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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동아대학교 초대총장 石堂 鄭在煥의 우리민족 문화․
기록유산에 대한 계승․발전노력과 인식․위상을 새롭게 진단하였다.
석당은 백과사전류에 법조인․교육자로 정의되고 있지만, 1970년대
부터 전문연구자들에게 대표적인 文化愛護家로 평가받았다. 민족 문
화․기록유산의 보존과 창조적인 계승․발전에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
였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함께 유물의 기증․구입, 방치
유물의 수습, 해외 유출의 저지 및 입수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사시대 이래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기록유산 등을 수집하였다. 수
집․지원한 유물․유적 가운데는 국보․보물 및 국가 사적 등으로 지
정된 국가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궐도｣ 및 ｢土器隆起紋鉢｣
등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있던 문화유산이었다.
석당은 1955년부터 문화․기록유산을 발굴․수집․보존 및 교육․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기반으로 국문학과․사학과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당학술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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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고고학․고대사․중세사․근세사와 한
문학․향가․민속학․한글․서지학 등에서 풍부한 연구․교육역량을
갖춘 저명 인력들도 영입하였다. 학생들의 고적순례․발굴․유물전시
회 등과 같은 현장역량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석당은 문화․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연구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을 개관하고 1950․60년대에는 독립건물도 확보하였
다. 이에 1966년에는 우리대학 박물관이 전국에서 으뜸되는 위상을 확
보하였으며, 도서관 소장의 古書도 국내에서 손꼽힐 규모였다. 고서
가운데는 고려사,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의 인출본 완질 등 고려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기록유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물관에는 국보․보물급의 문화재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었다.
석당은 석당학술원의 전신인 古典硏究所․韓國文化硏究所와 같은
전문연구기관도 1958․59년 각각 설립․운영하였다. 고전연구소에서
는 1958년부터 남북한 최초로 고려사 역주사업을 착수하여 1973년
까지 譯註高麗史 11책을 완간하였다. 이에 우리대학은 해당 분야에
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석당이 이런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나라의 역사․문
화에 대한 지식수준 및 관심과 함께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객관적인
식견과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漢學․서예와 함께 한국학에도 상
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민족문화의 창달을 우리대학의 건
학이념으로 채택․실천하는 등 문화․기록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
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태도와 실천노력은 1959년 부산시문화상
의 수상으로 객관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특히 1970년대 鶴山 金廷鶴
은 석당의 이러한 공적을 文化愛護家로 평가하였으며, 그 위상과 공적
도 전국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주제어 : 정재환, 석당, 동아대학교, 문화애호가, 석당학술원, 석당박물
관, 함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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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澗松 全鎣弼, 湖巖 李秉喆, 湖林 尹章燮은 근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문화재 수장가로 문화유산의 선각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수집하였으며, 수집 유산 가운
데는 국보․보물과 함께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된 중요 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수집한 다양한 유산은 간송박
물관(간송미술관), 호암박물관(삼성미술관 리움), 호림박물관을 개관․
운영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연구나 대중화의 원천자료 등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들의 문화재 수집․보존 노력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 업적도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인 계승노력의 정보를 접할 때, 동남권지역에서는 동
아대학교 초대총장을 역임한 石堂 鄭在煥선생(이하에서 호칭 생략)이
대표적인 선각자로 떠올려진다.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의 문화․기록유
산에 대한 석당의 다양한 노력과 공적이 상당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석당은 2017년 10월 현재까지 국보 2건․2점과 보물 14건․53
점 및 중요민속문화재 1건․4점 등 3만여점의 문화․기록유산을 보유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박물관으로 성장한 동아대학 석당박물관을
개관․운영하였으며,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 인출본의 완질을 비롯
하여 25,000여권이 넘는 古書와 冊版 등을 소장한 동아대학 函珍齋를
설립할 수 있는 탄탄한 초석을 제공하였다.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에 있
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유실․훼손 상태에 있던 우리 문화․기록유산
도 수집․보존하는 열정적인 노력을 보였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소장
하던 유산을 기증받기도 하였다. 국가의 재정적 확보가 열악한 시기에
는 석당의 개인이나 동아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 매
장문화재를 조사․발굴하였으며, 문화․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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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수 있는 해당학과와 전문연구기관도 설치․운영하였다. 특히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 고려사의 역주사업도 남북한 최초로 동
아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게 인적․물적 기반도 지원하였다. 이처럼 석
당은 동남권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의 기록․문화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다양하게 실천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상당수의 연구자나 대중들은 우리의 문화․기록유산
에 대한 석당의 다양한 계승․발전 노력이나 선각적인 인식태도를 제
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석당은 백과사전류에서도 현재 법조인․교육자로 제한하여 기
술되는 등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의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노력과 업
적 등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석당의 다양한
계승․발전 노력과 인식태도 및 위상을 진단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석
당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노력 및 업적과 함께 동아대학의 정체성
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향후 우리대학의 발전방안에도 일정한 밑거
름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Ⅱ. 계승․발전 노력
석당 정재환은 1906년 11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서 출생하여
1936년 교토(京都) 리쓰메이칸(立命館)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고

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검사․검사장을 거쳐 1952년부터 법무
부 차관을 역임하고, 고등고시위원 등 각종 국가고시위원으로도 활동
하였으며, 1950～70년대 동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등 법률․행정․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동아대학교 초대 총장에서 퇴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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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1976년 11월 타계하였다.1) 1963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는 등 법률분야의 활동역량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도 하였다. 이에 석당은 백과사전류에도 법률․교육 영역에서의 업적
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부산문화
대전: 정재환에서는 ‘동아대학교를 설립한 법조인이자 교육자’로 정의
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에도 ‘법무부 차관을 지낸 한국의 법조인이다’
라 소개되는 등 법률․교육 영역에서의 활동노력이 부각되어 있다.
석당은 법률․교육 영역과 함께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적인 영역에
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때문에 석당의 타계 직후 ｢人間 石堂｣
으로 기획된 추모의 글에서는 敎育家․法律家․行政家․名筆家로 활
동한 사실과 함께 ‘文化愛護家’로서의 업적도 되새겨졌다.2) 특히 우리
나라 고고학계의 제1세대로 고려대학교․영남대학교․부산대학교 교
수를 역임한 鶴山 金廷鶴이 석당을 추모하며 쓴 ｢文化愛護家로서의 石
堂｣이라는 글에서는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文
化愛護家로 높게 평가하면서 석당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노력과 역

