세부 연구주제는 국가, 해양, 조약, 국제통상, 전쟁, 남북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UN 해양법 협약의
채택, KAL기 폭파테러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대외환경의 변화가 연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인권, 항공, 국제경제·통상,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권, 항공, 환경 분야는 이전 시대에 비해 2배 이상의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가장 큰 특징은 통권 제59호(1986.8)가 학회 최초로 영문으로 발
간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관련 있는 주제로 총 6편의 논문이 국내학자에 의해 저술되었다. 국내연구성과의
국제적 교류 및 공유가 현재에도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이 때의 영문판 발간은 대한국제법학회의 국제화의 시
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노력이자 성과이다.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2.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국제법일반이론

10

인권

13

국제기구

7

국가

20

해양

27

항공

10

우주
외교 및 영사관계

4

영역

10

조약

24

3

테러리즘

1

국제경제·통상

18

금융

-

문화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

군비축소

7

안전보장

3

전쟁

26

국제사법(國際私法)

-

환경

8

남북한

24

- 1980~1989년 「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를 통계산출 대상으로 함.
- 1개의 논문이 여러 연구분야에 중복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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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1. 199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특징
1990년~1999년의 기간 동안 「국제법학회논총」은 총 20호(통권 제67호~통권 제86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244편의 연구논문, 4편의 서평, 27편의 세미나 보고 그리고 49편의 조약자료 등 기타자
료가 게재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70년대에 비해 논문의 편수는 약 100편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
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국제법 연구인력과 국제법 학자들의 연구역량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도 년 2회 정상 발간체제를 정착하였으며, 나아가 발간시기도 6월과 12월의 반년간으로 정
착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국제법학회논총」은 1999년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
보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과 가치를 확인받았다.
세부 연구주제는 국제법일반이론, 국제기구, 국가, 인권, 해양, 영역, 조약, 국제경제·통상, 전쟁·무
력충돌, 환경, 남북한 분야 등 특정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국제법 전반에서 골고루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해양, 인권, 국제경제·통상,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이는 UN 해양법협약의 발효, 공산권 체제 붕괴와 탈북자 문제의 대두, WTO 협정의 발효, 국제환
경회의의 빈번한 개최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남북한간의 관
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국제법일반이론

28

국제기구

22

국가

32

인권

24

해양

40

항공

9

우주

3

영역

21

조약

28

외교 및 영사관계

-

테러리즘

1

국제경제·통상

49

금융

-

문화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2

군비축소

10

안전보장

11

전쟁

20

국제사법(國際私法)

2

환경

34

남북한

27

- 1990~1999년 「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를 통계산출 대상으로 함.
- 1개의 논문이 여러 연구분야에 중복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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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1. 200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의 특징
2000년~2012년의 기간 동안 「국제법학회논총」은 총 42호(통권 제87호~통권 제128호)가 발간되었
다. 이 기간 동안 총 329편의 연구논문, 6편의 판례평석, 11편의 서평, 17편의 세미나 보고 그리고 97편
의 조약자료 등 기타자료가 게재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제법학회논총」 발간회수의 증가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총 22호가 증가하였다. 이는 강화된 학회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년 3회 발간
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년 4회 발간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기인하여 2000년대
에는 논문의 편수가 다시 약 90편 가까이 증가하였다.
세부 연구주제는 국제법일반이론, 국가, 인권, 해양, 조약, 국제경제·통상, 환경, 남북한 분야 등 특
정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국제법 전반에서 골고루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 해양, 국제경
제·통상 등의 분야에서는 연구가 여전히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국제법학회논총」은 양적인 성장에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에서도 내실을 다진 시기이다. 한
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학회에서도 수록논문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03년 편집
위원회 규정, 2004년 투고논문심사규정과 기고요령, 2007년 연구윤리위윈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정착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국제법학회논총」은 국제법 관련
학술지로는 가장 먼저 2004년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2. 연구분야별 게재논문 현황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연구분야

편수

국제법일반이론

51

국제기구

23

국가

46

인권

52

해양

43

항공

-

우주

1

영역

26

조약

45

외교 및 영사관계

8

테러리즘

3

국제경제·통상

72

금융

-

문화

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9

군비축소

4

안전보장

10

전쟁

22

국제사법(國際私法)

1

환경

41

남북한

45

- 2000~2012년 「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를 통계 산출 대상으로 함.
- 1개의 논문이 여러 연구분야에 중복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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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논총」 기념논문집 목록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집

