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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구덕캠퍼스 계획
- 구덕캠퍼스 건축물의 근대문화유산 가치 김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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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1월 1일 개교한 동아대학교는 1951년 10월 5일 교사를 현
재의 구덕캠퍼스 위치인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하였
다. 이에 따라 제2관(1953년 9월)을 시작으로 본관(1954년 11월), 제3
관(1955년 9월), 제5관(1955.10), 제2학생회관(1956.8), 과학관(1957년

12월), 중앙도서관(1957년 12월)을 차례로 준공하여 1959년 2월 종합
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85년 승학캠퍼스 준공으로 대학본부를 이전
하였으며, 1990년 구덕캠퍼스에 부속병원을 준공, 인문학 중심의 부민
캠퍼스가 건립하였다.
본 논고는 동아대학교 설립자인 정재환 선생의 철학과 건학이념이
담겨있는 대신동 캠퍼스를 대상으로 캠퍼스 구상계획에 영향을 미치
* 동아대학교 디자인 환경대학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kiss2000@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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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요인을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주요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가
치를 재조명하여 이들 건축물이 갖는 근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해방직후인 1946년 11월 자주적 근대교육과 함께 시작된 동아대학
교의 교사시설과 구덕캠퍼스는 근대기 부산지역 교육시설의 변천과정
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앙도서관(현 석당기념
관 1957.12), 제 2학생회관(구 과학관 1957.12),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
교실 1957.2)에서는 근대기 건축이 갖는 조형적 특성과 함께 지역건축
의 건설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사학교육기관으로서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건축적 영향이 구덕캠
퍼스 계획과 구상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앙도서관 건물은 근대문
화유산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계획, 주요건축물, 건축문화유산가치

Ⅰ. 머리말
현재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통건축인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전통건축이다. 엄격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 건립되는 공립학교
인 향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서원의 경우 설립자의 철학과 건
학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자유로움과 지역적 특성이 담겨있다. 특
히 서원건축의 경우 조선시대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지금의 사립
대학과 같은 교육시설로 당대에 존경받는 학자를 모시고 예와 함께 교
육이 행해지던 곳이다. 이와 같이 서원의 경우 설립이념에 따라 서원성
격과 의미가 규정되기도 하며 설립자의 영향을 받아 건축하게 된다.
한편 동아대학교 대신동 캠퍼스는 석당 정재환 박사께서 터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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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나하나를 건설한 사학의 요람으로 이곳에는 설립자의 철학과
건학이념이 담겨있으며 각각의 건축물에는 그 특성과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고는 해방이후 건립된 동아대학교의
교사시설과 캠퍼스 계획을 통해 설립자 정재환 선생의 건학이념과 철
학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요 건축물들에 나타난 근대문화유산 가치와
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근대학교 건축과 석당 정재환 선생
1. 근대교육의 출발과 고등교육기관
근대적 교육의 출발은 조선시대인 1894년 국군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에서 소학교,
대학교, 기예학교(技藝學校), 외국어학교 및 전문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1) 대한제국기인 1906년에는 ‘각급학교령(各級學校
令)’을 발표하여 학제개편을 실시 1908년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 ‘학

회령(學會令)’, ‘사립학교시설상주의건(私立學校施行上注意件)’, ‘사립학
교보조규정(私立學校補助規程)’,

‘사립학교학칙기재예(私立學校學則記

載例)’ 등을 식민교육을 위한 준비와 함께 민족사학을 규제하기 시작하

였다. 일제에 의한 교육이 시행된 1911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교육령 공포 및 1914년에는 전문학교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교육
은 크게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전문
교육(제7조)은 고등한 학술,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연한
(제16조)은 3년 혹은 4년으로 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2)
1) 李瑄根, 韓國史:現代編, 乙酉文化社, 1961, 233쪽.
2)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사, 동화인쇄, 2001. 11, 2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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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 및 대한제국의 교육기관

조선시대 근대교육기관

대한제국기 공업전수소

[표 1] 일제강점기 학교 및 학생변화-일본인제외

유치원
초등
학교
중등
학교3)
실업
학교4)
사범
학교
전문
학교
대학
예과
대학
각종
학교
계
서당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학생수
서당수
학생수

1910
299
20,194
9
679
23
952
1
239
3
315
2,085
미상
2,420
22,379
-

1915
738
60,660
17
1,478
91
3,051
1
188
3
470
1,090
51,724
1,940
117,571
23,441
229,550

1920
1,090
107,456
38
3,768
77
2,655
1
182
7
454
661
51,008
1,874
165,523
25,482
292,625

1925
1,773
386,257
64
11,500
69
5,491
14
1,703
10
1,025
1
89
635
57,895
2,566
463,960
16,873
208,310

1930
2,300
457,883
76
16,301
137
10,932
3
683
13
1,681
1
86
490
46,040
3,020
533,606
10,036
150,892