할도 소개하였다. 석당을 중요 문화유산 수집, 고려사 등과 같은 국
가적 기록유산의 역주사업지원, 독립된 대학박물관의 확보, 문화재의
산실․인멸 저지, 외국 유출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환수 노력 등을 적
극적으로 실천한 문화애호가라 소개하였다.3)
석당은 동아대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비롯
하여 유물의 구입․기증, 방치 유물의 수습, 일본 유출자료의 저지․입
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선사시대 이래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기록유산 및 민속문화재 등을 확보하였다.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문
1) 丁仲煥, ｢石堂先生墓碑記｣, 1978.
2) ｢人間 石堂｣ 東亞大學報 제353～5호, 1977년 01월 24일 6～7면.
3) 金廷鶴, ｢人間 石堂/ 文化愛護家로서의 石堂｣, 東亞大學報 제353～5호,
1977년 01월 24일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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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을 확보한 사례는 1969년부터 발굴한 釜山 福泉洞 古墳群(사적
제273호) 1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식 돌방무덤과 출토 유물을 우리대학
의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한 경우이며, 이 발굴사업에서는 석당이 상당
한 소요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4) 1969년에는 南鮮電氣(한국전
력의 전신)로부터 釜山電車(등록문화재 제494호)를 교육자료의 명목으
로 기증받았다.5) 1958년 4월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古書 등을 연구자료로 기증받았으며,6) 1966년 10월에도 고려 金佛 등
50여점을 기증받기도 하였다.7) 그리고 우리나라 서지학회와 한국고고

학협회 등을 조직․운영하는 데 중요 역할을 수행한 東濱 金庠基교수
의 해제가 있는 關北輿地圖(17세기 말 경 제작) 등도 동빈으로부터
기증받기도 하였다. 석당은 일제강점기에 채집된 다대포패총․괴정동
패총․괴정동고분․감천동지석묘의 유물을 동아대학에서 확보8)하여
일본으로의 유출을 막았으며, 특히 1933년경 일본의 고고학자 아리미
쓰 교이치(有光敎一)가 조사․수습하였다가 한국전쟁 때 제3국으로 유
출되기 직전에 있던 부산 영선동조개더미 채집의 土器隆起紋鉢을 포함
한 채집유물도 許文澤교수의 발견으로 확보하여 동아대학에서 소장9)
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진단할 수 있는 원
천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土器隆起紋鉢은
1975년 5월 隆起紋土器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597호로 지정된 귀중한
4) 金東鎬,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1971.04,
14～16․34쪽.
5) 부산광역시, 부산의 문화재, 2013.
6) ｢圖書四百餘卷寄贈/ 富民洞 鄭明佑氏 本大學에｣, 동아대학보 제26호,
1958년 05월 15일 1면.
7) ｢全鎭京氏 固有 文化財 寄贈｣, 東亞大學報 제170호, 1966년 11월 25일 1
면.
8) 사하구, ｢제4장 문화유산과 관광｣, 사하구지, 2012, 245～252쪽.
9) 金東鎬, ｢瀛仙洞 貝塚의 再檢討—隆起文土器를 中心으로—｣, 釜山史學(역
사와경계) 8, 부산사학(부산경남사학회), 198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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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으로 중등국사교과서에도 소개될 만큼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
다. 한편 1958년 8월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英親王 李垠의
약혼녀였던 閔甲完(閔규수)에게 온천동에 위치한 東萊 厚生園(건물 3
동 및 대지 약 1천평)을 거처와 육영사업의 공간으로 제공하는10) 등
전통문화의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이처럼 석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 문화․기록유산을 수집․보존
하는 노력을 기우리는 동시에, 문화․기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
로 발굴․수집․보존 및 교육․연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기반도 구축․운영하였다. 관련학과의 개설 및 전문연
구 인력의 초빙, 대학 도서관․박물관의 개관,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등도 실천하였다.
○ 관련학과의 설치와 전문연구인력의 초빙

동아대학의 정식 인가 때부터 문리학부의 文學科에는 영문학전공과
함께 국문학․사학전공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
강에도 문리학부의 문학과로 1학년 50명을 선발하는 공고가 있었다.11)
그러다가 1955년 2월 공고된 신입생모집요강에는 국문학과․영문학
과․사학과가 문리학부의 독립학과로 분리되어 신입생 90명을 선발하
는 공고가 나왔다.12) 1957년 11월 열린 국문학과․사학과의 학회총회
때에는 3학년이 각각 재학하였으며,13) 1958년 5월 개최된 史學會 총회
10) ｢孤獨에서 헤어난 閔閨秀 그 후 소식｣, 東亞日報 1958년 08월 28일 4면.
11) ｢東亞大學 男女學生募集｣, 釜山日報 단기 4287년 02월 13일 1면.
12) ｢東亞大學 第一學年 男女新入學生 募集要綱｣, 國際新報 단기 4288년, 02
월 15일 1면. 한편 1956년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국문과 30명, 영문과 30
명, 사학과 30명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을 개별 학과별로 나누었다(｢東亞大
學 新入學生 募集要綱｣, 釜山日報 단기 4289년 02월 1․2일 1면).
13) ｢(政治․國文․史)學科總會｣, 東亞大學報 제19호, 단기 4290년 12월 15
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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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4학년이 재학하였다.14) 그리고 1956년 5월에는 2부 대학에도
국문학과․사학과의 개설을 인가받아 1957년부터 2부 대학의 독립학과
로 신입생 40명을 각각 모집하는 요강이 공고되었다.15) 이로써 동아대
학 문리학부의 국문학과․사학과는 1955년부터 독립학과로 개설되었
으며, 1957년부터는 2부 대학에도 독립학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석당은 1955년부터 동아대학에 민족의 문화․기록유
산을 전문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국문학과․사학과를 독립학과
로 설치․운영하였으며, 1957년에는 2부 대학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석당은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풍부
한 지식․교육역량을 갖춘 전문연구자들도 초빙하였다. 사학과에는 姜
晋哲․李佑成․丁仲煥교수를 비롯하여 李瑄根․金庠基교수 등 우리나

라의 고대사․중세사․근세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을 초빙하였으며,
국문학과에도 朴智弘․金鍾雨․康龍權․崔鉉培․許雄교수 등 한문학
․향가․민속학․한글 등의 전공 연구자들을 영입하였다. 이들은 해당

영역과 함께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 및 서지학․국어국문학 등 다
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식견을 축적한 전문 교육․연구자들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강진철․이우성교수 등은 1957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대학 史學會의 학생들과 함께 海印寺의 고

적을 처음으로 순례16)하는 등 민족의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현장조
사 방법 등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그리고 1959년 당시 동아대학의
조교수로 재임하던 이우성교수는 우리대학이 고려사 인출본의 전질
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4) ｢史學會總會｣, 동아대학보 제27호, 1958년 06월 01일 1면.
15) ｢東亞大學 新入學生募集要綱｣, 東亞大學報 제12호, 단기 4290년 02월 15
일 1면.
16) ｢海印寺古蹟巡禮/ 史學會의 本學年 첫 活動｣, 東亞大學報 단기 4290년
06월 1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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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당은 우리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958년 동아대학 사학과
학생들이 부산대 및 연세대 부산분교의 사학과 학생들과 함께 김해 패
총지대에서 진행된 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사학과 학생들이 신라의 古
都인 경주지역을 고적답사17)하는 데도 지원한 듯하기 때문이다. 1958