「국제법학회논총」

제8권 제1호(통권 제13호)

1963년 3월

玄民 유진오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19호)

1966년 3월

振庵 전예용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제1호(통권 제27호)

1970년 3월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호

「국제법학회논총」

제18권 제1호(통권 제33호)

1973년 3월

玄民 유진오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20권 제1·2합병호

1975년 12월

小溪 박재섭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箕堂 이한기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겸
鶴西 박관숙 박사 추모집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37·38호)
제21권 제1·2합병호
(통권 제39·40호)
제22권 제1·2합병호
(통권 제41·42호)
제23권 제1·2합병호
(통권 제43·44호)
제25권 제1·2합병호

1976년 12월

1977년 12월

1978년 12월

1980년 12월

麥仁 김종수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50호 기념호

「국제법학회논총」

제26권 제2호(통권 제50호)

1982년 2월

年岩 양준모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27권 제1호(통권 제51호)

1982년 9월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호

「국제법학회논총」

제28권 제2호(통권 제54호)

1983년 12월

竹軒 서희원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29권 제2호(통권 제56호)

1984년 12월

鏡海 박종성 박사 추모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0권 제1호 (통권 제57호)

1985년 6월

蕓堂 김정균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1권 제2호(통권 제60호)

1986년 12월

明遠 정일영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2권 제1호(통권 제61호)

1987년 10월

玄民 유진오 박사 추모특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2권 제2호(통권 제62호)

1987년 12월

(통권 제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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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35주년 기념호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1호(통권 제63호)

1988년 6월

雪城 이윤영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제2호(통권 제64호)

1988년 12월

碩岩 배재식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4권 제1호(통권 제65호)

1989년 6월

玄汀 최재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4권 제2호(통권 제66호)

1989년 12월

梧谷 정운장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5권 제1호(통권 제67호)

1990년 6월

南爲 장기붕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5권 제2호(통권 제68호)

1990년 12월

東石 김찬규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통권 제71호)

1992년 6월

玄齋 노계현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통권 제72호)

1992년 12월

暉堂 이병조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1호(통권 제73호)

1993년 6월

年岩 양준모 박사 추모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통권 제74호)

1993년 12월

己南 이중범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1호(통권 제75호)

1994년 6월

古河 한형건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통권 제77호)

1995년 6월

海峰 지정일 교수 화갑기념논총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통권 제78호)

1995년 12월

又田 김명기 교수 화갑기념논총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1호(통권 제79호)

1996년 6월

홍성화 박사 추모특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2호(통권 제82호)

1997년 12월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1호(통권 제95호)

2003년 4월

東谷 백봉흠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2호(통권 제96호)

2003년 8월

龍兒 노명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8권 제3호(통권 제97호)

2003년 12월

松賢 백충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2호(통권 제99호)

2004년 10월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3호(통권 제100호)

2004년 12월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통권 제123호)

2011년 12월

麗海 김영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겸
통권 제100호 기념
法農 이상면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법 보급

01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1. 소개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중심의 이론(theory) 교육과 동시에 국제법 이론의 실
제적용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1967년에 개최하였다. 대한국제법학
회는 우선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국제법 내지 국제관계 시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법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는 당시의 열악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는 오늘날 학회가 학문적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법 보급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는 재정적인 문제로 총 5회만 실시되었지만, 오늘날 대학(원)생 국제법 논
문경시대회, 국제법 모의재판대회,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의 다양
한 국제법 보급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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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 1967년 5월 20일 제1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서울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하였다. 최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우수상에는 서울대학교 총장상, 장려상에는 조선일보사장상, 질
의우수자에게는 대한국제법학회장상이 수여되었다. 제1회 토론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2. 在 화태(樺太) 편집자 주) 사할린의 한자표기 교포 법적구제 문제
2) 제2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 1969년 5월 24일 제2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이화여대에서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개최
되었다. 제2회 대회의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다.
1.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문제점
2. 국제법상으로 본 소련군의 체코주둔
3) 제3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 1970년 6월 19일 제3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경희대에서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개최되
었다. 제3회 대회의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다.
1. 민간항공기납치에 대한 법적 규제
2. Nixon Doctrine의 전망
4) 제4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
- 1971년 6월 16일 제4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숙명여대에서 중앙일보의 후원으로 개최
되었다. 제4회 대회의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의 대륙붕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미국의 대중공정책의 전망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5) 1972년 5월 26일 제5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제5회 대회의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 영해의 폭은 몇 해리로 할 것인가?
2. 미·중공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안전보장책

