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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서 과 출 부는 통 으로 학 학술의 보루이다. 학출 부의 효시로 

불리는 옥스포드 학출 부는 속활자 인쇄기술이 국이 도입되고 불과 2년 

후인 1478년에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옥스포드에

서 처음으로 책이 출간된 해이다.1)1)이어 1521년 캠 리지 학에 출 부가 생겼

고,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학에 출 부가 설립되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  인쇄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에서 가장 일  속활자를 사용한 인쇄 선진국이지만 출 의 성장은 미약했다. 

근  인쇄 출 은 일반 으로 1883년 조선 정부에서 인쇄시설을 수입하여 설

*  서울 학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Ian Gadd, 2013 “Introduction”, Ian Gadd ed., The History of Oxford University Press; 

Volume I: Beginnings to 1780, Oxford University Press,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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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博文局으로 잡고 있으며, 학교 출 사로 치면 1891년 최 의 근  사립

학교인 배재학당에 설치한 삼문출 사를 든다.2)2)20세기 이후 근  출 사들이 

늘어나며 각  학교에 속속 출 사가 들어섰지만, 복 까지 최고 교육기 인 

학에는 실질 인 의미의 출 부가 설립되지 않았다. 학출 부의 설립에 

해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  의미의 학출 은 1906년 보성 문학교 재단에서 운 하던 

普成館에서 문학교 교재를 출 한 것이 효시다. 

 의미의 학출 은 해방 후에서 1949년 이 까지 ‘단국 학교외 학부(朴

正淑)’와 ‘성균 출 부(金昌淑)’가 출 등록을 하고 활동하 다가 그 후 단하게 

된다(�出版大鑑�, 조선출 문화 회, 1949. 이에 따르면 1949. 1. 15일자로 된 출 사 

일람표에서 등록출 사 798사 , 단국 학은 601번, 성균 은 754번으로 등록됨). 

그러나 1949년에 설립된 이화여자 학출 부는 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학

들이 뿌린 출 의 씨앗은 근  의미로 30여년,  의미로는 4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3)3)

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1906년 보성 문학교 재단에서 운 한 보성 을 근

 학출 부의 효시로 보고 있으며,4)4)  출 부는 단국 학교외 학부, 

성균 출 부 등에서 찾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이화여자 학출 부를 출발

으로 보고 있다. 보성 문학교를 이어받은 고려 학교, 그리고 단국 학교와 성

균 학교의 출 부에서도 앞의 출 부들을 연원으로 거론하지 않으니 엄격한 

기 을 용하면 이들을 학출 부의 효시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자기 출 부의 연원으로 문학교 부설 출 부까지 거론한 학교로는 연세 학

교가 있다. 연희 문학교를 이어받은 연세 학교는 “1929년 ‘연희 문학교출

부’로 시작한 우리 학출 부는 1955년 문교부로부터 ‘연세 학교5)
5)출 부’로 

2) 김민환, 2010 ｢개화기 출 의 목  연구: 생산 주체별 차이에 하여｣ �언론정보연구�

47-2, 121면.

3) 남석순, 1992 ｢한국 학출 부의 실태조사연구｣ �한국출 학연구� 34, 107면. 남석순, 

1992 �한국 학출 부의 실태�, 한국 학출 부 회, 19면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4) 보성 에 한 연구로는 권두연, 2011 ｢보성 의 출  활동 연구: 발행 서 과 번역원을 

심으로｣ � 문학의 연구� 44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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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를 받은 후”라고 출 부 홈페이지의 원장 인사말에서 밝히고 있다.6)6) 

연희 문학교출 부는 1929년 최 배의 �우리말본-첫재매�를 발행했는데, 이 책

은 권지를 보면 발행소는 ‘연희 문학교출 부’이지만 인쇄는 ‘한성도서주식회

사’에 맡겼고 발매소는 ‘동 당서 ’이다. 

연희 학교출 부는 1955년 �고려사�를 간행했고 이후 1957년까지 ‘國故叢刊 

약 10종 등’을 발행했다고 하나,7)7)실제로 이들 책은 발행자를 ‘연희(연세) 학

교동방학연구소’로 표시하고 있어서 이들 책의 간행에 있어서 출 부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한 연세 학교 학출 문화원 홈페이지에 실린 출 부의 연

을 보면, 역  기 장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출 부장/ 조우 / 문과 학 철

학과 교수/ 1962.2.15.” 아래에 “발행인(출 부장)/ 최 배/ 연희 문학교 문학

과 교수/ 1929.2.1.”로 뚝 떨어지게 어놓고는 “* 1962년 이  자료는 기록이 

유실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로써 연세 학교출 부

는 1962년부터 실질 인 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최 의  학출 부로 본 이화여자 학교출 부는 1949년 

11월 설립되었고, 이듬해 4월 첫 간행물로 일제강 기 말기에 단된 학생회 교

지인 �梨花�를 속간하여 9호를 발행하 다. 그리고 1953년 5월 제1  출 부장으

로 어 문학과 이석곤 교수가 취임하 으며, 1954년 7월 출 사 등록을 하여 

그 다음달 첫 단행본으로 김동명의 시집 �진주만�을 출간했다. �진주만�의 권

지에는 인쇄는 “문 사 인쇄부”, 발행은 “이화여자 학교출 부”라고 었다.8)8)

5) 연세 학교라는 교명은 1957년 1월부터 사용하 다. 그러니 정확하게 표 하자면 ‘연희

학교출 부’이다.