년 11월에는 우리대학이 소장한 고고학 출토품과 고서화 및 공예품 자
료 등을 도서관 3층에서 전시18)하는 문화․기록유산의 전시회도 지원
한 듯하다. 석당은 우리민족의 세계기록유산 열람도 뒷받침한 듯하다.
학생 사학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연례 고적답사를 하기 위하
여 사학과 주임교수 강진철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30여
명의 학생 사학회원이 일단이 되어 고려시대 외화 중에 전국력
을 기울여 조성한 팔만대장경판을 연구할 목적으로 합천 해인
사로 출발하였다……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있는 법보전(法寶殿)
에는 문교부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구차 방문한 본교 사학회에는 은전을 베
풀게 되어 칠백여년의 보물을 만지면서 연구하였다. 五월 十八
일 연구를 마치고 무사히 귀교하였다.19)

1959년 5월 우리대학의 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사학회가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을 답사하고 열람할 때도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도서관 및 박물관의 개관

동아대학 도서관은 1947년 12월 발족되었다가 1950년 7월 한국전쟁
17) 동아대학보 제29호, 1958년 07월 01일 1․4면.
18) ｢사학회 출토품 고서전시회｣, 동아대학보 제35호, 1958년 11월 05일 3면.
19)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현지 답사｣, 東亞大學報 제43호, 1959년 06월 01
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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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휴관하였으며, 1955년 10월 본관에서 다시 개관을 준비하였다. 동
아대학교 도서관은 1959년 2월 열었다20)고 한다. 그런데 석당은 우리
대학의 신축 도서관을 1958년 7월에 개관하였다. 물론 1966년 개교 20
주년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그 시기가 다르다.
1959年 2月 26日에 開館한 本校 圖書館은 石造 鐵筋콩크리트 4
層 建物 708坪으로……書庫 91坪엔 東洋書 61,484冊, 西洋書
48,215冊 및 中國의 明, 淸時代의 經濟와 史籍이 大部分인 古書
16,964冊으로 된 126,663冊의 藏書가 備置되어 있다……더욱이
藏書數 및 古書가 國內에서도 손꼽히는 것이며.21)

1966년 11월의 기록에서는 구덕캠퍼스 중앙도서관이 1959년 2월 개

관되어 있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이전의 자료에는 기존에
제5관의 일부를 사용하던 도서관을 1957년 11월 독립건물로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이며, 3층의 박물관도 멀지 않아 개관할 것이라 하였다.22)
그리고 1958년 7월 1일 신축도서관을 개관하였다23)고 하였다. 때문에
구덕캠퍼스의 신축도서관 건물은 1958년 개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개관된 도서관은 1966년 당시에 명․청나라 때 고서가 주류를
이루며 국내에서도 손꼽힐 규모라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대학 도서관
의 고서 가운데는 고려시대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
는 핵심적인 원천기록유산도 소장하고 있었다. 고려사 인출본과 함
께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의 인출본 완질이다. 고려사 인출본은

20) ｢본교 도서관 실태｣, 동아대학보 제103호, 1963년 05월 15일 3면.
21) ｢成年東亞의 全貌를 펼쳐본다/ 圖書館｣, 東亞大學報 제170호, 1966년 11
월 25일 4면.
22) ｢宿望의 圖書館 드디어 준공｣, 東亞大學報 제16호, 단기 4290년 09월 15
일 3면.
23) ｢數萬藏書와 嶄新한 設備로/ 新築圖書館 드디어 開館!｣, 東亞大學報 제
29호, 1958년 07월 0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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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단기 4293년) 3월 9일 우리대학 도서관이 확보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사학과 이우성교수의 건의로 석당이 수집하였다고 하였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 인출본의 소장인

2007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

경판의 인출본도 1964년부터 이미 우리대학의 도서관에서 확보 소장하
였다. 이 인출본은 1963년 4월부터 1968년 9월까지 인출한 13질 가운데
1질로 현재 우리대학 函珍齋에 소장되어 있다. 이 소장본은 동국대학

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석당이 당시 동국대총장으로 인출불
사의 간행 위원장을 참여한 曉城 趙明基24)박사의 추천으로 단계적으
로 확보하였다. 이 인출본은 동아대학교 이외, 동국대학교․성균관대학
교(2질 : 중동고등학교 소장본 인수), 일본의 四天王寺․比叡山寺․高
野山寺․日本國會圖書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호주․臺灣에

도 각각 1질씩 보내졌으며, 영국에도 2질이 전래되었다.

24) 伽山智冠謹撰, ｢印經回向文｣, 1968.
李智冠 편저, 伽倻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314～315쪽.
李智冠, ｢大藏經傳來 및 再雕本印經考｣, 韓國佛敎文化思想史(上), 伽山
李智冠스님華甲紀念論叢, 1992,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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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해인사대장경판 및 제경판 인출본의 소장인

석당은 高麗圖經도 1950년대 확보하였다. 고려 인종 원년(1123) 고
려에 사신으로 왔던 宋나라의 徐兢이 지은 고려사회의 견문서로, 宣
和奉使高麗圖經이다.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된 1종으로 1957년(단

기 4290년) 6월 확보하였으며, 현재 우리대학 함진재에 소장되어 있다.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고려도경의 소장인

이처럼 석당은 중국 명․청나라의 古書와 함께 고려시대 연구의 핵
심 기록유산을 1950～60년 이미 상당수 확보하였다. 이로써 우리대학
은 현재까지 고려시대 역사․문화를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그 연구 역량과 위상도 전국적으로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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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석당은 박물관도 개관하여 민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1957년 11월에는
구덕캠퍼스 중앙도서관 건물의 준공으로 멀지 않아 그 건물의 3층에
박물관도 개관할 것이라 하였다.25) 그러다가 1958년 11월에는 우리대
학이 소장한 고고학 출토품과 고서화 및 공예품 자료 등을 도서관 3층
에서 전시26)되면서 우리대학 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
었다. 이 전시회의 내용은 이듬해 개교 14주년을 맞이한 기록 사진자료
에도 소개27)된 사실에서 박물관의 개관이 가시화된 듯하다.
우리의 옛 文化財에 대한 愛好精神이 透徹한 鄭總長의 특별 배
려로 本博物館이 設立되기 以前에도 이미 相當한 鄕土文化財가
蒐集 整頓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源泉으로 하여 本校 博物館은
西紀 1959年 11月 1日 正式設立을 보게 되었다. 처음 設立時에
는 圖書館長이 博物館長을 兼任하였으나 지금부터 3年 前인
1963年 12月에 現 丁仲煥 博物館長이 就任함으로써 獨立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現在 所藏된 5297点의 文化財 中 90餘
点의 書畵에는 歷代御筆을 비롯하여……또한 本校 博物館은 本
校 圖書館 上層에 자리하고 있다가 지난 10月 31日 새로 端裝된
建物 亦是나 石造建物이며 特히 지붕은 기와로 博物館의 姿態
를 갖춘 文理大 옆으로 移館하여 開校 20週年 紀念行事의 하나
로 11月 1日부터 5日까지 學生 一般人에게 開館 觀覽되어 鄕土
文化 硏究에 뜻을 둔 學生은 勿論 一般人에게도 많은 參考를 주
었을 것이다.28)
25) ｢宿望의 圖書館 드디어 준공｣, 東亞大學報 제16호, 단기 4290년 09월 15
일 3면.
26) ｢사학회 출토품 고서 전시회｣, 동아대학보 35호, 1958년 11월 05일 3면.
27) ｢피어라 탐구의 기록을 더듬어보자｣, 동아대학보 제48호, 1959년 11월
15일 4면.
28) ｢成年東亞의 全貌를 펼쳐본다 : 博物館｣, 東亞大學報 제170호, 1966년 11
월 25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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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 1일 석당은 우리대학의 박물관을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석당이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歐美敎育視察을 마치고 귀국한 1959년 7
월로부터 수개월 뒤에 불과한 시기였다. 석당은 이 이전부터 지역사회
의 문화․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면서 우리대학 박물관의 건립 노력
을 지속하다가 구미교육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식으로 개관하였
던 것이다. 석당이 구미교육시찰 때 박물관 개관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
성은 구미교육을 시찰하던 1959년 5월 20일 동아대학에 보낸 책 가운
데 박물관과 관련 2책 등이 포함되었던 사실29)에도 확인할 수 있다.
석당은 1963년 우리대학의 박물관장을 별도로 임명하는 등 박물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였으며, 1966년 10월 31일에는 박물관의 독립건
물을 완공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독립 건
물을 확보한 대학 박물관은 2～3개의 대학에 불과한 상태에서, 석당은
우리대학 박물관을 독립 건물로 신축․확보하였던 것이다. 이후 鶴山
金廷鶴은 전국의 대학 박물관 가운데서도 우리대학의 박물관을 으뜸으