3. 역대 대회 수상자 현황
대회명

수상자 및 수상내역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오윤경 (서울대학교)

제1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1967년)

우수상(서울대학교총장상) 조주봉 (부산대학교)
장려상(조선일보사장상) 김용길 (숭실대학교)
질의우수상(대한국제법학회장상) 주원태 (서울대학교)
최우수상(대법원장상) 한정희 (이화여자대학교)

제2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1969년)

우수상(외무장관상) 홍세봉 (서울대학교)
장려상(조선일보사장상) 옥정현 (부산대학교)
질의우수상(대한국제법학회장상) 한정수 (경희대학교)

제3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1970년)
제4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1971년)
대법원장상 박길자 (이화여자대학교)
외무장관상 이호진 (서울대학교)
통일원장관상 김경식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총장상 최성호 (건국대학교)
제5회 전국대학생 국제법 토론대회(1972년)

국회외무위원장상 강호경 (중앙대학교)
석공(石公)총재상 최남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교연구원장상 김수웅 (국제대학교)
한국석유산업개발센터이사장상 장광호 (영남대학교)
한국법학원장상 최루톤 (연세대학교)
대한국제법학회장상 이용현 (연세대학교)

- 제3회, 제4회 대회는 관련자료 부재로 수상자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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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1. 소개
국제법 연구 인력의 저변 확대와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부와 공
동으로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를 200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동 논문경시대회는 학생들 사
이에서 국제법 관련 논문경시대회 중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논문경시대회 수상자들
도 현재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는 학부
와 대학원(석사과정) 2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다. 최우수상은 외교부장
관상, 우수상은 대한국제법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헤이그 아카데미(공법과
정) 참여 경비가 부상으로 지원된다.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2. 역대 수상자 명단
제1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1년)
◆ 학부생
•PKO의 법적성격

최우수상
대학원  이기범(연세대학교)
이유정(고려대학교)

•한반도 주변 대기·해양 오염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대학원생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간섭의 현행 국제법상 허용여부

우수상
학부

최은경(고려대학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위임이 없는 경우)
-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개인의 국제형사책임과 기존 국제

박준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오선영(성균관대학교)

법상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비교
- 국제연합헌장상 ‘평화에 대한 위협’개념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계속 확대되어 지는 경향에 대한 평가

제2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2년)
◆ 학부생/대학원생 공통주제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최우수상
대학원

우미선(이화여자대학교)
정대진(한국외국어대학교)

제3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3년)
◆ 학부생
•국제법상 황사피해의 예방과 구제

◆ 대학원생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최우수상
학부

최현용(경희대학교)

대학원

김현정(고려대학교)

우수상
학부

남승현(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성규(성균관대학교)
노보경(고려대학교)

제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4년)
◆ 학부생
•대량살상무기(WMD)규제 법리

◆ 대학원생
• 「가칭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협약’과 같은 입법조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유엔안보리는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
동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최우수상
학부

임예준(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현주(연세대학교)

우수상
학부

도형주(경희대학교)
임영남(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영민(단국대학교)

제5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5년)
◆ 학부생
•국제인권법의 발달이 외교적 보호권에 미친 영향

최우수상
학부

김미라(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진아(고려대학교)

◆ 대학원생
•국제형사재판소(ICC)관할대상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234
235

우수상
학부


대
한
국
제
법
학
회
60
년
사

이완민(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자회(전남대학교)
백범석(연세대학교)

장려상
학부

서희탁(경희대학교)

제6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6년)
◆ 학부생
•변칙적 범죄인인도의 효력

최우수상
학부

김현정(고려대학교)

대학원 조혜정(숙명여자대학교)

◆ 대학원생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우수상
학부

박지영(충남대학교),
채도병(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경화(연세대학교)

장려상
학부

손혜진(이화여자대학교)

제7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7년)
◆ 학부생
• 국제법과 국제정치
- 소주제 또는 세부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논문 및 에세이

최우수상
학부

이재강(연세대학교)

대학원 박민아(숙명여자대학교)

형식 가능
•대학원생
- “국제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국제 판례(La
Grand case 등)에서 나타난 외교적·영사적 보호 및 우리 헌법과 판례

우수상
학부

이원재(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희석(연세대학교)

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8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8년)
◆ 학부생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인권 보호 및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최우수상
학부

신인규(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윤정(고려대학교)