6) 연세 학교 학출 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 2019. 2. 27 속. 이하 각 학

의 홈페이지도 같은 날 속하 다. 재 부분의 한국 학출 부들은 출 부가 아니라 

출 문화원이라는 기 명을 가지고 있으나, 본고는 해당 학의 출 부를 통칭할 때는 출

부로 부르기로 한다. 출 부를 출 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사업 방향에 있어서 

요한 환을 모색하기 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 으로는 기 의 상을 ‘부’에서 ‘원’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뜻이 강

했던 것 아닌가 짐작한다. 개 ‘출 부’의 문 명칭은 바꾸지 않았다.  

7) ｢경향신문｣ 1957년 12월 16일 기사.

8) 이화여자 학교출 부의 역사에 해서는 이화여자 학교출 부 편, 2009 �이화여자 학

교출 부 60주년 기념도서목록, 1949~2009�, 이화여자 학교출 부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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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 학교출 부와 연희 학교출 부에 이어서 고려 학교출 부의 설립

을 볼 수 있는데, 고려 학교출 문화원은 홈페이지의 원장 인사말에서 “1956년 

설립 이래 그동안 1천여 종에 달하는 학술교양교재 출 ”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데,9)9)1956년 �大學敎養國語�를 발간했다. 이 밖에 근  신문 자료 데이터베이스

를 검색해 보면, 1956년 서라벌 출 부에서 비매품으로 金昌浩 著의 �全南名

勝古蹟圖集成�을,10)10)1959년 세종 학교의 신인 수도여자사범 학출 부에서 �어

머니의 편지�를 간행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지 까지 한국 학출 부의 시원에 해 여러 설들이 제기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서울 학교출 부의 설립시기를 1947년으로 보게 하는 자료를 본격

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서울 학교출 부의 이름을 개명하여 이

어받은 재의 서울 학교출 문화원에서도 이에 해 알고 있지 못하니, 밖에

서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 학술출 의 주요한 축인 학

출 부의 출발 은 한국출 의 역사에 있어서 요한 부분이다. 시원을 탐구하

는 과정에서 학출 부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왔는지 뿐만 아니라 출 의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아울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 학교출 부의 설립 시기

서울 학교출 부의 설립시기는 선행연구에서 1962년 는 1961년으로 보고 

있으며, 지 까지 서울 학교출 문화원의 공식 의견은 1961년이다. 서울 학교

출 부의 설립에 한 종 의 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9) 이 자(1981 ｢학술정보 커뮤니 이션 시스 으로서의 학출 부｣ �한국도서 ․정보학

회지� 8, 5면)의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에 처음으로 출 부가 설치된 것은 1959

년 고려 학에서 으며 서울 학교의 출 부는 1962년에 창설되었으나 그 본격 인 활

동은 1975년, 출 부의 기구개편으로 비롯된다.”고 했으나, 이는 앞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검

토하지 않은 의견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송정숙, 1998 ｢학술정보 달시스템으로

서 학출 부의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28, 5면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10) ｢동아일보｣ 1956년 10월 3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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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부터 서울 학교는 학의 고문 이던 슈나이더 박사와 서울 학교 내에 

인쇄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에 해 의하기 시작하여 1959년에 학출 부를 설립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60년에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미군 

국제 력처)자  4만 3천 달러와 경제부흥 특별회계 98만 원을 원조 받아 12월 25일

에 인쇄공장 설치공사를 착공하 다. 1961년에는 인쇄기, 교정기를 구입하여 인쇄소의 

면모를 갖추고 인쇄공장 운 원회를 구성하여 정 을 마련하 다. 창립 기에는 자

체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서울 학교 교내의 인쇄물을 수주․제작하는 것이 주된 임무

다. 1963년에 출 등록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한국농 가족의 연구�(고황경․이만

갑․이효재․이해 )를 처음으로 출 하면서 정식 출  업무를 시작하 다.11)11)

의 논의를 보면 서울 학교출 부의 출발에 해 미국의 원조로 인쇄시설을 

갖춘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61년 서울 학교출 부가 정 을 마련하

여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를 했으니 

독립된 기 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 에 인쇄공장이 있는 것이다. 

인쇄공장 운 원회의 구성을 제한 출발이다. 실제로 인쇄공장이 문을 연 것

은 1962년 5월로 다른 연구는 아  인쇄공장의 완성을 설립 기 으로 삼기도 했

다. 설립년을 어디로 보건 종  논의에서 출 부 설립의 요한 기 은 인쇄공

장이었다.  

세계 최 의 학출 부인 옥스포드 학출 부도 인쇄 시설의 설치를 가장 

요한 기 으로 삼았으니 서울 학교출 부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학출 부는 인쇄시설 유무를 기 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화여자 학교, 

연세 학교, 고려 학교 모두 자신들이 내세우는 설립년에 인쇄시설이 없었다. 