로 호평하면서30) 석당이 우리대학 박물관의 개관 노력과 함께 독립 건
물의 확보에 대한 공적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1966년 11월 1일 개교 20주년 때까지 우리대학 박물관에서 수집․확

보한 자료는 5,297점이었다. 이 가운데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書畵․불상․금은장식물․무기․관복․가면 및 일상유물, 토기․도자

기․와당, 石器․骨角器 등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유물 가운데는 석당이 초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1960․1970년대 당시까
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도 상당수가 있었다. 1962년에는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이 국보 제69호로 지정된 이후, 1972년에는
｢안중근의사 유묵｣이 보물 제569-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5년에는 ｢자
29) 石堂 鄭在煥, 石堂先生 歐美敎育視察日誌, 동아대 출판부, 2012, 297쪽.
30) 金廷鶴, ｢人間 石堂/ 文化愛護家로서의 石堂｣, 東亞大學報 제353～5호,
1977년 01월 24일 6～7면.

石堂 鄭在煥선생의 문화유산․기록유산에 대한 계승 노력과 인식 / 최영호 101

수 초충도 병풍｣(보물 제595호), ｢동궐도｣(국보 제249-2호31)), ｢토기
융기문 발(융기문토기)｣(보물 제597호), ｢도기 말머리장식 뿔잔(마두식
각배)｣(보물 제598호), ｢쌍자총통｣(보물 제599호) 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석당은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
추고 해당 문화재를 확보하여 우리대학 박물관에 소장하게 하였다.
○ 고전연구소 및 한국문화연구소의 설치

석당은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창조적
으로 계승시킬 목적으로 전문연구기관도 설립․운영하였다. 석당은 현
재 동아대학교 石堂學術院의 모태가 되는 古典硏究所를 1958년에, 韓
國文化硏究所를 1959년에 각각 설립․운영하였다. 이들 연구기관은 당

시 총장으로 재임하던 석당이 직접 책임을 맡았다.
1958년, 우리나라의 역서(歷書) 및 문화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고전(古典)을 조사, 연구하고 나아가서 역주(譯注) 출판하여 한
국 사학의 발전 및 우리들의 과거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는데 취
지를 두고 설치된 본교 ｢고전연구소｣는 지난 4일 고려사의 번
역에 다시 착수함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모우고
있다……전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 연구소는 먼저 5년전인
1958년에 137권의 ｢고려사｣ 번역사업에 착수했으나, 주임, 전임
교수의 이동 등 예기치 아니한 사태의 발생과 예산의 부족으로
그동안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금년 4월 신학기와 더불어 부산대학교에서 전입한 ｢정중
환｣교수를 중심으로 동 연구소의 전문위원직을 대폭 개편 강화
하고 ｢정중환｣, ｢조계찬｣, ｢이영순｣, ｢정봉윤｣, ｢채정수｣ 선생
등 주로 본교 문리과대학 사학과의 교수, 강사들에게 동 위원직
을 위촉하였던 것이다. 동 연구소는 현재 도서관 3층 박물관 옆

31) 석당박물관 소장 ｢동궐도｣는 1975년 보물 제596호로 지정되었다가 1995년
6월 보물 제596호를 지정 해제하고 국보 제249호 승격․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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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잡고 있으며 총재는 총장으로 보하고 있고 번역사업의
실무 책임자는 ｢정중환｣교수이다……완역 출간까지에는 수년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동 연구소의 계획을 보면, 우
선 오는 10월까지 나눠진 3부 중 세가편의 3분의 1만을 번역,
주석을 달고, 11월에는 인쇄에 붙여 늦어도 이해 말까지는 이
｢고려사 역본 제1권｣을 세상에 내어 놓을 것같다……｢고려사｣
역주사업의 의의의 큼은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32)

석당은 1958년부터 이미 우리의 중요 기록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역주를 기획하여 고전연구소를 개설하였으며, 구체적 사업으로 고
려시대 역사․문화연구의 기본 텍스트인 고려사 역주사업을 추진․
수행하였다. 석당은 자신이 역주사업의 책임자를 맡아 인적․물적 자
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도 구축하
는 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우렸다.
이에 고전연구소에서는 남북한 최초로 1958년부터 착수된 고려사
역주사업을 1963년 5월부터 다시 시작한 이후, 1972년까지 譯註高麗史
10책(東亞大學校 古典硏究室, 동아대출판사)을 완간하였다.33) 이듬해 9

월에는 譯註高麗史索引 1책이 간행되면서 1973년까지 11책의 완질
이 발간되었다. 金廷鶴은 ‘高麗史國譯의 完成은 우리나라 文化事業에
있어서 後世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것이다’34)라면서 석당의 譯註高麗
史 간행 노력과 지원을 후세에 길이 남을 큰 공적으로 평가하였다.
32) ｢｢고려사｣번역사업의 의의/ 기대 큰 본교 ｢고전연구소｣ 활동｣, 동아대학
보 제103호, 1963년 05월 15일 4면.
33) 譯註高麗史는 1965년 세가 1책이 출간(高柄翊, ｢新刊書評｣, 조선일보
1965년 09월 16일 5면)되고 1969년에는 열전1이 간행(｢高麗史 列傳1, 8輯
發刊/ 本校 古典硏究室에서｣, 東亞大學報 제214호, 1969년 8월 25일 1면)
되는 등 단계적으로 발행되다가 1972년에 10책이, 1973년 11책(색인 1책
포함)이 각각 출간되어 완간되었다.
34) 金廷鶴, ｢人間 石堂/ 文化愛護家로서의 石堂｣, 東亞大學報 제353～5호,
1977년 01월 24일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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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 東亞大學校 古典硏究室의 손으로 十三년간이라는 긴 세월
을 거쳐 완성된 ｢譯註高麗史｣ 十책은……방대한 ｢高麗史｣ 전질
(全帙)이 비로소 國漢文으로 번역되어 韓國學연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이 ｢譯註高麗史｣의 完刊은 지금까
지의 古典國譯사업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大事業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35)