3)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4) 농․상․공․수산 및 공업전업소, 실업보습학교

1935
1940
1943
299
358
343
13,5227
20,101
21,471
3,433
5,005
5,926
840,848 1,582,846 2,130,391
85
121
150
21,266
32,755
43,955
162
229
251
16,489
31,116
46,001
4
10
15
1,483
4,410
7,482
15
18
20
2,722
3,410
4,054
1
1
1
112
205
200
1
1
1
210
250
335
412
300
264
70,128
69,981
70,676
4,412
6,043
6,971
966,780 1,745,074 2,324,565
6,209
4,105
2,579
161,774 158,320 1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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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재환 선생의 유학시절과 입명관대학(立命館大學)캠퍼스
석당 정재환 선생은 1936년 법학부를 졸업하기까지 4년의 시간을 교
토(京都 広小路通) 캠퍼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입명관대학(立命館
大學)은 현재 교토(京都), 시가(滋賀), 오이타(大分), 혹카이도(北海道)

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2대학과 4개의 부속고등학교, 4개의 부속
중학교, 부속초등학교(附属小学校)에 약 5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본 제일의 사학교육기관이다.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가이며 국제적인 활동가였던 사이온지 킨
노치(西園寺公望)는 1869년 입명관대학(立命館大學)의 전신인 교토법
정대학(京都法政学校)를 설립하였다. 사이온지(西園寺)는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국제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을
｢자유주의(自由主義)｣와 ｢국제주의(国際主義)｣로 정하고 평생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였다고 한다. 교토법정대학(京都法政学校)은 1900
(明治33)年 5月 19日 인가를 득하고, 6月에는 교토시(京都市 上京区 東
三本木의 清輝楼)에 가교사(仮校舎)를 건립하고 개교하였다. 1922년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령(大学令)에 의해 입명관대학으로 승격하였으

며 신교사(新校舎)를 현재위치(上京区 広小路通 寺町 東入中 御霊町)
로 이전하였다.
20세기 초 일본 대부분 대학들은 일본 전통건축 형식 혹은 서양의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캠퍼스와 건축물을 건립하였으나, 입명관대학의
교사시설과 건물들은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하는 국제주의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아 건립되었다. 이는 ｢자유주의(自由主義)｣와
｢국제주의(国際主義)｣를 건학이념으로 설정한 입명관대학의 교육적 특

성이 교토(広小路通) 캠퍼스계획과 건축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시계탑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던 스타일의 건축물은 기능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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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立命館大學 캠퍼스배치도 및 주요 건축물

합리적인 평면구성과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간결하고 기능
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캠퍼스의 건축물들은 서양의 고전건축 양식 혹
은 일본전통 건축양식보다 ｢자유주의(自由主義)｣와 ｢국제주의(国際主
義)｣이란 건학이념에 어울리며,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국제적인 양

식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4년의 시간을 간결하고 기
능적인 건축양식을 갖고 있는 입명관대학 캠퍼스(京都 広小路通 캠퍼
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정재환 선생의 영향은 이후 [그림3]과 같이
구덕캠퍼스 건설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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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立命館大學과 東亞大學校 구덕캠퍼스의 주요건축 비교

立命館大學 본관

東亞大學校 구덕캠퍼스 본관 및 도서관

3. 구미교육시찰과 구덕캠퍼스계획
석당 정재환 선생은 1959년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구미 각국의
교육제도와 시설을 시찰하였다. 귀국 후 선생은 구덕캠퍼스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 대강당, 본부 사무실과 교수연구실, 박물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단과대학 교사 및 제2학생관, 가정관, 체육관
등을 신축하였다.5) 당시 석당일기에 나타난 시찰내용과 구덕 캠퍼스
시설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4] [표2]와 같다.6) 구미교육시찰을
통한 석당 정재환선생의 경험과 구덕캠퍼스 시설구상에서의 연관성을
5)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70년, 도약의 발자취, 2014.
6) 정재환, 석당일기, 산지니,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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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표 2] 구미교육시찰과 구덕캠퍼스 계획내용
일시

주요 교육시찰지

캠퍼스 계획구상

1959.
5.4-6

컬럼비아 대학(5.4일/ 5.6일) 국제
교육협회와 아시아재단 방문

구덕캠퍼스 도서관을 중심으
로 한 중정형 캠퍼스 및 소강
당 등 구상

5.15

시몬스 대학 시찰

부설여자실업초급대학(1962
년)

5.15

보스턴 대학 ROTC

동아대학교 학군단 창설(1961
년 117학군단)

5. 29

유진주립대학

박물관/ 농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농과대학(1960.10)

6.15-20

영국여행: 웨스트민스트 대성당
과 문화재 (왕립대학,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박물관)