정부에 출 사 등록을 한 때를 설립의 기 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는 학출 부

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개 바로 본격 인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쇄시설의 설치는 출 사가 본격 인 역할을 하는 데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 다른 학들과 달리 서울 학교출 부는 학출 부

11) 권 자, 2012 ｢한․일 학출 부 출  활동의 실증  비교 연구: 서울 학교출 문화원

과 도쿄 학출 회를 심으로｣ �한국출 학연구� 62, 10-11면. 인용문에서 ICA를 미군 

국제 력처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ICA는 미국 국무부의 산하 기 이니 미군은 미국의 

오기일 것이다.  98만원이라는 원조액도 후술할 서울 학교 교내 신문인 ｢ 학신문｣에 

따르면 980만원이다. 그리고 그 돈에 해 ‘경제부흥 특별회계’라는 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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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본격 인 활동을 한 시기를 설립 기 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출 부 업무의 본령을 인쇄가 아니라  출 사가 심 업무로 여기고 있는 

도서의 기획 는 편집으로 본다면 서울 학교출 부의 역사 역시 재론될 필요

가 있다. 의 인용문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시되어 있다. 

실제 인 서울 학교출 부라는 이름으로 최  출 된 것은 1948년 11월이다.『新

世紀의 原子勢力』(데빗드 듸-쓰 , 박철재 역)의 표지에 ʻ국립서울 학교출 부 건

문사 발행ʼ으로 되어 있고, 책의 ‘序ʼ에 서울 학교 이춘호 총장의 “특히 본교 출 부

의 신발족으로서 이 책이 세상에 나가됨을 기쁘게 여기고～”라는 문구가 있다. 권

에는 1948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소는 건문사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먼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자 학교출 부의 1949년보다 앞선다.12)12)

권 자는 1948년 ‘국립서울 학교출 부’에서 만든 �신세기의 원자세력�이라는 

책을 알고도 그것을 각주에 어두고 이것으로 서울 학교출 부의 출발로 잡으

려고 하지 않았다. 권 자의 논문이 본격 으로 학출 부의 설립 문제를 다룬 

이 아니어서 그랬겠지만, 인쇄시설을 학출 부 설립의 요한 요소로 보았

던 요인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의 출 사는 인쇄 부분을 따로 독립시켜 외

주로 돌리는 일이 일반 이며, 이는 학출 부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로 보나 규

모로 보나 세계 학출 부의 표격이라 할 수 있는 옥스퍼드 학출 부도 

1989년 인쇄소 문을 닫았는데, �옥스퍼드 학출 부사�는 이를 기념비  결정이

며 한 시 의 종언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13) 이제 

기획, 편집, 마 이 출 사의 주업무가 된 것이다. 이런 에서 보면 서울

학교출 부의 출발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12) 의 논문, 11면.

13) Keith, Robbins ed., 2017 The History of Oxford University Press; Volume Ⅳ: 1970 to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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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 의 학출 부 간행서

한국 학출 부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책은 ‘국립서울 학교출 부’에서 발행

한 �신세기의 원자세력�이다. 이 책 표지 앞면 하단에 “國立서울大學校出版部”

와 두 칸 정도 띄운 다음 “建文社 發行”이라고  있고, 권지에는 1948년 

11월 25일 인쇄되었고 같은 달 30일에 발행되었다고 했다. 이 책은 번역서로, 과

학 리스트로 1937년 풀리쳐 상을 받은 David Dietz(1897∼1984)의 Atomic 

Energy in the Coming Era(1945)가 원 이다. 원자무기의 공포를 가장 크게 느

낄 1945년에 그 력을 과학 으로 밝힌 책이다. 표지에 “國立서울大學校敎授 

理學博士 朴哲在 譯”으로 역자를 밝히고 있으며, 책 첫 장을 열면 1947년 12월 

30일에 “국립서울 학교총장 李春昊”가 쓴 ‘序’가 있는데, 이춘호(총장 재임 : 

1947.10.25∼1948.5.11)는 수학자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총장을 이어 한국인으로 

처음 총장이 된 분이다. 그는 서문 맨 앞에서 “과학의 성쇠가 곧 민족국가의 흥

망을 좌우함은 바야흐로 신세기의 뚜렷한 사실이라 하겠다.”고 하여 에 있

어서 과학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문 마지막에 “특히 본교 출 부의 신발족

으로서 이 책이 세상에 나가게 됨을 기쁘게 여기고 이어 여러 좋은 책이 나오기

를 기 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춘호 총장의 

서문이 책이 나오기 거의 1년 인 1947년 12월 30일에 썼다는 사실이며, 이로

써 1947년에 서울 학교출 부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14)14)

권지에서 발행소는 ‘도서출  건문사’라고 했고 印刷 는 “協進印刷公司 代

表  金慶洙”라고 었는데, 인쇄와 발행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도 체 ‘국립서

14) 이춘호 총장의 서문이 작성되고도 출 에 근 1년이나 소요되었던 이유는 국립서울 학교

의 교무처장을 맡았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미군정청 문교부 수석 고문으

로 1947년 6월에 쓴 “남한의 교육(Education in the South Korea, 미국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서울 학교기록  복사본 소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등학교의 교과서 보  문제를 말하면서 “1947년 여름에는 종이를 거의 확보할 수 없

었다. 책에 사용할 종이는 거의 신문 발간에 이용되었고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자들