譯註高麗史 10책이 발간된 1972년에도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에
서 고려사 역주사업을 한국학연구와 고전국역사업 가운데 가장 획기
적인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고려사 역주사업에 대한 석당의
노력․지원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우리대학이 고려사 연구
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계기도 마련되었다.
1973년 11월 1일부터 고전연구소의 2단계사업으로 增補文獻備考

의 역주사업도 확정․착수하였다.36)
공적(公的)으로는 지금 고전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증보문헌비
고(增補文獻備考)의 역주사업을 빨리 추진하여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은 고전연구소에서 두 번째로 시작한 큰 사업이다. 앞서 고
려사(高麗史)의 역주를 간신히 마치고 다시 1973년 말부터 착수
한 일이다. 고려사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문헌비고 역주사업도
거창한 일이다.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이 사업을 총장선생님의 결심으로 우리
학교에서 추진하는 만큼……빠른 시일 안에 무사히 성취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37)

35) ｢｢譯註高麗史｣ 10卷 완간/ 東亞大 古典연구실 13年만에｣, 동아일보 1972
년 04월 19일 5면.
36) ｢｢增補文獻備考｣ 번역 착수/ 本校 古典硏究所서｣, 東亞大學報 제286호,
1973년 11월 25일 1면.
37) 정중환, ｢새해에 다짐하는 글｣, 東亞大學報 제306호, 1975년 01월 05일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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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증보문헌비고 역주사업도 석당의 결정과 예산지원으

로 추진되었다. 고려사 역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
어야 할 증보문헌비고 역주도 석당의 결심과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1975년까지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 역주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출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처럼 석당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영역에서 중요한 古典을 연
구․조사․역주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전연구소를 설치하여
고려사 및 증보문헌비고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귀중한 기록유산의
역주사업을 기획․수행하는 등 민족기록유산의 올바른 전승과 자주적
문화창조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대학이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민족기록유산에 대
한 석당의 창조적인 계승․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석당은 1959년 한국문화연구소도 설치하였다.
아세아재단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지난 8월 25일 하오 2시 동 연구소의 초안 규약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의가 열리었다. 그런데 이날 동
연구소 초안 규약에는 어문연구실(語文硏究室)이 빠졌던 것으
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인데 국문과 주임교수님이신 조
향선생님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교수 상호간에 일대 설전
이 벌어 졌으나 결국 어문연구실(語文硏究室)의 중요성이 인정
되어 부서의 2번째에 넣기로 하여 역사적인 통과를 보았던 것
이다……동 연구소는 앞으로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
수한 학생을 연구소 조원으로 많이 채용할 것이라 하여 동아대
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구심을 한층 더 돋구어 준 셈이 된다.38)

1959년 10월 15일 동아대학보 1면의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
38)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발족/ 전체 교수회의에서 규약 통과｣, 동
아대학보 제47호, 1959년 10월 1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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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발족｣이라는 제하의 글에서는 같은 해 8월 25일 오후 2시 한국문
화연구소의 규약을 통과시기 위한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가 논의 끝에
통과시키면서 본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소는 미국이 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亞細亞財團(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개원되었다. 아세아재단의 지원은

우리대학의 초대 총장인 석당이 1959년 4월부터 7월까지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歐美敎育視察 때 확보한 듯하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
은 대학을 방문하면서 미국 대학의 재정운용 방식이나 학사제도, 박물
관․도서관 등을 견문하는 한편, 대학 내 국제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韓
美財團 관계자와 동아대교의 지원문제를 논의(5월 5일)하였다. 5월 7일

에는 아세아재단 관계자와 면담하였으며, 6월 2일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아세아기금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39) 한국문화연구소 등과 같은 연
구기관의 설립지원 등도 요청한 듯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석당은
미국의 아세아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구미교육시찰을 마치고 귀국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8월에는
아세아재단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
의 설립은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이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연구역
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들의 지
속적인 연구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59년 8월 25일 통과된 한국문화연구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一장 총측
제一조 본연구소는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라 칭한다.
제二조 본연구소는 한국문화에 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연구 조
사를 수행하여 연구자로의 수집 분석 보관 및 출판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三조 본연구소는 동아대학교에 부설한다.
39) 石堂 鄭在煥, 石堂先生 歐美敎育視察日誌, 동아대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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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二장 기구……
제五조 본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
다. 一, 사상종교연구실 二, 어문연구실 三, 역사연구실 四, 민속
연구실 五, 법정연구실 六, 경제연구실, 七, 농지연구실 八, 건축
연구실
제六조 본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소장一명 부소장一명,
주임 八명, 소장은 동아대학교 총장이 겸임하여 임원을 위촉하
며 본연구소를 통괄한다……
제三장 회의 및 연구발표
제七조 본연구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나눈다. 총회는 임
원 연구원으로써 구성하고……규약개정 연구공개와 연구계획에
관한 상호의견 및 공동과제를 토의한다……
제八조 연구원은 매년 一회이상 연구를 발표하여야 한다.40)

한국문화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규약｣의
제2조에서 ‘한국문화에 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보관 및 출판을 함으로써 한국문화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정리와 함께 연구 및 확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출범 당시
본 연구소의 조직체계는 사상종교연구실, 어문연구실, 역사연구실, 민
속연구실, 법정연구실, 경제연구실, 농지연구실, 건축연구실 등 총8개의
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상종교․어문․역사․
민속연구실이 민족 문화․기록유산 및 민속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석당은 한국문화연구소를 우리대학의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총
장 자신이 소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동아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규
약｣의 제3조에는 ‘본연구소는 동아대학교에 부설한다’라 하고, 제6조에
는 ‘소장은 총장이 겸임하여 임원을 위촉하며 연구소를 총괄한다’라 하
여 연구소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규정까지 마련하였다. 이
40) 동아대학보 제47호, 1959년 10월 1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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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한국문화연구소는 우리대학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민족 문화․기록유산 및 민속을 체계적으로 연
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석당의 민족 문화․기
록유산 및 민속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인식과 위상
석당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 문화․기록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노력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전반에 대한 상당한 지적 수준 및 관심과 함께 해당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객관적인 식견 및 인식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석당은 법률․교육 전문가이면서 한국학 영역에 상당한 지식수준을
갖추고 적극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한학(漢學)에 정통하시고 그 필력과 필체가 약동
하여 일가(一家)를 형성하였으며 한국학(韓國學)의 연구에 있어
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할 실력의 보유자임은 우리대학의
전문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여 마지 아니 한다.41)