석당박물관(1966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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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미교육시찰과 구덕캠퍼스 계획구상 및 건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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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아대학교 캠퍼스계획과 변화
1. 동아대학교 캠퍼스계획의 변화7)
(1) 대신동 가교사와 수정동 교사(1946년)
동아대학교는 해방이후 일본에서 전문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을 받
던 도중에 있었던 젊은 학생들이 뜻을 함께하여 모인 <유학생동지회>
와 기독교계통의 유지들이 정기원 박사를 중심으로 남조선대학교를 부
7) 전성현, 동아대학교 첫 요람 -구덕캠퍼스의 역사, 2015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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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에 설립하였으나 이를 동아대학이 인수하여 1946년 11월 1일 개
교하였다. 당시 남조선대학의 첫 입학식은 1946년 4월 2일 현재 부산
신학교(구 광성공고) 자리에서 거행되었으며, 교사는 부산 신학교 자리
와 동대신동의 영명학원이란 곳에 모여서 수업을 시작하였다.8) 이후,
1946년 11월 1일을 기하여 부산부 서대신동 3가 180번지 소재 가교사

에서 대학 강좌를 개설하였다.9)
1947년 3월 20일 교사를 부산진의 공생학원(동아중학 - 부산부 수정

동 21번지 추정)으로 이전하고, 7월 10일 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
하여 동년 12월 30일자로 동아학숙 설립허가와 아울러 동아대학 설립
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다.

(2) 범일동 교사(1949년)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수정동 교사에 동아중학교 설립이 인가되어
좀 더 넓은 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1949년 9월 범일동 356번지로 이전
하게 되었다.
당시 교사가 위치한 곳은 원래 바다였던 곳을 메워 만든 매축지(埋
築地)로, 당시 교사부지는 18,604평, 교사는 약 500평 규모의 평목와(平
木瓦) 구조였다. 하지만 범일동으로 교사를 옮긴지 채 1년도 지나지 않

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이곳이 미창(米倉) 보세창고 지대라는 이유로
8) 동아대학교 50년사에서는 ‘광성공고 자리와 영명학원’으로 교사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광성공고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7번지에 위치하였으
며, 2000년 현재의 서대신동 3가 184번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경
성전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1950년사가 발행된 시점의 광
성공고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7번지이다.
9) 동아대학교 30년사에서는 ‘1946년 11월 1일 부산부 서대신동 3가 180번
지’로 가교사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부산
신학교(동대신동 3가 27번지)’와 그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초기 가교사의
위치의 경우, 사료검토를 통해 추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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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게 징발되어 초장동 교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3) 초장동 교사(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급히 물색된 곳이 초장동에 있는 이사장의 구
(舊) 사택이었다. 초장동 교사는 부산시 초장동 1가 28의 1, 28의 7에

위치하였으며, 주택․사무소․창고 용도의 2층 목와(木瓦) 건물을 교사
로 사용하였다. 그 규모는 1층 31.10평(坪), 2층 23.40평, 3층 2.60평의
매우 협소한 규모였다. 한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51년 10월 5일자
로 구덕 교사로 이전하였다.

(4) 구덕 교사(캠퍼스)의 조성(1951년)
1951년 10월 5일 이전한 구덕 캠퍼스가 위치한 구덕산록은 구덕수원

지의 인접의 매화밭(梅田)이었다. 주위는 수원지 보호림이 울창하고,
당시 이곳에는 저수지의 맑은 물이 가득하여 자연 경관이 한결 아름답
고, 고요한 숲 속에서 이따금씩 꾀꼬리 소리가 한 낮의 정적을 뒤흔드
는 그윽한 곳이었다.
당시에는 낡은 천막과 판자교사, 목조 단층건물 2동으로 수업을 시
작하였으나, 1953년 눈사태로 말미암아 대부분 파손되어, 1954년 11월
5일에 1,613평 규모의 34개 교실을 갖춘 3층 규모의 본관 건물을 준공

하게 되었다.
1955년 9월 10일에 279평 규모의 제2, 3관을 완공하였고, 같은 해 10

월 붉은 벽돌로 된 3층의 제5관을 20개 교실 규모로 완공을 보게 되었
다. 1957년 2월 10일 박물관 신축에 이어 8월 7일에는 제2학생관과 12
월 8일에는 과학관이, 12월 18일에는 석조전의 도서관이 각각 완공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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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캠퍼스 이원화와 동아의료원의 설립(1970년대 후반～현재)
1970년대까지 구덕캠퍼스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공과대학

을 비롯한 이공․자연계 학과의 확대개편 등 교세의 신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과대학의 이전을 위해 1978년부터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소재의 현재의 승학캠퍼스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 東亞大學校 캠퍼스의 변화

남조선대학교 교사/ 1946.2(서대신동) 남조선대학교 교사/ 1946.11(수정동)

동아학숙 교사/ 1947.8(범일동)

