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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발생한 코로나19가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일상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래
서 학문적 소통도 어렵고 학회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이 힘든 시기에 뺷법사학
연구뺸 제62호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뺷법사학연구뺸 제62호는 논문 다섯 편과 서평으로 채웠습니다. 올해는
4.19혁명 6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1960. 4. 19. 혁명과 법제의 변화”

라는 주제로 세 편의 글을 특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상 제도의 원
형을 이루고 있는 각종 정치개혁을 검토한 전종익의 논문은 4.19혁명과 그
성과가 한국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재음미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에 대한 법조인의 대응
을 분석한 문준영의 논문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 민주화’의 험난한 정치적
여정을 치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비록 5.16쿠데타로 무위에 그쳤지만,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와 부정축재’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법적 과정을 추적한 김대홍
의 논문은 反正과 법치주의 이념의 길항관계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 논문
들은 4.19혁명 60주년의 헌정사적 의의, 나아가 현대사에 대한 회원들의 진
지한 고민을 공유한 결과입니다. 특집을 기획한 전종익 회원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일본의 중국법제사 연구에 있어 두 대가인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 1904
-1966)와 시가 슈조(滋賀秀三, 1921-2008) 사이의 ‘중국 전통 가족의 구성

과 가산’에 대한 논쟁을 중국에 대한 시각과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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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의 논문은 두 대가의 입장과 방법론의 차이를 잘 정리하였고, 학술적
논쟁이 거의 없는 우리 학계에 훌륭한 자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활발한 학술논쟁과 이를 통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로마법의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한 이철우의 논문은 로마법에서 유증의 변모과정을 적절히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로마법의 소개를 넘어서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도 큰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법사학회와 한국학계에 중국법제사를 정열적으로 소개･연구한 임대
희 교수가 작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남송시대(1127~1279)에 편찬된 판례집
인 “名公書判淸明集”을 분석하고 그 논문들을 묶어서『판례로 본 송대사
회』를 간행하였는데, 홍성화가 서평으로 발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아름
다운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시

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선 학술대회와 교류의 가능성을 실천하였습니다. 아
마 이 방향이 정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상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학술활동의 성과를 옥고로 투고하신
회원님들과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간사 김준현군과 민속
원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뺷법사학연구뺸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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