은 출간할 책의 원고를 완성시켰지만 아무도 그것이 언제 출간될지 장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 외에 이런 극심한 종이 부족 상황 등이 출간을 지연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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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학교출 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인쇄와 발행 외의 업무를 굳이 찾으라

면 원고를 기획하여 고를 완성하고 그것을 인쇄발행소에 넘기는 일이 있을 것

인데, 그것을 출 부에서 맡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 학출 부

의 기 역할이 개 기획에 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 책에 

실린 “역자의 서문”을 통해 약간 더 구체 으로 볼 수 있다. 책 표지에 박철재

의 개인 번역인 것처럼 표시한 것과 달리 “이 번역은 국립서울 학교 문리과

학 물리학과 교직원 제씨의 력에 의하여 완성된 것을 부언하여 둔다.”고 공동

번역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이로써 출 부가 출간 도서를 기획하고 공역자의 

벌 원고 등을 모아 편집하여 인쇄소로 넘기는 일을 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역자 서문 마지막에는 “출 에 際하여 국립서울 학교 前학생처장 金聖德 선

생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신 데 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여 마지 않는

다.”고도 했는데, 국립서울 학교의  학생처장(재임기간 1946.8∼1947.11)이

었던 김성덕은 ‘국립서울 학교 설립에 한 법령’(미군정청 법령 102호)에 따라 

총장에 미국인 ‘해리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15)가15)임명될 때, 교무

처장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16)와16)함께 학생처장에 임명되었다. 김성

덕 역시 미국 국 을 가진 목사 다는 에서  서울 학교 본부는 주요 

리자가 모두 미국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17)17)역자 서문을 통해 당시 출 부가 

15) Harry Bidwell Ansted(1893～1955, 재임 1946.8.22∼1947.10.25). “미시간에서 출생하여 

워싱턴 주에 있는 작은 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한 후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고 한다.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휴런 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국립서울 학교 개학 

반세기사 편찬 원회 편, 2016 �국립서울 학교 개학 반세기사, 1895～1946�, 서울 학교

/서울 학교총동창회, 657면(안종철 집필).

16) Horace G. Underwood Ⅱ(1917∼2004, 한국명 원일한). 서울 학교  교무처장을 역

임한 언더우드는 새문안교회를 세운 명한 선교사 언더우드의 손자이다. 할아버지와 이

름이 같다. 그의 아버지(Horace Horton Underwood, 한국명 원한경)는 일제강 기에 상

당 기간 연희 문학교 교장을 역임하 으며, 해방 후에는 아들과 함께 문교 정책의 자문

을 맡아 실질 으로  한국 교육 제도의 토 를 닦았다.

17) 서울 학교50년사편찬 원회 편, 1996 �서울 학교 50년사� 상, 서울 학교출 부, 26면.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Ⅱ)의 회고록(2002 �한국 쟁, 명 그리고 평화�, 연세

학교 출 부, 133면)에 의하면, 서울 학교 시  “한국계 미국 시민인 제이콥 김(Jacob 

Kim) 목사”와 얼마 동안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여기 제이콥 김 목

사가 김성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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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장에 의해 리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박철재는 “한국 역사상 세 번째의 물리학 박사이며 최 의 과학행정가 ”는

데, 1945년 10월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얼마 동안 서울 학교를 만들면서 물리

학과 주임교수로 일하다가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문교부 리로 들어갔다. 

그의 첫 보직은 문교부 기술교육국 부국장이었으나 1950년 국장이 되었다. 말하

자면 그는 한국 최 의 과학기술 료로 활동하게 된 것이었다.”18)18)‘생고무의 결

정화’를 연구하여 박사학 를 받은 물리학자인 박철재가 어떻게  원자력연

구소 소장으로 원자력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울 학교출

부에서 처음 간행한 이 책이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자로서 

서울 학교에서 재직할 당시부터 원자력에 심을 가졌던 것이다. 한국 최 의 

학출 부인 서울 학교출 부가 최  간행 서 이 과학서라는 사실은 ‘과학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라는 이춘호 총장의 단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4.  하나의 학출 부, ‘서울 학신문사출 부’

이 무렵 서울 학교의 출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48년 5월에 “서울

大學新聞社出版部”에서 “쓤페-타 著, 韓春燮 譯”의 �사회주의정당사론�를 발행

한 것이다. 이 책은 종 에 학출 부의 역사와 련하여 거론되지 않은 자료

로, 학출 부가 학의 출 활동을 맡아보는 기 이라는 에서 이 역시 학

출 부 활동의 일부로 포 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맨 마지막 “譯 後記” 끝에 “1948년 3월 文理大에서 譯  識”라고 

었고, 그 다음 면에 권지를 두었는데 여기에 1948년 5월에 발행하고 인쇄하

음을 었고, “定價 二三0圓”이라고 했다. 발행소는 “서울 학신문출 부”, 인쇄

소는 “문화인쇄소”, “總取賣所”는 “화신서 ”이라고 했다. 권지에는 표제와 달

리 책제목을 ‘사회주의정당론’으로 표기했는데, 역자 후기에서 Schumpeter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제2 (1946)의 제5부 ‘A Historical 

18) 박성래, 2011 �인물과학사� 1, 책과함께, 604면  6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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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of Socialist Parties’를 번역했다고 했으니, 표제에 있는 제목이 하다

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출간에 해서는 동년동월 21일 ｢동아일보｣ 신간소개

란에 “사회주의정당사론, 슘페터 , 한춘섭 역, 서울 학신문사출 부발행, 價 

二三0圓”이라고 했다. 