동아학숙 교사/ 1950.7(초장동)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1951.10-현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1979.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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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2003.3-현재

동아대학교 보배캠퍼스/ 현재

1979년 4월 14일 승학캠퍼스에 공과대 1, 2관이 완공됨으로써 같은

해 5월 18일 공과대학의 이전을 필두로 하여, 뒤이어 단과대학 건물이
계속 준공이 되어 농과대학, 이과대학, 문과대학이 모두 승학캠퍼스로
옮겨 가게 되었다. 1985년 이후 대학본부와 경영대학의 준공과 더불어
승학캠퍼스로 이전해 감으로써 구덕캠퍼스는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만 남게 되고, 1987년 이후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위한
메디칼 캠퍼스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구덕캠퍼스에는 법과대
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등 4개 단과대학만 잔류
하게 되었다.

2. 동아대학교 구덕 캠퍼스의 주요건축물
(1) 초기 구덕캠퍼스 교사의 건립(1950년대)
① 본관(本館)-멸실

본관 건축면적

1953년 겨울 눈사태로 임시로 마련

층별

건평

한 교실이 무너져 이곳에 산재하고 있

1층

489평

던 모든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1954년

2, 3층

468평

봄에 본관(현, 동아대학교 의료원 심뇌

4층

180평

혈관질환센터) 건립의 첫 삽을 내딛어

5층

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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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11월 5일 준공하였으나 2012년 의료원 센터동 건립으로 철거되
었다.
② 제2․3관-멸실
1953년 9월 10일 현재 의과대학강의동의 자리에 건평 279평 규모의

목조 단층 기와지붕 건물인 제2관을 준공하였다. 1955년 9월 10일에는
본관의 뒤편 언덕(현, 구.사회과학대학)에 건평 723평 규모의 목조 단
층 기와지붕 건물인 제3관을 준공하였다. 제 2ㆍ3관은 얼마동안 부산
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이 임시로 사용하였으며, 동아고등학교가
신축될 때까지 여기를 임시교사로 사용하였다. 이후 1956년 동아고등
학교가 신축교사로 이전함에 따라 농학부 교실로 사용하였으나, 본 건
물을 헐어버리고 이 자리에 각각 법경대학(1966년)과 대학원(1970년)
건립하였다.
③ 제5관-일부 현존

제5관은 1955년 2월에 착공하여 10
월 하순에 총건평 약 900평 규모의 붉

제5관 건축면적
(출처 : 폐쇄 건축대장)
층별

건평

의 교실 수는 24개로, 총공사비는 당시

1층

307평

1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벽돌 매수

2층

301평

만 해도 무려 100만매가 소요되었다고

3층

301평

은 벽돌 3층 건물로 준공하였다. 제5관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로 보아서는 큰
규모의 교사였다. 제5관은 현재 의과대학 기초의학동으로 사용되고 있
으나 공사 중 일부건물이 멸실되었다.
④ 학생회관(樓碧亭)-멸실
1955년～1956년경, 본관 앞 운동장 쪽(현, 동아의료원)에 한국 고유

의 건축미가 풍기는 목조 기와 2층의 학생회관 건물이 건립되었다. 본
건물은 휴게실을 겸한 학생 서클활동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명 누벽
정(樓碧亭)하여 수원지를 굽어보는 누각이었으나, 1959년 태풍사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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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파손 멸실되었다.
⑤ 제2학생관(기숙사, 寄宿舍)-멸실
1956년 8월 7일에 제2학생관(기숙사)가 준공되어 연내(年來)의 숙원
(宿願)이 달성되었다. 그 규모는 5,281평, 실수는 23개였으며, 현재 음

악관의 위치에 자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멸실되었다.
⑥ 박물관(博物館)10)-멸실

박물관은 1950년대 당시의 도서관 2층에서 출범하였다. 이후 현재의
구덕도서관의 위치로 이전함으로써 대학교 박물관으로서의 규모를 갖
추게 되었다. 박물관은 석조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2층으로 1956년 6
월 17일에 착공하여 1957년 2월 10일에 준공을 보았으며, 총건평은
528,10평(연면적 약 700㎡ 추정) 실은 8개였다. 2015년 멸실되었다.
⑦ 과학관(科學館)

본 건물은 1956년 7월 29일에 착공하여 1957년 12월 8일 준공하였으
며, 구조는 4층 철근콘크리트 원형지붕으로 건평 692평에 교실 수는 14
개였다. 이후 본 건물은 초급대학 교사로 사용되어, 비치하였던 기기는
각 대학 각 학과 실험실로 분산 이전되었다. 2015년 멸실되었다.
⑧ 도서관(圖書館)