• [분야: 외교적 보호권]
-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주재국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를 입었
을 경우, 국제법상 우리나라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 [분야: 국제거래법]

우수상
학부

심인혜(연세대학교)

대학원 유형정(연세대학교)

-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준거법”

장려상
◆ 대학원부
•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A국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만명의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A국은 정치적인 사유로 타국의 인
도적 구호 등 여하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제공동체 전체 또는
그 인접국인 B국이 A국의 의사에 반하여 A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학부

정다운(고려대학교)

•[분야: 국제판결의 집행]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재판소에서 판결
이 부여된 상황에서, 동 재판의 일방당사국이 동 판결의 이행을 과도히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訴의 상대방이 현행 국제법상 판결 미이행국으로
하여금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분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현행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
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분야: 국제거래법]
-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재판소를 통
한 판정이 제공되었을 경우, 동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제9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09년)
◆ 학부생
• 최근 수년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의 활동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자
국제사회의 관심국가들은 자국의 해군력 파견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하

최우수상
학부 윤형범(서울대학교)
대학원 윤형렬(성균관대학교)

는 한편, 관련 국제규범 보완을 통해 체포한 해적의 실효적 처벌 등의 다
각적인 해적행위 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적행위의 실효적 억

우수상

제를 위한 현행 국제규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학부

•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저차를 거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

안재연(숙명여자대학교),
이시온(이화여자대학교),

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원 신수연(고려대학교),

이 정치적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난민지위를 획득한 경우

박지혜(건국대학교)

에 난민협약 규정에 따라 S국이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우리나
라에 입국하고자 사증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
람직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 최근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신형 인풀루엔자(H1N1)가 전 세계에 확산되
면서 각국은 자국내 신형 인풀루엔자의 진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
항에서의 방역활동 강화 및 확진환자 격리 조치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정
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ICAO는 이러한 각국의 방역 활동이
국제민간항공의 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채택
한 바 있으며, 일국의 방역조치가 자국민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며 국적
국이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실효적 방역조치를
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제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 대학원생
•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법위원회는 2008년 회의에서 ‘조약과 시
간’(Treaties over time)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
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조약체결 이후 후속합의와 관행이 조
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국제법 및 구체 사례들을 통해 논하시오.
• 현직 국가원수는 공무상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 면제가 부여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5조
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살해
죄 등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현직 국가원수가 ICC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공무상 행위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권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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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 최근 미국국제법학회는 국제법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는 사례들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법이 개인의 하루 일상생활

최우수상
학부

해당자 없음

대학원 안태희(고려대학교)

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논하시오.

우수상
학부

정성호(고려대학교),

• 영유권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에서의 판례상 역사적 권원 및
실효적 지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및 오늘날의 의의를 논하시오.

고영훈(한양대학교),
김남구(숭실대학교),

◆ 대학원생

대학원 최매화(서울대학교)

제11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11년)
◆ 학부생
•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
성과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논하시오.

최우수상
학부

구가민(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상자 없음.

•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가 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국제법적 불법성

우수상

을 논하시오.

학부

신지홍(부산대학교),

대학원 류승균(연세대학교),
최고야(서울대학교)

◆ 대학원생
• 2010년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국
제법적 대응방안을 논하시오.
• A국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그만 섬에 대하여 대륙붕 설정을 위해
유엔해양법약 제76조에 의거하여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심사를 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동 건을 암석이
아닌 섬으로 간주하고 A국의 신청에 따라 광대한 대륙붕 권리를 인정하
려는 경우, 이에 대한 국제법적 측면을 논하시오.

제12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2012년)
◆ 학부생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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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총회 결의의 국제법적 효력

학부

• ICJ와 ITLOS의 잠정조치 비교

대학원 해당자 없음.

◆ 대학원생
•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이 관련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준비위원회의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성격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현재 미발효)
• 테러단체 지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자위권 인정 여부
• 국제해양법을 통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

김다은(연세대학교),

우수상
학부

김세미(성균관대학교),
조재민(전남대학교),

대학원 정다운(고려대학교)

03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1. 소개
대한국제법학회는 젊은 국제법 연구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주니어 스칼라상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오병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지원을 약속받아 마련된
제도이다. 가급적 해외대학이 아닌 국내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40세 미만의 소장학자를 지원
할 목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한국제법학회상이 수여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법과
정 참여경비가 지원된다.
‘주니어 스칼라상’이라는 명칭은 2010년부터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상되고 있다.