이로써 해방 공간 서울 학교에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의 출 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도 체 한 학에 두 군데의 출 부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신세기의 원자세력�과 �사회주의정당사론�은 외형부터 같은 학에서 나온 것

으로 보기 힘들다. �신세기의 원자세력�은 채색의 표지화에 종이도 깨끗한 것을 

쓴 반면, �사회주의정당사론�은 런 종이 표지에 잡물이 많이 섞인 의 황

지를 본문 종이로 썼다. 두 책은 교명 표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자

는 곧 “국립서울 학교”를 강조한 반면, 후자는 “서울 학”이라고만 었다. 

‘서울 학’을 “국립서울 학교”의 임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책 표지에는 

개 공식 명칭을 쓰는 법이니 그 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세기의 원

자세력�에서 ‘국립’이라는 설립 주체를 강조한 것도 특이하게 보인다. 이런 교명 

표기의 차이는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일정하게 연 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데, 

당시 한국에서 가장 요한 정치  사건이 서울 학교의 국립 학화 안에 한 

반  운동 즉 ‘국 안 반 운동’이기 때문이다. 

‘국 안’은 1946년 6월 미군정청이 발표한 것으로 서울 학교의 신인 경성

학을 비롯하여 경성의학 문학교, 경성치의학 문학교, 경성법학 문학교, 경성

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수원고등농업학교 등을 통합하여 국립서울 학

교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총장과 처장 등 서울 학교 운 진을 미국인으로 둔 

것을 자치권의 박탈로 보고,  이들 학교의 통합을 고등교육의 축소로 간주하

여, 해당 학의 좌익계 교수와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시 는 서울을 넘어서

서 지방까지, 학에서 등학교까지, 동맹휴학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며 격렬해

졌는데, 군정 당국은 마침내 1947년 5월 수정법령을 공포하 고, 8월에 이 일로 

제 당한 학생 3,500여 명의 복학을 허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 여

가 한쪽에서는 “국립서울 학교”라고 ‘국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다

른 쪽에서는 여서 “서울 학”로만 게 된 것 아닐까 짐작한다. 

｢서울 학신문｣이 이런 정치  논란 속에 있음은 그 설립 취지문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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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신문은 서울 학교 최 의 통합 교내신문으로, 이 신문이 발행되

기 에는 몇몇 단과 학에서 자기 신문을 발행했는데, 문리과 학을 심으로 

통합신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48년 3월 1일 창간되었다.19)19)이 신문의  

발행인은 이선근 교수 으며, 주간은 서 석, 편집인은 최찬 인데, 주간과 편집

인은 모두 학생으로 짐작된다. 이 신문은 설립취지로 “국립서울 학교 학생의 

사색과 감정과 생활을 표 하는 신문”이 되겠다고 했고, 서울 학교의 원만한 

종합을 추진하기 하여 “일체의 비민주  요소를 배제하기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독선주의  경향에 해서는 단호한 시정을 

개할 것이다.”라고 었다. 창간호에 비록 이춘호 총장의 축사가 실리긴 했지만, 

기본 으로 상명하복식의 국립 학화 방식을 반 할 것임을 분명히 하 고 학 

본부의 지시를 그 로 따르지도 않겠다고 했다. 국 안 문제에 해 비  거

리를 유지한 신문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정당사론�은 책 자체로도 진보  정치 성향을 보여 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춘섭(1920∼1956)은 도쿄 학을 졸업하고 보성 문학교 강사와 고려

학교 교수를 역임한 경제학자로, 1947년에는 디엘(K. Diehl)의 �사회주의, 공

산주의, 무정부주의�를 번역했고, 1950년에는 ｢무산정당의 진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번역서에서 역자는 차 학술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신세기의 원자세력�와 달리 일정하게 정치  색채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다른 학도 사정이 다르지 않지만, 서울 학교출 부는 아직 조직과 

체제를 제 로 갖추지 못했다. 서울 학교의 공식 출  기구인 ‘국립서울 학교

출 부’조차도 기 을 담한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한 조직이었다. 다

만 뒤이어 설립된 이화여자 학출 부에서 설립 후 학생 교지를 출 하고  첫 

책으로 시집을 출간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 학교는 비록 번역서이긴 하지만 

학출 의 핵심 역인 학술서를 간행했다는 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 차배근, 2004 � 학신문사, 1952～1961�, 서울 학교출 부, 4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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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 원회와 설립기의 학출 부

1948년 첫 책 출간 이후 상당 기간 서울 학교출 부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

다. 아마 학 본부의 지원을 제 로 받지 못해 개  휴업 상태를 이어갔던 것

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나 서울 학교에서 출 원회가 구성되었다

는 기사가 나온다. 1952년 5월 14일 ｢동아일보｣에 “국립서울 학교에서는 외국 

명한 학술서 을 번역 출 하여 학교재의 쇄신을 기하고자 번 사계의 권

 교수를 망라한 출 원회를 구성하 다고 한다.”고 했다. 