도서관은 공대 제1교사(제5관, 현 의과대학 기초의학동) 일부를 사용하
10) ‘총 공사비 4억 5천만환이 소요된 석조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된 특수교
실(1976년 당시 박물관)은 1955년에 본관 동쪽 약 20間 제5관 전방 약 20
間 사이에 건평 250평의 지면을 점하고 있다. 이 건물 1층은 특수교실로
사용하고 2층은 소강당으로 이용하였다.’고 ‘동아대학교 30년사’에서 기록
하고 있어 박물관 건물은 이전에 특수교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축물 대장을 검토한 결과, 박물관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대장의 경
우, 본 건물을 1956년 9월 15일 준공, 철근콘크리트 기와 2층, 1층 177평, 2
층 1983.20평 총 건평 375.2평의 건축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실제 건립
당시 추정 건축 연면적의 경우 약 700㎡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료검토를
통해 특수교실과의 관계 및 건립 년대, 면적 등을 추후 명확히 밝힐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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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나, 1957년 도서관건물이 완공되었다. 특히 석당선생은 공사를
직접 지휘하였으며 안면에 부상까지 당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 대
학 건물 중에서도 가장 알뜰한 건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도서관 건물은 총건평 약 702평 석조 철근콘크리트 3층 규모로 1956
년 7월 29일에 착공되어 1957년 12월 18일에 준공되었다. 당시 석조 대
리석으로 곱게 단장된 하층은 도서(7만 여권 장서) 및 관원 사무실이
있었으며, 2층은 284개 좌석의 학생열람실과 40개좌석의 교수열람실이
있었다. 현재 본 건물은 석당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구덕캠퍼스 초기의 주요 건축물

문이과대학(이부대학)

박물관

공과대학(제5관)

병설실업초급대학(과학관)

(2) 구덕캠퍼스 교사의 확장(1960년대-1970년대 후반)
① 강당(講堂)의 건립과 증축-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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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은 1962년 11월 23일 착공하여 1964년 3월 11일에 준공하였으며,
건평 621.33평에 약 1,000개의 좌석을 갖추었다. 강당이 준공됨으로써
종전의 소강당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4월 20일
중앙도서관의 증축과 병행하여 강당과 학생회관의 일대 증축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에 완공되어 학내행사와 집회가 개최
될 수 있게 되었다. 1, 2층에는 학생의 학내생활에 유용한 모든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학생활동 중심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
다. 최근까지 대강당(석당홀)으로 사용되었으나 2015년 멸실되었다.
② 공대 실습교사(工大 實習校舍)의 건립-현존

공대 제1교사(현재 의과대학 기초의학동) 뒤에 1965년 4월 14일 착
공하여 1965년 11월 5일에 준공을 본 본 건물은 3층 평스라브 건물로
건평 859.98평, 31개 교실로 되어있으며 공대 각과의 강의실 및 실험실
로 사용하였다.11)
③ 법경대학(法經大學) 교사의 신축-현존
1959년의 종합대학교 승격 이후 법정학부는 법경대학으로 개편되었

으며 1964년 10월 10일 중앙도서관의 동북쪽 상단의 대지 위에 법경대
학 교사가 착공되어 총건평 1,030평의 4층 현대식 건물이 1966년 3월
30일 완공되었다. 현재 본 건물은 의과대학 강의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제1본관(第1本館)의 건립-현존

제1본관은 1966년 5월 7일 기공되어 1968년 8월 15일 완공하였다. 총
건평 1,225.5평(坪)의 6층 현대식 건물로 착공 후 2년 3개월여 만에 완
공되었다. 이 건물에는 총장실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사무기관과 각종

11) 공대 실습교사동의 경우, 동아대학교50년사(1946-1996)와 東亞大學校
三十年史(1946-1976)에서 건립년도를 1965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959
년 발행된 ‘한국사진보도사, 부산사진대관’의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의
촬영사진에는 당시 공대실습교사동이 완공되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따
라서 사료검토를 통해 건립 년대 등을 추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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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각 학과 교수연구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의과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가정관(家政館)의 건립-멸실

문리과대학 가정학과를 중심으로, 여성 교육을 위한 시설을 완비한
교사의 확보가 시급하게 요청되어 1968년 10월 22일 병설실업초급대학
(과학관) 교사 뒤편의 대지에 건평 874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

식 건물인 가정관 건립에 착수하여, 1969년 10월 29일 준공하였으나
2015년 멸실되었다.
⑥ 체육관 및 학군단사의 건립-멸실

체육관은 1965년 6월 21일에 착공하여 1970년 10월 15일 준공되었으
며 총 건평 634평의 3층 최신식 건물인 체육관은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실내 농구장을 비롯하여 무용실, 유도장, 태권도장, 레슬
링도장, 체력측정실, 체육학 연구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군사훈련
단 건물은 1968년 9월 10일 기공되어 1968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으
며 규모는 총건평 46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이었다.
⑦ 대학원(大學院)건물의 신축-현존