2. 역대 수상자 명단
제1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05년)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06년)

이규창 (고려대학교)

제3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07년)

이주윤 (연세대학교)

제4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08년)

김형구 (한양대학교)

제5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09년)

서원상 (성균관대학교)

제6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10년)

박언경 (경희대학교)

제7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11년)

최지현 (고려대학교)

제8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 학술상 (2012년)

채은선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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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소개
국제소송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제소송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부와 공동
으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제1회 대회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진행되었
으나, 2011년 제3회 대회부터는 외교통상부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학부생,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동 국제법 모의
재판 경연대회는 서면심사를 거친 8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여, 구두경연을 통해 상위 1, 2위 팀이 최종 결
선에서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한국어로 진행하나, 향후에는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문제 출제는 국제법 교수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력충돌, 외교관
계, 국가책임, WTO, Cyber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본 대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생으로 구성된 팀의 출전이 증가하고 있는 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우수팀에게는 외교부장
관상, 우수팀에게는 대한국제법학회장상이 수여되며, 소정의 상금이 지원된다.

2. 역대 수상팀 명단
제1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2009년)

-

제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2010년)

-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제3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2011년)

최우수팀		

연세대학교

					

우수팀		

서울대학교 로스쿨

제4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2012년)

최우수팀		

고려대학교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제3회 대회부터 기재

우수팀		

서울대학교

05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1. 소개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Jessup 모의재판대회)은 유럽의 Vis Moot
Court Competition과 함께 국제법 모의재판분야의 최고로 권위있는 대회이다. 1999년 한국 최초로 Jessup 국제대회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이후부터 2010년까지 Jessup 국제대회 준비 및 참가는 국
제법모의재판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동아리 연합행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대한
국제법학회가 국제법의 보급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Jessup 국내대회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동 대
회의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위싱턴에서 개최되는 Jessup International Round 참가자격과 경비지원
등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국제법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우수한 국제법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조기
발견과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 대회는 김·
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유수의 법률로
펌의 지속적인 후원과 학계 및 실무계 국제법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
최되고 있다.

2. 역대 대회 개최 결과
개최 연도

수상자 및 수상팀

운영위원장

후원기관

단체상
Best Team : 서울대학교
Runner-up Team : 연세대학교
2011년

개별상
Best Oralist : 장명완(서울대학교)
Runner-up Oralist : 강지수(고려대학교)
2nd Runner-up Oralist : 김효권(고려대학교)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민 교수

법무법인 광장

(한양대학교)

법무법인 율촌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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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er-up Team : 한동대학교
2012년

개별상
Best Oralist : 김
 정욱(한동대학교)

법무법인 광장
박덕영 교수

법무법인 세종

(연세대학교)

법무법인 율촌
연세대학교

경문정(서울대학교)
강지송(고려대학교)
장승원(서울대학교)
단체상
Best Team : 서울대학교
Runner-up Team : 연세대학교
2013년

개별상
Best Oralist : 정승민(연세대학교)
Outstanding Oralist : 유은경(서울대학교)
원혜수(서울대학교)

-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주관한 년도인 2011년 이후의 내용만 기재

김·장 법률사무소
박덕영 교수

법무법인 세종

(연세대학교)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학교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

대한국제법학회 역대 임원진

01
역대회장

유진오

전예용

이한기

박관숙

초대회장
(1953~1967)

제2대 회장, 제6대 회장
(1968~1969, 1974~1978)

제3대 회장
(1970)

제4대 회장
(1971)

박재섭

양준모

배재식

김정균

제5대 회장
(1972~1973)

제7대 회장
(1979~1980)

제8대 회장
(1981)

제9대 회장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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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서희원

김찬규

제10대 회장
(1983)

제11대 회장
(1984)

제12대 회장
(1985)

제13대 회장
(1986)

정일영

정운장

장기붕

한형건

제14대 회장
(1987)

제15대 회장
(1988)

제16대 회장
(1989)

제17대 회장
(1990)

노계현

이병조

이중범

지정일

제18대 회장
(1991)

제19대 회장
(1992)

제20대 회장
(1993)

제21대 회장
(1994)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이윤영

김명기

홍성화

백봉흠

노명준

제22대 회장
(1995)

제23대 회장
(1996)

제24대 회장
(1997)

제25대 회장
(1998)

백충현

유병화

이장희

이영준

제26대 회장
(1999)

제27대 회장
(2000)

제28대 회장
(2001)

제29대 회장
(2002)