1952년은 6.25한국 쟁이 한창인 때 는데, 시 피난지인 부산 등에 피란을 

온 학들이 공동으로 운 한 시연합 학을 두었고, 1952년 2월 4일에는 그 

연합 학의 신문으로 ｢ 학신문｣이 창간되었다.20)20) 쟁의 와 에 학을 정상화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신문을 창간하 고 이어 출 원회를 두었던 것이다. 출

원회의 설치에 해서는 ｢ 학신문｣(1952.5.12. 1면)에 규정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아래는 기사 문이다.

망의 외국서  출 계획 - 출  드디어 발족 - 년 내에 10권 이상을 번

역 정

외국서 의 수입  외국양서의 번역출 은 민주국가건설을 지향하여 부단한 노

력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학계와 문화부문에 있어서 미의 무가 되어 있는 바이

지만, 번 서울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첫 단계로서 출 원회를 구성하고 외

국서 의 번역출 을 시하여 국내학술서 의 간행 등 제반 문화출 사업에 드디어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한다. 

그런데 년도의 사업 계획으로는 연구비 5천5백만원을 출 비에 충당하여 우선 

외국 양서 10권을 번역 출 하리라 하며 외국서 의 선택  번역자의 선정도 신

을 기하기 하여 각 학장으로 하여  각 학에서 5권 이내의 양서와 5인 이내의 

번역 임자를 추천  하여 출 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학 총장이 내리

리라 한다. 출 원회의 규정과 멤버-는 다음과 같다.

◇ 서울 학교출 원회규정

제1조 본회는 서울 학교출 원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상설 원회로서 서울 학교 도서출 을 목 으로 함.

제3조 본회 원은 서울 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원 수 10인 이하 그 임기는 2

20) 이때 창간된 ｢ 학신문｣이 재의 서울 학교 학교신문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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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함. 단 재임할 수 있음.

제4조 본회에 원장  부 원장을 두되 그 선출은 원 호선(互選)으로 함.

제5조 본 원회는 다음의 일을 심리(審理) 기획함.

(가) 외국서 의 번역 출 에 한 건.

(나) 학 계 도서 출 에 한 건.

제6조 본규정은 단기 428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함.

- 원장 申泰煥

- 부 원장 金善기

- 원 崔允植, 金善기, 權重휘, 李鍾洙, 高光萬, 異河潤, 申泰煥, 田豊鎭, 韓沁錫, 

洪文和

 

서울 학교출 원회는 원 한 포부를 표방하고 출범하면서 17종의 번역 상 

도서까지 발표했지만 결국 한 종도 간행하지 못했다. 다만 유사한 이름의, 어쩌

면 상기 출 원회의 하  분과인지도 모를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

회’에서 국문, 독일어, 자연과학, 체육, 철학 등의 교재를 1954년부터 1958년 사

이에 간행하 다. 그 구체 인 도서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1-1. � 학국문선�,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국어과분과 원회 편, 을

유문화사, 1954.

1-2. �신  학국문선�,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국어과분과 원회 

편, 을유문화사, 1955.

1-3. �新稿 학국문선�, 편,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국어과분과

원회 편, 을유문화사, 1960. 

2. Deutsches Lesebuch für Hochschulen( 학 독일어 독본), 서울 학교 교양과목

교재출 원회 독어분과 원회 편, 신구문화사, 1956.

3-1. � 학교양 자연과학�,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자연과학분과 원

회 편, 을유문화사, 1956.

3-2. �자연과학�,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자연과학분과 원회 편, 을

유문화사, 1962.    

4. � 학체육�,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체육분과 원회 편, 을유문화

사, 1957.

5-1. � 학교양과정 철학�,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철학과분과 원회 

편, 동당, 1958.

5-2. � 학교양과정 철학�, 서울 학교 교양과목교재출 원회 철학과분과 원회 

편, 문 사,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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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양과목교재출 원회’는 1950년 까지 

유지된 듯하고, 이후는 개 을유문화사, 신구문화사, 동당, 문 사 등 학교 바

깥의 외부 출 사에서 임의로 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출 원회는 기

획의 일을 맡고 실제 편집과 제작, 인쇄는 외부 출 사가 맡았음을 알 수 있는

데, 다른 학출 부도 부분 자체 으로는 기획 정도를 맡고, 인쇄, 발행은 외

부 출 사에 맡겼음을 볼 때, 출 원회가 실질 으로 학출 부의 역할을 했

다고 할 수 있다. 

6. 인쇄공장 개설 

6.25한국 쟁 휴  이후 서울 학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건을 시작

했다. 재건은 미네소타 학이 주도하 는데 서울 학교 담당 수석 고문인 슈나

이더(Arthur E. Schneider)21)21)박사가 1956년부터 학 내 인쇄공장 설립에 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본격 인 의미의 서울 학교출 부의 설립 경과에 해서는 

｢ 학신문｣ 1962년 5월 21일(제407호) 1면에 실린 “인쇄공장 내일(22일) 문 열

어, 년 내로 정상운 , 학술진흥에 공헌 클 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세하다.

1956년도부터 비되어 온 서울 학교출 부의 인쇄공장이 내일 22일(화) 상

오 10시에 드디어 문을 열게 된다. ICA 원조자 을 기 로 하여 공장 설치에 필

요한 각종 기계 자재의 발주 반입을 끝내고 행정 학원 서쪽에 설치된 이 인쇄

공장은 앞으로 교내간행물  일반출 물을 취 함으로써 학술진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 된다.