법경대학 뒤편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대학원 교사를 1970년
2월 15일에 기공하여 같은 해 10월 19일에 완공하였다. 총건평 1,062.9

평으로 대소 25개실을 가진 이 대학원 건물은 지하층에 약 30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계단식 시청각실, 6층에 최신식 설비를 갖춘 어학실습실,
전문연구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학원 강의실과 학생 및 교
수의 연구실을 포함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⑧ 구덕관(九德館)의 건립-현존

여성교육을 위한 가정학의 학문적 연수의 도장인 생활실습장(생활
관)의 건립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교문 앞 구덕산 기슭의 아늑한 대
지에 건평 38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주택형 생활관이 1972
년 10월 13일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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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문리과 교사(본관)의 증축-멸실
1954년 11월 5일 본관(현, 동아대학교 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으로

준공되었으며, 이후 법경대 교사로 사용하였다가 1966년 3월 법경대학
교사의 신축과 더불어 문리과대학 교사로 쓰게 되었다. 이 건물은 우리
대학교 건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로써, 1973년 4월 17일에
건평 449평, 기존의 층수에 1층이 증축됨으로써 문리과대학 및 교양학
부, 야간에는 2부 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되었으며 문리과대학 미술학과
의 실습실 및 연구실로도 사용되었다.
⑩ 제2본관(第2本館) 및 공과대학(工科大學) 별관(別館) 신축
60년대 후반부터의 본교의 비약적 발전은 대학규모의 대형화와 규모

가 날로 신장되어 가는 공과대학의 실험실습을 위한 새로운 기재의 설
비와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2년 11월 4일 제1본관 뒤편의 대지
위에 건평 889.67평의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대소 27개실에 2대의 승
강기를 구비한 초현대식 제2본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총건평 1,078.49
평에 29개실을 갖춘 6층 건물인 공과대학 별관을 기공하여 1973년 8월
30일에 완공하였다.
⑪ 중앙도서관의 증축-현존
1957년 12월 18일에 준공된 석조 3층, 건평 702평의 도서관이 건립하

였으나, 대학규모의 팽창에 상응한 도서관 이용인구의 격증(激増)과 이
에 대응하는 도서관기능의 합리화의 요구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증축이
계획되었다. 대강당의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1975년 4월 20일 도서관의
증축공사가 착수되어 동년 11월 30일에 완공하였다. 약 888.9평의 면적
(지하1층, 지상1층 확장)이 증대되어, 10만권 이상의 장서능력을 가진

서고 2실과 각각 564석, 396석의 넓은 2개 열람실 등을 확보하여 현대
적 대학도서관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는 석당기
념관으로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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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박물관의 규모 확대-멸실

박물관은 1957년 준공 이래 계속된 고고학자료, 민속자료, 사적유물
등 각종 문화재의 발굴ㆍ수집으로 소장품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장품의 보관ㆍ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평 20평의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을 1970년 10월 5일에 준공하여
동고관(東古館)이라 하였다. 1975년 11월 30일 박물관과 인접한 체육관
4층에 건평 27평의 소장실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이관ㆍ전시하였다. 박

물관 내에 신설한 ｢국보관｣을 1975년 12월 3일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
1월 30일에 완공하였다. 2009년 부민동으로 박물관을 이전하였으며 본

건물은 2015년 철거되었다.

[그림 7] 구덕캠퍼스 확장기 주요 건축물

제1 본관(본부 및 법경대학)

대학원,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

중앙도서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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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 이원화와 동아의료원의 설립(1970년대 후반-현재)
① 승학캠퍼스의 조성과 구덕캠퍼스의 변화
1979년 4월 14일 승학캠퍼스에 공과대 1, 2관이 완공됨으로써 같은

해 5월 18일 공과대학 이전을 필두로 뒤이어 단과대학 건물이 속속 준
공이 되어 농과대학, 이과대학, 문과대학이 승학캠퍼스로 옮겨 가게 되
었다. 1985년 이후 대학본부와 경영대학의 준공과 더불어 승학캠퍼스
로 이전해 감으로써 구덕캠퍼스는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만
남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위한 메디칼 캠퍼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은 부민동캠퍼스로
예술대학은 승학캠퍼스로 이전하여 의과대학만 잔류하고 있다.
② 대학병원의 개설과 동아의료원의 개원
1984년 10월 5일에 이과대학에 의예과가 신설된 이후, 1987년 1월 23

일 부산시로부터 750병상 규모의 병원건축의 허가를 받아, 1990년 2월
26일에 대학병원이 준공되었다. 1990년 3월 3일에는 의료기관 개설허