김영구

이상면

오병선

김대순

제30대 회장
(2003)

제31대 회장
(2004)

제32대 회장
(2005)

제33대 회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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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신

이석용

정인섭

김부찬

제34대 회장
(2007)

제35대 회장
(2008)

제36대 회장
(2009)

제37대 회장
(2010)

최태현

박기갑

최승환

제38대 회장
(2011)

제39대 회장
(2012)

제40대 회장
(2013)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02
역대직무이사회
職務理事

年度

會長

副會長

1953

兪鎭午

張暻根, 黃聖秀

1954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徐碩淳

李建鎬

朴觀淑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徐碩淳

李漢基

申基碩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徐碩淳

朴觀淑

李建鎬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徐碩淳

申基碩

李漢基

金鎭炯, 李建鎬

盧啓鉉

黃聖秀

李漢基

金鎭炯, 崔文卿

盧啓鉉

1955
1956
1957

總務

硏究

出版

監事

崔文卿

事務局長
崔雲祥 金正杓

(幹事長)

崔雲祥

1958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徐碩淳
朴在灄

1959

兪鎭午

張暻根, 洪璡基

朴在灄

申東旭

朴觀淑

金鎭炯, 崔文卿

盧啓鉉

兪鎭午

李漢基, 全禮鎔

朴觀淑

姜尙雲

韓桓鎭

申東旭, 李建鎬

盧啓鉉

兪鎭午

朴觀淑, 劉彰順

姜尙雲

金基洙

韓桓鎭

申基碩, 李用熙

盧啓鉉

朴在灄, 金燦奎

盧啓鉉

1960
1961
1962

兪鎭午

徐碩淳, 全澤珤

姜尙雲

朴鍾聲

鄭一永
朴觀淑

1963

兪鎭午

金基洙, 全澤珤

韓桓鎭

金 辰
朴在灄

朴鍾聲

姜尙雲, 金正均

盧啓鉉

1964

兪鎭午

朴在灄, 全禮鎔

姜尙雲

金正均

金燦奎

姜秉奎, 李允榮

盧啓鉉

兪鎭午

申東旭, 全禮鎔

梁俊模

裵載湜

李允榮

金鍾洙, 朴鍾聲

盧啓鉉

兪鎭午

申東旭, 全禮鎔

梁俊模

裵載湜

李允榮

安溶敎, 張基鵬

盧啓鉉

兪鎭午

姜尙雲, 全禮鎔

李允榮

張基鵬

金守萬

徐希源, 崔載勳

盧啓鉉

全禮鎔

李漢基, 梁俊模

裵載湜

徐希源

朴鍾聲

金守萬, 金鍾洙

盧啓鉉

全禮鎔

李漢基, 梁俊模

金正均

金燦奎

盧啓鉉

金鍾洙, 崔鍾起

李于澤

李漢基

梁俊模, 金正均

金燦奎

金玉烈

徐希源

李允榮, 崔載勳

李于澤

朴觀淑

李允榮, 裵載湜

徐希源

金燦奎

盧啓鉉

鄭雲章, 金玉烈

李于澤

朴觀淑

李允榮, 徐希源

金燦奎

延河龜

盧啓鉉

鄭雲章, 金玉烈

李于澤

朴觀淑

李允榮, 徐希源

金燦奎

延河龜

盧啓鉉

鄭雲章, 金玉烈

李于澤

全禮鎔

朴鍾聲, 崔載勳

金燦奎

禹在昇

盧啓鉉

鄭雲章, 李丙朝

李于澤

全禮鎔

朴鍾聲, 崔載勳

韓亨健

禹在昇

李丙朝

金文達, 李仲範

李于澤

全禮鎔

朴鍾聲, 崔載勳

韓亨健

禹在昇

李丙朝

金文達, 李仲範

李于澤

全禮鎔

金鍾洙, 金燦奎

盧啓鉉

池楨日

李仲範

洪性化, 盧明濬

李于澤

全禮鎔

金鍾洙, 金燦奎

盧啓鉉

池楨日

李仲範

洪性化, 盧明濬

李于澤

全禮鎔

鄭一永, 張基鵬

金明基

池楨日

洪性化

張孝相, 崔殷範

李于澤

梁俊模

鄭一永, 張基鵬

金明基

池楨日

洪性化

張孝相, 崔殷範

李于澤

裵載湜

鄭雲章, 禹在昇

張孝相

白忠鉉

盧明濬

金成勳, 河在煥

全淳信

金正均

韓亨健, 盧啓鉉

洪性化

金明基

白奉欽

柳炳華, 河在煥

李允榮

金文達, 李丙朝

李仲範

柳炳華

金明基

姜泳勳, 河在煥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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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會長