22일의 공장 개소식에는 출 부 이사장인 권 휘 총장을 비롯하여 출 원회 

21) 슈나이더 박사는 미네소타 학 임학과 교수로 서울 학교에 오기 에 이미 미군정청에

서 임업 문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1954년부터 1961년까지 7년을 서울 학교에 머물

다. 미국은 제2차 세계  후 세계 재건 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미네소타 학은 한국

과 일본의 학 재건을 맡았다. 슈나이더 교수의 기록은 재 미네소타 학 도서 에 소

장되어 있으며, 서울 학교 기록 에 복사본이 일부 있다. 서울 학교는 1961년 7월 8일 

슈나이더 박사의 공로를 기려 명 법학박사학 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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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 교수 교직원이 다수 참석할 것이며 공장 설치에 공헌이 큰 ‘ 리암스’ 박

사(유솜 교육과장), ‘아일러’씨(아세아재단), ‘훠커스’씨(유솜 시설 계책임자) 등도 

함께 참석하여 개소 ‘테- ’를 끊을 것이다. 

ICA 원조자  4만3천불  원화 9백80만원을 가지고 설치된 인쇄공장의 경과를 

살펴보면 1956년 당시 고문  ‘슈나이더’ 박사와 공장 설치할 것에 합의를 본 후, 

1959년에 2차에 걸쳐 인쇄기 등 기계류를 반입, 1960년 12월 25일에 공장 건축 공사

에 착공, 1961년에 옵세트 등 제3차로 기계가 반입되었으며, 1961년 7월 22일에는 운

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운 업무의 토 를 닦고 년 4월 11일엔 다시 字母를 반

입하 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오는 6월말까지 활자 주조, 文選 스 정리 등 시

설 보충을 완료하고 년 말일까지에는 정상  운 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

까지 인쇄공장에 구비된 기계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쇄기 2 (사륙 , 국 ), 활자기 2 , 옵셋기 1 , 단기 1 , 스디챠 1 , 사진

인쇄기 1 , 등사기 1 , 鑽孔機 1 , 뽄치 1 , 鑽紙機 1 , 작업  8 , 木馬 6 , 

字母棚 2 .

1956년부터 인쇄공장 설립 비를 해서 1959년에 비로소 인쇄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962년에 인쇄공장이 공되었음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제

력처(ICA)와 미국 외원조처(USOM) 등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인쇄시설이 완비되어감에 따라 출 부를 독립법인으로 등록했던 것이다. 독립법

인으로서 서울 학교출 부의 공식 출범은 ｢ 학신문｣ 1961년 8월 14일(제351

호, 1면)에 “‘서울 학교출 부’ 발족. 학술연구에 박차. 사단법인체로 인가신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태동되어 오던 ‘서울 학교출 부’의 설립이 드디어 실 될 단계에 

이르러 지난 8월 3일자로 사단법인체 인가신청을 하는 한편 운 원회를 구성

하고 정 을 작성하는 등 그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 학교출 부’는 원조자 에 의해 이미 도입된 인쇄기재로 공장을 설치하여 

앞으로 각종 학술논문  기타 간행물을 렴 우수하게 출 , 보 함으로써 학술연

구  출 문화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동출 부는 일인의 이사장  이사 약간인 감사 일인과 다수 부원으로 조직되는

데 재 활동 인 인쇄공장 운 원회 회원은 류홍열(교무처장), 심상황(학생처

장), 윤태림(사 학장), 정 (도서 장), 최문환(상 학장), 김인수(사무국장) 등 6

인이다. 한 이미 도입된 인쇄기재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부족분에 해서는 주문을 

완료하여 월 말까지 량이 수 될 것인데 공장은 교양학부 뒤쪽에 건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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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기 2 (사륙  지, 국 ) ▲ 주조기 2  ▲ 교정기 1  ▲ 단기 1  

▲ 뽄치 1  ▲ 스티차 1  ▲ 자모 37,398자 ▲ 자모상 2개 ▲ 목마 6  ▲ 문선

이스 360매.

1961년 서울 학교는 출 부의 설립을 비하며 그 최종 단계로 사단법인으로 

법인허가 신청을 했다. 교내기구로 유명무실하게만 있었던 출 부를 독립된 법

인체로 둔 것을 발족이라고 표 한 것이다. 서울 학교출 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일은 1961년 10월 11일이다. 한 재 서울 학교출 문화원의 사업

자등록증( 악세무서장 발행)을 보면 개업연월일을 1962년 5월 30일로 표시하고 

있으며, 서울 학교출 부가 등기와 등록을 마치고 낸 첫 책인 �한국농 가족의 

연구�(고황경 외, 1963.12)의 권지에는 ‘서울 학교출 부’를 표시한 아래에 

“1963.6.15. No.(가)1197”라는 등록번호를 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부여받

은 것이다. ｢ 학신문｣ 1963년 6월 7일 기사에는 등록 사실과 함께 1963년 출

부에서 간행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법 잡지 �휘데스� 1,2호, �법 논문집�, 

�행정 학원논문집�, �동물학회지� 등 학술지와 �민주정치의 길�(유진오), �서울

학과안내�(학생지도연구소), �계 의 향기�(김형규), �민족과 자유와 언론�(고

재욱선생회갑논문집) 등 여러 책을 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 학교출 부

는 1963년부터 본격 으로 활동하 던 것이다. 