1975년 동아대학교의 총장에서 퇴임할 때 쓴 ｢石堂선생과 敎育理念｣

이라는 글에서는 석당이 漢學․서예와 함께 한국학에도 상당한 지식수
준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문 연구자의 수준 정도라 하였다. 한국학에
대한 이러한 지식정보와 관심이 석당에게 우리민족 문화․기록유산에
41) 裵鐵世, ｢石堂先生과 東亞大學校敎/ 石堂선생과 敎育理念｣, 東亞大學報
316호, 1975년 07월 0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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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집․보존․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1959년 석당의 구미
교육시찰 때도 확인된다. 석당의 구미교육시찰 일지42)에는 석당이 미
국의 호놀룰루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59년 4월 17일 하와이대학을 방
문할 때 호놀룰루 미술관에서 韓國國寶 전시회도 관람하는 등 구미교
육시찰 초기부터 문화․기록유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귀
국 길에 오르는 7월 4일에도 아테네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답사하였다.
석당이 답사한 유적지와 박물관은 링컨 기념관(4월 25일), 미국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4월 26일), 메릴랜드 주 의회의사당의 건축과 유물(미
국 최초 의사당으로 1600년대 건축 : 4월 27일), (워싱턴)미술관과 박물
관(4월 28일), 필라델피아 미술관(실제는 박물관 : 5월 2일), 하버드대
학 박물관 및 도서관(5월 13일),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5월
16일), 에머슨 박물관(5월 17일), 롱펠로우 생가(5월 18일), 디트로이드

미술관(5월 24일), 유진주립대학 박물관(5월 29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 박물관(6월 6일), 런던 자연사박물관(6월 17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과 국회의사당 및 런던탑(6월 18일), 파리 루브르 박물관(6월 22
일), 파리 샤이요 궁전(6월 24일), 뮌헨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인 우르샬
링 및 제온 수도원(6월 27일), 뮌헨 민족박물관 등(6월 28일), 로마 콜
로세움 등(6월 29일), 국립로마 박물관(7월 1일), 폼페이(7월 2일), 아테
네 유적지와 박물관 등(7월 4일) 등으로, 이 공간에서 문화․기록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세밀하게 열람하면서 중요성도 인식하였다. 이 과정
에서는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 때 석당은 기록유산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午前 九時 國會圖書館을 방문하였다……오래된 書籍, 筆跡 等

42) 石堂 鄭在煥, 石堂先生 歐美敎育視察日誌, 동아대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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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重品도 많거니와 美國獨立宣言書, 憲法原本 等이 있다……
Oriental 內 Korea 書籍部에 가서 梁基伯氏를 만났다……引導
로써 東洋書庫를 一瞥하였다. 貴重한 書籍과 新刊書籍이 거진
있는 것같다. 日本이 35萬卷, 支那가 25萬卷이라 한다.43)

석당은 구미교육시찰 때 고서와 같은 기록유산에도 크게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더구나 법률 전문가답게 미국헌법초안과 독립선언문의
사진판을 구입하는 등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석당은 구미교육시찰 때 이미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 등
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보존 및 연구를 위한 필요성을 재
차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인식을 바탕으로 귀국 직
후에는 우리대학의 박물관을 정식으로 개관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연구
소도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문화연구소의 설립에도 석당의 민
족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過般 歐美各國을 視察하고서 우리나라 事情이 百般으로 뒤떨어
져서 生活苦, 經濟苦, 知識水準이 低下 등등을 切實히 느꼈읍니
다……우리 大學은 知識 向上과 善政을 하기 위한 資料의 提供
과 理論의 展開에 努力하여야 될 것이 急先務라고 再認識되는
바입니다. 學者의 要務가 그 어느 學文을 硏究한다 할지라도 窮
極의 目的은 人間의 物質的 生活과 精神的 生活을 營爲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되겠고 未開의 生活에서 文化生活로 進展시켜
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읍니다. 于先 무엇보다도
우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자는 것은 古代로
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政治, 經濟, 法律 등 社會制度, 思想宗
敎, 文學風習의 精神面과 山川田野 家屋 등의 物質面을 十分 調
査 檢討하여 가지고 各其 分野에 있어서 그 本然의 形態를 把握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基本的 條件을 모르고 外國의 制
43) 石堂 鄭在煥, 위의 책, 7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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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와 外來 精神과 物質을 導入하여 보아도 그것은 砂上樓閣에
不過할 것입니다.44)

석당은 1959년 4월부터 7월까지 구미교육을 시찰하면서 우리문화의
전반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운영을 절감하였으며,
동아대학이 우리문화와 관련된 자료․이론을 국가․사회에 제공하는
것도 급선무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석당은 귀국 직후인 1959년
10월 경 아세아재단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연구소를 개원하였다. 이 과

정에서 석당은 우리의 고대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는 민족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당은 우리민족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의 확보 노력과 연계하여 한국문화연구소의 설
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석당의 인식과 관심은 1966년 우리대학
박물관이 독립건물을 확보하여 이전할 때 ‘우리의 옛 文化財에 대한 愛
好精神이 透徹한 鄭總長의 특별 배려로 本博物館이 設立되기 以前에도

이미 相當한 鄕土文化財가 蒐集 整頓’45)이라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족 문화재에 대한 애호정신이 투철하였다고 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석당의 관심과 인식은 고전연구소와 한국문화연구
소를 모태로 1982년 11월 石堂傳統文化硏究院이 출범할 때 鄭樹鳳 동
아대학교 2대총장(초대 연구원장 겸임)의 개원기념사에서도 확인된다.
平素에 尊敬해 마지않은 學術院 會長님!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院長님!
東國大學校 總長님!

44) 石堂 鄭在煥博士 演說文集編纂委員會 編, ｢韓國文化硏究所 發足에 즈음하여｣,
(石堂 鄭在煥博士)演說文集, 서울 : 石堂記念事業會, 1977, 248～249쪽.
45) ｢成年東亞의 全貌를 펼쳐본다 : 博物館｣, 東亞大學報 제170호, 1966년 11
월 25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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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傳統文化硏究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멀리 日本으로
부터 왕림하여 주신 Jan Van Braght 博士님과 그 一行!
그리고 全國的으로 著名하신 여러 敎授님과 來賓 여러분!
오늘 저희 東亞大學校 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의 開院式에 즈
음하여……이렇게 많이 參席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우리가 偉大한 民族文化의 創造的 未來를 期待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古來로 傳承해 온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시 吟味하고 整理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에 本人은 傳統文化의 再定立이 우리 民族의 當面課題요 또
한 우리 大學人의 시대적 使命임을 절감하고 그 일익을 勘當하
고자 이와 뜻을 같이 하는 敎授, 學者들과의 共同硏究機關인 硏
究院을 開設하고자 決心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開院하려는 ｢石堂傳統文化硏究院｣은 近者에 와서
갑작스럽게 構想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開
院은 과거 30여년간의 저희 大學校에서 해왔던 傳統文化에 관
한 硏究의 經驗을 바탕으로 해서 出發하는 것이며, 또 本大學校
의 設立者이고 初代總長이셨던 故 石堂 鄭在煥 博士께서 평소
민족문화창달을 建學理念으로 해서 남긴 遺業을 繼承하고 발전
시키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開院式은 傳統文化硏究의 새로운 한 出發
인 동시에 또한 과거에 쌓아온 업적의 繼承이고 그것의 發展的
止揚이라 하겠읍니다.
앞으로 本硏究院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先烈들이 남긴 아름다운
傳統精神, 빛나는 傳統文化를 이어 받아 이를 한층 갈고 다듬어
서 後代의 子孫들에게 물려 준다는 위대한 目標아래 멀리 古代로
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各 分野에 걸친 韓國의 傳承된 文化,
다시 말해서 思想․宗敎․社會․政治․經濟․科學․藝術 등 각
종의 文化的 유산에 관한 관계 문헌과 資料를 蒐輯 整理함을 통
하여 전통문화에 관한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고 傳統情神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을 確立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46)