副會長

1984

崔載勳

1985

徐希源

1986

職務理事

監事

事務局長

기록으로 보는 대한국제법학회 60년 발자취

總務

硏究

出版

李仲範, 池楨日

白奉欽

盧明濬

崔完植

姜泳勳, 金容鈞

金明基, 洪性化

白奉欽

朴椿浩

崔殷範

金榮球, 金容鈞

金燦奎

張孝相, 白奉欽

柳炳華

白忠鉉

金得柱

金榮球, 尹益洙

1987

鄭一永

白忠鉉, 盧明濬

韓亨健

朴椿浩

朴稚榮

金榮球, 尹益洙

윤미경

1988

鄭雲章

柳炳華, 崔殷範

金得柱

金楨鍵

鄭用泰

金榮球, 尹益洙

윤미경

1989

張基鵬

金得柱, 崔完植

金容鈞

金明基

姜泳勳

呂永茂, 李英峻

윤미경

1990

韓亨健

朴椿浩, 朴稚榮

崔殷範

金楨鍵

呂永茂

李英峻, 李長熙

윤미경

1991

盧啓鉉

金楨鍵, 鄭用泰

呂永茂

洪性化

河在煥

李英峻, 李長熙

윤미경

1992

李丙朝

金明基, 洪性化

李英峻

李長熙

尹益洙

金成洵, 任德圭

윤미경

1993

李仲範

金明基, 尹益洙

李英峻

金榮球

金成洵

金麗成, 任德圭

윤미경

1994

池楨日

白奉欽, 李長熙

吳炳善

河在煥

姜泳勳

金麗成, 任德圭

1995

金明基

姜泳勳, 李英峻

金麗成

鄭印燮

任德圭

李相冕, 全淳信

정갑용, 유하영

1996

洪性化

金榮球, 李相冕

金大淳

朴魯馨

金麗成

張明奉, 朴基甲

朴炳度

1997

白奉欽

河在煥, 呂永茂

朴基甲

全淳信

金麗成

張明奉, 金奭賢

-

1998

盧明濬

金麗成, 吳炳善

成宰豪

金大淳

金奭賢

李錫龍, 崔泰鉉

서원상

1999

白忠鉉

金大淳, 鄭印燮

崔泰鉉

成宰豪

李錫龍

金泰川, 黃永彩

정현수

2000

柳炳華

金成洵, 朴魯馨

徐輔賢

金柄烈

諸成鎬

高俊誠, 李載坤

-

2001

李長熙

張明奉, 全淳信

朴基甲

金奭賢

徐哲源

金成俊, 白珍鉉

김두수

2002

李英峻

李錫龍, 朴基甲

金奭賢

金富燦

李元甲

白珍鉉, 崔宗和

박수진

2003

金榮球

金富燦, 金容鈞

崔昇煥

朴賢錫

權文相

崔宗和, 白珍鉉

조규운

2004

李相冕

諸成鎬, 張 信

朴賢錫

李成德

趙時顯

金泰雲, 柳在馨

-

2005

吳炳善

成宰豪, 崔昇煥

徐哲源

康炳根

李載坤

朴培根, 李龍浩

임덕기

2006

金大淳

金奭賢, 崔泰鉉

朴炳度

李載坤

康炳根

朴培根, 李龍浩

이충녕, 권재원

2007

全淳信

徐哲源, 李載坤

金成俊

朴培根

愼鏞鎬

金漢澤, 李昌偉

朴彦瓊

年度

會長

首席副會長

總務

硏究

企劃

副會長

出版

國際

弘報

監事

事務局長

2008

李錫龍

徐哲源, 金彩炯

李在珩

朴德泳

-

金泰雲

李昌偉

-

金漢澤, 金顯洙

곽영조

2009

鄭印燮

徐哲源, 朴培根

李成德

朴德泳

-

金漢澤

李根寬

-

金顯洙, 朴贊鎬

김원희

2010

金富燦

吳美英, 洪晟弼

朴彦瓊

2011

崔泰鉉

吳美英, 洪晟弼

박미경

2012

朴基甲

金民瑞, 金成源

박미경

2013

崔昇煥

金英石, 李世鍊

金泰吉

崔泰鉉

朴炳度

鄭京洙

-

崔宗和, 李成德

鄭珍錫

李碩祐

-

朴基甲

康炳根

吳承辰

-

李龍浩, 朴德泳

崔源穆

李碩祐

-

崔昇煥

鄭京洙

蘇秉天

-

朴贊鎬, 李根寬

崔哲榮

吳承辰

-

金奭賢

朴炳度

金成源

盧泳暾

金泰雲, 李昌偉

金民瑞

蘇秉天

朴彦瓊

※ 1954년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직 신설
1957년 감사직 신설
2006년 사무국장 명칭 사용
2007년 국제이사직 신설
2010년 수석부회장 제도 도입
2013년 기획이사 및 홍보이사직 신설

●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금 300만원 이상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본회 제28대 회장 / 300만원)
전순신 (동아대학교 교수, 본회 제34대 회장 / 300만원)
최승환 (경희대학교 교수, 본회 제40대 회장 / 300만원)
최태현 (한양대학교 교수, 본회 제38대 회장 / 300만원)

금 100만원 이상
김부찬 (제주대학교 교수, 본회 제37대 회장 / 100만원)
김석현 (단국대학교 교수, 본회 수석부회장 / 100만원)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 / 100만원)
김태운 (동의대학교 교수, 본회 부회장 / 100만원)
박기갑 (고려대학교 교수, 본회 제39대 회장 / 100만원)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 / 100만원)
박배근 (부산대학교 교수 / 100만원)
서철원 (숭실대학교 교수 / 100만원)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100만원)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 100만원)

오병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제32대 회장 / 100만원)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 100만원)
이석우 (인하대학교 교수 / 100만원)
이영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제29대 회장 / 100만원)
이재형 (고려대학교 교수 / 100만원)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100만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교수, 본회 제36대 회장 / 100만원)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100만원)