�한국농 가족의 연구�를 필두로 �박종홍 박사 환력기념 논문집�(철학연구회, 

1963) 등의 책이 이 간행되었는데, 자는 권지에 “조 인쇄 서울 학교

출 부”라고 고 표지 하단에도 “서울 학교출 부”를 크게 표시하고 있어서 

서울 학교출 부의 출 물이 분명하지만, 후자는 ‘발행자’를 ‘철학연구회’라 하

고 ‘서울 학교출 부’는 인쇄소로만 나와 있다. 후자는 서울 학교출 부에서 

인쇄 역할만 한 책인 것이다. 서울 학교출 부는 이처럼 설립 기부터 자체 

출 과 출  행의 두 방향의 인쇄출 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틀은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1965년에 �주석 한국 례집�, 1967년에 �헤에겔 철학과 

자유의 정신�(김계숙 ) 등이 끊임없이 간행되었는데, 자는 출  행이며 

후자는 발행처를 “사단법인 서울 학교출 부”로 못박은 자체 출 이다. 기 

인쇄 업무에 높은 비 을 두었던 서울 학교출 부는 1975년에 이르러 출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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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인쇄 외의 출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교수를 출 실장으

로 임명하 다.  출 실장은 사범 학 독어교육과 이동승 교수이다. 

7. 결론

최 의 학출 부를 찾으려면, 학이 무엇인지 출 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핵심에 해 합의해야 한다. 출 이란 “ 작물의 배포나 매를 하여 문서, 회

화, 사진 등을 복제․공표하는 제작활동”(�한국민족문화 백과�)이다. 그것이 

학과 결합되었다는 것은 학의 본령인 학술 출 을 가리킬 것이다. 학출 부

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종  연구에서는 1949년 설립된 이화여자 학교출 부를 학출 부의 효시로 

보았으나, 본 연구는 그보다 앞선 1947년에 서울 학교출 부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하 다. 1948년 ‘국립서울 학교출 부’가 �신세기의 원자세력�이라는 번역

서를 낸 것을 제시하며, 이 책의 서문에서 이춘호 총장이 1947년 출 부를 발족

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 학교는  신문사에서도 출 부를 운 했는

데, 학 내 출 기 이라는 에서 이 역시 학출 부의 일부로 포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서울 학신문사출 부에서는 �사회주의정당사론�을 발간했다.  

한국의 기 학출 부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난과 쟁 등으로 겨

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 이었다. 이때의 출 은 학에서는 출  기획을 하여 

원고를 만들고, 인쇄, 제작, 매 등은 인쇄소와 발행소에 으로 맡겼다. 그런 

에서 1962년 서울 학교에 인쇄공장을 개설한 것은 획기 인 사건이었다. 

학이 자체의 인쇄소를 가짐으로써 출  활동을 본격 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이다. 그런데 서울 학교는 다른 학출 부에 없는 인쇄소와 그 설립을 지나치

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출  역사를 올바로 보지 못했다. 원래 출 사의 출발

에는 인쇄의 역할이 가장 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에 들어와서는 인쇄는 

출 의 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일반 이며 이는 학출 부 역시 마찬가

지이다. 학출 부의 기능에 인쇄의 비 을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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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획, 편집 등을 요하게 취 할 수밖에 없고 그 다면 기획 심의 기 

출 부를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 학교출 부는 1983년 11월 학출 부로서는 처음으로 산조 기를 도

입하여 한국 학술출 문화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고, 1998년에는 활 인쇄시설을 

모두 폐기하여 인쇄를 외주로 돌리며 세계 인 출  경향과 발을 맞추었다. 

재는 기와 같이 인쇄, 제작은 모두 외부에 맡기고, 기획, 편집, 제작진행, 홍보, 

마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앞으로도 학출 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주제어 : 학출 부, 이화여자 학교출 부, 서울 학교출 부, 서울 학교

출 문화원, 서울 학교출 원회

투고일(2019. 8. 31),  심사시작일(2019. 9. 23),  심사완료일(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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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rigin of the University Press in Korea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2)

Jung, Byungsul *

Opinions were divided on the first university press of Korea in previous studies. It 

was both a matter of data, but also a matter of how to define the the university press. 

This article studi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by the newly introduced material. 

Previously, Boseonggwan which was run by the Boseong Special School founded in 

1906 was considered 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or Yeonhui Special School Press 

which published Choi Hyun-bae's Korean Grammar in 1929 was also considered. 

However, they were not university press and were inactive. 

Next came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which was founded in 1949. But this 

article first argues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founded in 1947 w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SNUP published its first book, the Korean translation of 

Atomic Energy in the Coming Era by David Dietz in 1948. In the preface of the book, 

the president Chunho Lee stated that the University Press was launched in 194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ran a press facility at its newspaper division, which can also be 

considered part of the university press. It also published the Korean translation of a part 

of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by Schumpeter in 1948. Thus, SNUP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Key Words : History of Publishing,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NUP, University Public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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