가를 받아 같은 해 3월 25일 749병상, 24개 진료과목을 보유한 동아대
학교 부속병원으로 개원하였다.
1991년 9월 28일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을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으며, 1995년 1월 25일 동아대학교 병원을 동아의료원으로
승격하였다. 당시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45,542㎡, 건축면적 5,215.58㎡,
연면적 55,337.06㎡, 지하2층, 지상11층, 옥상 2층, 749병상 규모로 허가
병상 단일건물규모로서는 한강이남 최대의 규모였다.
2002년 2월 27일 동아의료원을 동아대학교 의료원으로 개칭하였으

며, 2006년도에는 의료원 신관(구. 체육관 일대)을 준공하였다. 2012년
현재의 위치에(구. 본관 일대) 부산울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원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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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덕캠퍼스의 변화

1950-60년대 구덕캠퍼스 이미지

1970년대 구덕캠퍼스 이미지

1980-90년대 구덕캠퍼스 이미지

2000년대 구덕캠퍼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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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덕캠퍼스 주요건축물의 변화추이

Ⅳ. 구덕캠퍼스 주요건축물과 근대문화 유산가치
1. 대학교육시설과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속
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성격별로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그리고 기념물로 구분하
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가 있으
며 이들은 각각 보물, 국보,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학교 건축은 소속 구
성원들이 학교가 갖는 역사와 의미를 공유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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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학교육시설과 근대문화유산

와 자부심의 상징이다.’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대기 학교건축물 중 문화
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경우는 ‘사적 제
275호 연세대 스팀슨관, ‘사적 제276호 연세대 언더우드관, ‘사적 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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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세대 아펠젤러관, ‘사적 제285호 고려대 본관, ‘사적 제286호 고려
대 도서관 등이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는 ‘서울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제53호,
1946년 건립, 1985년 복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 홀(제14호,

일제강점기 건립)’, ‘조선대본관 (제94호 일제강점기),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제5호, 일제강점기 건립)’,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
관(제590호, 1957년 건립)’,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제644호)’, ‘광
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제96호, 1955년 건립)이 있으며, 부산지
역에서는 ‘부산대학교 구 본관(제641호, 1959년)’이 등록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2. 구덕캠퍼스 주요건축물의 역사문화유산 가치
(1) 중앙도서관(현 석당기념관)의 건축적 특성
현재 부산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구 중앙도서관(석당 기념
관)은 석조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49㎡
규모의 건물로 건립 당시(1957.12.18)에는 석조철근콘크리트 3층 규모
의 건물이다.12)
1975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증축공사를 시행하

였으며, 2010년 8월 ELEV.실 등을 증축하여 석당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건물은 구덕캠퍼스 중정을 기준으로 하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학생회관(구. 과학관)과 대칭되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정
면의 경우 좌우대칭으로 1층 현관에는 통돌을 조각하여 설치한 계단
위에 4개의 석재기둥이 배치되어 입구로써의 상징성을 가지며, 석재
기둥과 아치의 이미지가 강하여 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있다.
12) 건축물 대장 상 준공년도는 1957년 9월 10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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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평면구성은 우측이 좌측에 비해 길이가 긴 장방형으로 실이 배
치되어 우측편이 긴 ‘ㄴ’자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내부는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른쪽에 위치한 계단실
을 통해 각 층간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내부 바닥과 천장 마감
및 인조석으로 시공한 내부 원기둥 등을 통해 건립 당시 부재 치장 기
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 양식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물이다. 특히 본 건물과 구 박물관에 사용된 석재의 경우 인근 지역에
서 채취한 것으로 재료의 수급 및 시공과정에 대한 기록 등이 남아있어
근대기 건설공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 지역적 건축가치가 높다.
[그림 11] 구덕캠퍼스 중앙도서관(현 석당기념관)

중앙도서관 관련서류

중앙도서관 관련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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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학생회관 (구. 과학관)의 건축적 특성
제 2학생회관(구 과학관)은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5층(원형 돔
포함), 연면적 약 1,875㎡ 규모의 건물로 건립 당시(1957.12.8.)의 원형
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최근 철거됨에 따라서 철거 전 현황
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13)
제 2학생회관(구 과학관)은 방위상 동남쪽, 중정을 기준으로 하여 우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의 석당기념관과 대칭되는 형태로 자
리 잡고 있다. 정면과 측면이 2:1의 비율로 구성된 장방형의 평면형식
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가 서로 대칭되
는 평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 평면은 폭 3.6m의 전면부(발코니, 계단실)와 폭 9.9m을 가지는
후면부(각 실습실) 2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전면부는 주진입
부의 역할을 하는 발코니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양측면에는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공간은 2.7m～3.0m 간격의 원형기둥에 의해
세분되어 있다. 후면부는 각 4개의 실이 진입부인 발코니 공간에 면해
서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구성방식을 보이고 있다. 양측 2개의 계단
13)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건축대장의 준공년도는 1958년 3월 5일로, 연면적은
2,285.89㎡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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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2학생회관 (구 과학관)