최재훈 (범국제문제연구소장, 본회 제11대 회장 / 100만원)

금 50만원 이상
권한용 (동아대학교 교수 / 50만원)
이용호 (영남대학교 교수 / 50만원)
이재곤 (충남대학교 교수 / 50만원)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50만원)
정진석 (국민대학교 교수 / 50만원)

금 10만원 이상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 / 20만원)
강승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10만원)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 / 10만원)
강 호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20만원)
고영기 (효와 행복연구소장 / 10만원)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10만원)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 / 30만원)
김병준 (건국대학교 강사 / 10만원)
김원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10만원)
김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10만원)
김준기 (연세대학교 교수 / 20만원)
김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10만원)
김한택 (강원대학교 교수 / 10만원)
김현정 (고려대학교 강사 / 10만원)
나홍주 (흥사단 / 10만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20만원)
박미경 (한양대학교 박사 수료 / 10만원)
박병도 (건국대학교 교수 / 10만원)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10만원)
박언경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10만원)
박진아 (고려대학교 강사 / 10만원)
박찬호 (부산대학교 교수 / 10만원)
박철주 (주 네덜란드 대사관 공사 참사관 / 30만원)
박현석 (홍익대학교 교수 / 20만원)
박행남 (변호사 / 30만원)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0만원)
서원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 10만원)
심어진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10만원)
오미영 (동국대학교 교수 / 10만원)
오선영 (숭실대학교 교수 / 10만원)

오승진 (단국대학교 교수 / 10만원)
오종근 (변호사 / 30만원)
이경은 (아동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10만원)
이교성 (삼성중공업 전무이사 / 10만원)
이기범 (연세대학교 강사 / 10만원)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상무 / 10만원)
이윤제 (아주대학교 교수 / 10만원)
이인학 (외부후원 / 10만원)
이재민 (한양대학교 교수 / 10만원)
이주윤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 / 10만원)
이춘선 (외교부 명예교수 / 10만원)
이환규 (영남대학교 교수 / 10만원)
유광혁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강의교수 / 10만원)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 20만원)
유재형 (청주대학교 교수 / 10만원)
윤익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10만원)
정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 10만원)
정명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10만원)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만원)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 30만원)
정찬모 (인하대학교 교수 / 10만원)
조정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0만원)
최동환 (외부후원 / 10만원)
최송자 (경남대학교 교수 / 10만원)
최 은 (더존 CNS 대표 / 10만원)
최종무 (전 네덜란드 대사 / 10만원)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10만원)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 10만원)
최현용 (국제해양법재판소 전 보좌관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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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 발간에
참여하신 분들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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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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