46) 鄭樹鳳, ｢開院辭｣, 石堂論叢 8, 동아대 석당학술원(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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翰林 鄭樹鳳총장은 석당전통문화연구원에서 집중할 전통문화연구가

초대 총장인 석당의 이래 꾸준히 지속해 온 전문영역이라 하였다. 우리
대학의 민족문화에 대한 창조적인 계승․발전 역량이 석당으로부터 지
속으로 축적된 결과와 연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석당은 평소 민
족문화의 창달을 건학이념으로 인식하고 실천하였다고 하였다. 이로써
석당은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에 대해 평소에도 창조적으로 계
승․발전시키는 방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 모습은 현존하는 다양한 자료에도 확인된다. 석
당은 우리대학 소장의 탑이나 불상을 배경으로 개인 또는 단체(보직자
포함)사진을 촬영하였으며, 1966년에는 경주 불국사 등지도 가족과 함
께 답사하여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구덕캠퍼스 석당기념관 앞의 탑을 배경 구덕캠퍼스 박물관 옆의 탑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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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대학의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등의 유물을 관람하고
동래 복천동고분 등의 발굴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사진 자료를 남겨두기도 하였다.

우리대학 박물관 소장의 문화재 관람

1969년 부산 동래 복천동고분 발굴현장 방문

이러한 사진자료는 석당이 우리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해 중요하
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982년 11월 석당전통문화연구원의 개원식에는 鄭在覺 한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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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구원장 등 백여명의 내빈이 참석47)한 사실에서도 민족 문화․기
록유산에 대한 석당의 인식태도나 업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77년 석당을 추모하며 쓴 ｢文化愛護家로서의 石堂｣이라는 글
에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석당의 인식․위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石堂先生은……특히 우리 文化의 愛護家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
다. 선생은 일찍부터 우리 민족의 文化遺産을 愛護하여 古美術
品이나 考古學的 資料를 보관하는데 남 다른 심혈을 기울이셨
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東大 博物館은 우리의 書畵, 陶磁, 또는
考古品에 있어서 國寶的인 價値가 있는 많은 資料를 收藏, 굴지
의 박물관으로 위풍을 자랑하고 있다 것이다. 이는 석당 선생의
크나큰 문화공적으로 선생의 관심이 없었다면 散逸되고 또는
인멸되었을 우리의 文化財가 한 곳에 수장됨으로써 길이 後世
에까지 保存의 길을 얻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鑑賞하고, 또
한 硏究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도 지
극히 多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文化財의 수집이란 것은……참으로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
고 아껴야 되는 것이며, 그러한 文化的 價値를 위하여는 댓가를
아끼지 않는 투철한 애호정신 확립된 후에야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先生의 人格의 高潔함과 敎養의 높음을 나타내는 동시
에 애국애족 정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例라고 할 수 있겠다. 특
히 해외 여행 시는 그 나라의 골동품상에 반드시 들어 반출 전
시된 우리의 문화재를 반드시 댓가를 치르고 구입해 오는 남다
른 마음 씀이 있다고 하니 가히 그 경지에 찬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石堂先生의 文化的 業績 중에 높이 評價할
하나는 古典 國譯事業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인즉 그 중에도 방
대한 高麗史國譯의 完成은 우리나라 文化事業에 있어서 後世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은 財政的으로도 큰 희생을 한
것으로 듣고 있으며 오랜 時日과 많은 人員을 動員하여 이룩한

47) ｢鄭樹鳳 東亞大총장 石堂전통文化硏究院 열어｣, 京鄕新聞 제11440호,
1982년 12월 0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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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功績이라고 하겠다. 아마 우리나라 대학으로서 이만한
財政的 큰 희생의 사업을 完遂한 예는 들물 줄 안다. 石堂先生
의 우리 文化에 대한 至極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내는
엄청난 착상이라 할 것인즉……東亞大學에서 이것의 國譯 註解
本을 刊行함으로써 專門硏究者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것은 선생의 그 文化
的 功績에 대해 다시금 높은 致賀를 금할 수 없다.
石堂先生은 博物館의 施設을 위해서도 많은 努力을 傾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바 박물관 건물을 새로 짓고, 屋外施設도 하여
大學博物館으로서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착실한 규모를 마련하
셨다. 무릇 우리나라 大學들에 있어 박물관이란 이름이 붙은 것
은 많이 있으나 박물관을 위한 建物이 지어진 것은 2, 3개 대학
에 불과하다……그의 精神은 오래도록 살아서 빛을 발휘할 수
있다.48)

1977년 1월 부산대학교의 박물관장으로 재임하던 鶴山 金廷鶴은 석

당을 ‘우리문화를 사랑하고 이끼며 투철한 애호정신이 확립’된 文化愛
護家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석당은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담겨진 역

사․문화적인 가치를 투철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적
기반으로 석당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였으며, 외국 여행
때에는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회수노력도 수행하는 동시에, 당시 전국
에서 드물게 대학박물관을 독립건물로 신축․확보하여 민족 문화․기
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마
련하였다. 아울러 석당은 고려사와 같은 중요 기록유산의 역주사업
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자와 일반 대중들이 고려시대의 역사․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민족의 국가적인 기록유산을 창조적
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인식관도 가지고 있었다.
석당의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투철한 인식태도와 실천노력은
48) 金廷鶴, ｢人間 石堂/ 文化愛護家로서의 石堂｣, 東亞大學報 제353～5호,
1977년 01월 24일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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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위상을 확보하였다. 석당은
1959년 향토문화진흥과 민족문화향상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다는 취

지로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그 업적과 위상을 객관
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고학․고대사의
제1세대로 고려대학교․영남대학교․부산대학교의 박물관장과 교수를
지내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한 鶴山 金廷鶴교수가 1977년 지은 추모의
글에서 ‘석당선생은 특히 우리 文化의 愛護家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석당의 민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계승노력
과 인식태도는 상당수의 전문연구자들에게 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金廷鶴교수는 고고학계와 고대사 영역에서 전국적
인 연계망을 확보하고 활동하였고, 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한국정신
문화원 등에서 재임한 鹿村 高柄翊도 1965년 우리대학에서 역주고려
사 1책을 발간한 사실을 주앙언론에 소개하였으며,49) 우리 역사․문
화영역의 연구를 선도하며 석당의 초빙으로 동아대학과 인연을 맺었던
외솔 崔鉉培, 霞城 李瑄根, 東濱 金庠基, 姜晋哲, 눈뫼 許雄, 碧史 李佑
成교수 등도 전국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석당의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실천노력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위상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동아대학의 설립자로 초대 총장을 지낸 石堂 鄭在煥의 민
족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계승․발전노력과 인식․위상을 새롭게 진
단하였다. 석당은 백과사전류에 법조인․교육자로 정의되는 등 우리