건립당시 과학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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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해 상부로의 연결이 가능하며, 계단실 공간을 통해 다시 상부
발코니 공간으로 연결되는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본 건물의 4층과 5층에 위치한 원형 돔은 건립당시 천문 관측
을 위한 시설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형 돔은 목재틀 위에
함석판으로 마감하는 등 교육시설로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 조형
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3)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교실)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교실)은 석조 철근콘크리트 일식 기와지붕,
지상2층, 연면적 약 886㎡ 규모의 건물이다.14) 건립 당시(1957.2.10.)에
는 박물관(특수교실)의 용도로 지상 2층, 연면적 약 700㎡ 규모로 준공
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에 좌측에 2층 건물을 증축하여 연결하였
다. 구덕 도서관은 외관상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나 최근
철거됨에 따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다.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교실) 중정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 하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크게 건립 당시의 원형부와 증측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원형부는 가로로 긴 장방형의 평면형식을 가지고 있다. 1층은 동
일한 크기의 4개의 실로 구분되어 각각 전면에 2개의 출입구(총 6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좌측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70년도에 좌측부에 별도의 출입구
와 계단실을 가진 건물을 증축하면서 내부 공간을 변형하여 사용함에
따라 1층 전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여 화강석으로 마감하고
창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층 평면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
용하였으며, 천장은 목재 반자틀로 마감하였다. 입면의 경우 2층 창은

14)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건축대장의 준공년도는 1956년 9월 15일, 연면적은
1,240.33㎡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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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m의 높이로 아치창과 직사각형의 수직 창을 리드미컬하게 배열
하였으며, 외부에 발코니를 두었다는 등 독특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
는 건축물이다.

[그림 13]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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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946년 11월 1일 개교한 동아대학교는 1951년 10월 5일 교사를 현재

의 구덕캠퍼스 위치인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제2관(1953년 9월), 본관(1954년 11월), 제3관(1955년 9월), 제5관
(1955.10), 제2학생회관(1956.8), 과학관(1957년 12월), 중앙도서관(1957

년 12월)을 차례로 준공하여 1959년 2월 4개 대학 16개 학과 규모의 종
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85년에는 승학캠퍼스에 대학본부를 이전하
여 구덕캠퍼스와 승학캠퍼스 2개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90년에는 구덕캠퍼스에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을 준공하였으며, 21세

기형 열린 부민캠퍼스를 조성하여 3개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현재와 같
은 대학캠퍼스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 구덕캠퍼스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구덕 캠퍼스 중
정부지 지하 공간 개발계획’에 따라 과거의 주요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
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설립자인
정재환 선생의 철학과 건학이념이 담겨있는 동아대학교 대신동 캠퍼스
를 대상으로 캠퍼스 구상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축적 요인을 정
리하였다. 또한 주요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이들 건
축물이 갖는 근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직후인 1946년 11월 자주적 근대교육과 함께 시작된 동아대학교
의 교사시설과 구덕캠퍼스는 근대기 부산지역 교육시설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
학교육기관으로서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건축적 영향이 구덕캠퍼
스 계획과 구상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중앙도서관(현 석당기념
관)을 비롯하여 제 2학생회관(구 과학관), 박물관(구 소강당, 특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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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근대기 교육시설이 갖는 조형적 특성과 건축적 의미를 분
석하였으며 지역건축의 건설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정
리하였다. 이들 내용을 통하여 구덕캠퍼스의 교사시설과 계획과정, 주
요건축물에 나타난 특성들이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17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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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Spirit of Jeong Jae—Hwan
(鄭在煥) and Guduck Campus
Planning of Dong-A University
- Modern Cultural Heritages Value of Buildings
in Guduck Campus Kim, Ki-Soo
The Dong-A University is one of private comprehensiv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with rich history and
tradition, and we celebrated the 70th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y in 2016. The history of Dong-A University dates back
to 1946 when JaeHwan Chung an eminent statesman of modern
South Korea, founded “Dong-A” as a private academy on the site of
the Busan. In 1951, he started established Guduck Campus in Busan,
South Korea. The plan of Guduck Campus was applied to the
School Spirit and Educational Philosophy, justice and truth and
freedom, pursued by Jae-Hwan Jeong.
This thesis is results summarizing the factors that JaeHwan
Chung's School Spirit and Educational Philosophy have influenced
the Guduck Campus plan. Also, I wanted to research the historical
and Modern Cultural Heritage value of the building in Guduck
Campus. Through the facility and building of Guduck Campus

석당 정재환선생의 건학이념과 동아대 구덕캠퍼스 계획 / 김기수 51

Founded in November 1946, I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check
the transition proces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modern times.
In particular, I was able to identify various material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entral library(1957.12), the second student council(1957.12), and the
museum(1957.2).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School Spirit and Educational
Philosophy ar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the
Central Library building has historical value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Guduck Campus Planning, historical value of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facility and building 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