49) 高柄翊, ｢新刊書評/ 至難한 作業, 착실한 飜譯/ 東亞大 古典硏究室刊 譯註
高麗史第一｣, 조선일보 1965년 09월 16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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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수집․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조명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석당은 1970년대부터 이미 고고학․고대사
의 전문연구자들부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文化愛護家로 평가받았다.
석당이 민족 문화․기록유산의 보존과 창조적인 계승․발전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석당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함께 유물의 기증․구입, 방치 유물의
수습, 외국 유출의 저지와 입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선사시대 이래 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기록유산과 민속문화재를 수집하는 등 우
리민족 및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
자료를 적극 확보하였다. 1969년부터는 소요 예산․인력을 지원하여
福泉洞古墳群 1호분을 발굴하고, 출토된 가야식 돌방무덤과 유물을 우

리대학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였으며, 東濱 金庠基교수에게 關北輿
地圖 등도 기증받았다. 제3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있던 ｢동궐도｣와 영

선동패총 출토의 ｢土器隆起紋鉢｣ 등도 인수하였다. 1958년에는 英親王
李垠의 약혼녀 閔甲完에게 東萊 厚生園을 거처와 육영사업의 공간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석당이 수집․지원한 유물․유적 가운데는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동궐도｣․｢안중근의사 유묵｣ 등 1960～70년대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도 있었으며, 국가 사적도 있었다.
석당은 민족 문화․기록유산의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교육․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도 운영하였으며, 해당 전문인력도 초빙
하였다. 1955년에는 국문학과․사학과를 각각 개설하고 李瑄根․金庠
基․李佑成․丁仲煥 및 金鍾雨․康龍權․崔鉉培․許雄교수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고학․고대사․중세사․근세사와 한문학․향가․민속
학․한글․서지학 등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풍부한 교육역량을 갖춘 저
명한 전문인력도 영입하였다. 석당은 학생들의 고적순례․발굴사업 및
유물전시회 등과 같은 현장역량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석당은 우리대학 도서관과 박물관을 개관하고 독립건물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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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
였다. 도서관은 1947년에 열었다가 1958년에 신축건물을 별도로 확보
하였으며, 1959년 11월에는 박물관을 정식으로 개관하였다가 1966년
10월에 독립된 박물관 건물을 완공․이관하게 지원하였다. 당시 독립

건물을 확보한 대학박물관은 전국적으로 2～3개의 대학에 불과한 상태
에서, 석당은 우리대학 박물관을 독립 건물로 확보하였다. 이에 1966년
에는 우리대학 박물관이 전국에서 으뜸되는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도
서관 소장의 古書도 국내에서 손꼽힐 규모였다. 고서 가운데는 고려
사,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의 인출본 완질, 고려도경 등 고려시
대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기록유산도 소장하였
다. 우리대학 박물관은 1966년 11월 1일 개교 20주년 때까지 5,297점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국보․보물급의 문화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석당은 민족 문화․기록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창조적인 계승․발
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도 설립․운영하였다. 1958․1959년에는 古典
硏究所와 韓國文化硏究所를 각각 설립하여 석당이 직접 책임을 맡으면

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다.
고전연구소에서는 남북한 최초로 1958년부터 착수한 고려사 역주사
업을 1963년 재개하여, 1972년에는 譯註高麗史 10책을 완간하였고,
이듬해에는 譯註高麗史索引 1책이 간행되면서 11책의 완질을 발간
하게 되었다. 高麗史國譯의 완간은 후세에 길이 남을 공적으로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1973년부터 고전연구소의 2단계사업으로 증보문
헌비고의 역주사업도 석당의 결정과 예산지원으로 1975년까지 수행되
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민족기록유산에 대한 석당의 창조적인 계승․발전
노력도 확인하게 되었다.
석당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노력은 우리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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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당한 지식수준 및 관심과 함께 해당 문화․기록유산에 대한
객관적인 식견 및 인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석당은 漢學․서예와 함께
한국학에도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으며, 1959년 구미교육시찰 때
도 韓國國寶 전시회와 함께 박물관도 관람하는 등 우리민족 문화․기
록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석당은 민족문화의 창달을 우
리대학의 건학이념으로 채택․실천하는 등 민족 문화․기록유산의 창
조적 계승․발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관심과 인식으
로 석당은 민족 문화․기록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보존하고 창
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할 수 있었다.
석당의 이러한 인식태도와 실천노력은 1959년 부산시문화상의 수상
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위상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고고학․고대사의 저명 연구자인 金廷鶴교수는 석당의 이러한 공적을
文化愛護家로 평가하였으며, 그 위상과 공적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위상을 확보하였다. 이에 석당은 우리민족
의 문화․기록유산을 창조적 계승․발전시킨 동남권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애호가․문화선각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당 정재환
은 澗松 全鎣弼, 湖巖 李秉喆, 湖林 尹章燮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민족의 문화․기록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발
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대학의 내재적 연구․교
육역량과 지속 가능한 특성화전략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일에 투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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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Succession—efforts
and perception of Dr. Jeong
Jae—Hwan(鄭在煥)'s cultural heritage
& recorded heritage
Choy, Young—Ho
This paper attempts to newly analyze into the Succession—efforts
and perception of Dr. Jeong Jae—Hwan's cultural heritage &
recorded heritage. he has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Dong-A(東
亞) University from the 1950s to the 1970s, has called himself—
name to the SeokDang(石堂).
The SeokDang has been defined as a law professional & educator
in the encyclopedias. However, he has already been evaluated as a
lover of cultural heritage & recorded heritage by professional
experts who has acted in the local community since the 1970s.
because of, he had made the various efforts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 recorded heritage of the Korean nation that had been
built from prehistoric times to modern times. he had continuously
collected

this

heritage

from the

1950s

to

the

1970s,

had

systematically preserved this heritage. in addition, he had creatively
developed this heritage. his collections are currently included in the
national treasures & treasur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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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kDang has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istory &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that can systematically learn about
this heritage, has also established the GoJeon(古典)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n culture Research—Institute that can research
in depth. the two Research—Institute are the forerunner of the
Seokdang—Academy. he has established the Museum(Seokdang
Museum) & Library(Hamjinjae : 函珍齋) of Dong-A University that
can systematically preserve this heritage, has invited a prominent
expert to our university. as a result, the cultural & recorded
heritage of Dong-A University's Library & Museum had become
the prime scale in the 1960s. especially, he has supported the
translation & annotation project of the Koryo-Dynasty's History
(高麗史) that the nation should carry out.
This effort of the SeokDang has grown from considerable insight
& interest & perception about the Korean History & Culture. his
cultural perception was in the creativ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 Culture. because of this, he has already been
evaluated as a lover of cultural & recorded heritage by professional
experts of posterity.
Key Words : The Jeong Jae—Hwan(鄭在煥), the SeokDang(石堂),
the Dong—A(東亞) University, the lover of cultural
heritage & recorded heritage, the
Seokdang—Academy, the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the Hamjinjae(函珍齋) of
Dong—A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