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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顧와 展望*없}究의 東亞文化

漢芳金

본연 30주년을 맞이한다니 동아둡화 언쿠소가 내년 (1991)년우로 창립 

은인으로서는 냥다른 감 우랜 인언을 몇었던 구소가 장설되던 초기부터 

문화 연구가 좀 더 

그언 

동아시아 

시점에 이루라 과거 

온 분 언쿠소의 과거 플 몰아-보고， 

3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역할을 담당해 

이제 획플 수二끼게 된다. 

전문적이고 삼도있게 

중추기관의 O~ 。
고--구의 

로 전기}될 동아뭄화 언구위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뜻 깊은 일이과 생 

각한다. 

비해 훨씬 작아서 가 

60년대初 모는 것이 

규모는 지금에 문리과 대학의 당시 1960년 4웰， 

불비한 연구 환경 

국학을 포함한 동양악에 연구 관심을 갖는 교 

족적인 운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연쿠의 득표 

정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조성과 연구비 유치플 위해 

연구의 

여건 

속에서도 문리괴 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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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블 만들자는 거1 안도 언급되 었다. 사학과의 韓뻐助 교수가 처 음으로 

이어 金元龍〔고고인류학과)， 李萬태 • 李海英〈사회 

全海宗 • 高炳翊〔사학과)， 金芳漢〈언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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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어 案을 

張基橫 • 卓柱}월〈중문과)， 학) , 

돌려가면서 

집무로 발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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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먼 

참여하였다 

각 개얀 연구살에서 학술 발표를 하고，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릎 갚아 하며 질의 

..,./- L:: -^ l 
..J.l:'..←「 τ「νJ과) , 宋構〔영둔파〉 

및 토돈을 하는， 잔실로 가족 

학술 로흔을계속 운영하 간의 학제 우의흘 다지며 속어서 분위거 적인 

소망을 카워갔다. 여 창립의 

요약 교수회의실 죄담회 인문디 * 1990.6.26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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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중심이 되야 섣질적 창립을 한 것이 19611콰 1띔 27알이었다. 

당면 과제로서 연구바 유치의 문저1 와， 당시 논문을 딸쿄할 가회가 극하 

어려웠먼 터에서 논문잡을 발간할 양도를 모색하고 있쉰 중， 미국 하버 

드 엔칭 연구소(Harvard -Yenching Institute)의 東댐文化 떤쿠위원휘 (당 

지원받게 도1 었다. 그러냐 온 

띤구비의 관라와 연구소 운영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1963년 7월 1잎 

소장에는 신망이 두터웠먼 

감사에 李뚫寧 

떤조플 받아 發起委員

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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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金똥基희장의 운리과녀}학 교수화의실에서 

되었다. 초매 

鄭;햄폼 • 韓佑)T] 교수， 

시 위원은 金載元·李相댐)로부터 연구비를 

연구소가 아직 법적 지위를 얻치 못하여 

에 효율을 기하지 뭇하고 있었다. 

문리대 부섣연구소로 발족하게 

李相{됨교수가 선출되었고， 간사에 

교수가 각각 션임되였다. 

초창기의 동양헥→ 언구블 개 연 자착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내용상으로는 한국문 

연구소 운영상의 방침은 국학 맞 

함으로써 

동아문화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로 

이를 살행하기 위해 다1 략 두가지 방안윤 세웠마. 하나 

개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으로 할 수 있거1 

화를 기초로 하는 

방향을 장았다. 

는 계몽적얀 성격의 公開學術講E표를 

선자의 경우는 내용 

특히 “韓國 近代化 댐題” 

학계로서는 최초의 학숨 

개최하는 것이었다. 

바， 

국내의 

시행하였던 

당시 우리 

문 학자에 의한 학슬로온회를 

상 잔 분야를 모두 다루도록 

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좌는 

득종기사로 뽑고 교내￡의 

운집하c낙 

딸표로 모든 언른매체가 다투어 大書特筆로 

학생은 물론 심지어는 일반 시맨까지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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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초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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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카와 올린 말하자면 연구소 창핍과 더불어 대정황윤 이루었었다. 

주는 넣어 불어 대단한 의욕을 연구원들에게는 당시 도 같은 것으로서 

활
 

그
 
U 생각을 스스로 대견스러웠다는 아

 
보
 

지금 돌이켜 일이었으며， 

수 없는 추역으로 남아 있다. 후자의 사엽으로는 제 1 회 동양학 심포지 

동아문화연구위원회를 통하 

움을 개최하기 시작하었다. 

연구소의 지원곰을 하버드 엔칭 이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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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따라 연구소의 二L받기로 교섭하면서 칙접 。1..-:-1
i"Õ→一지 

출간되었는데， 19661칸에 색인〉우로 중 韓國겨ζ 목록 및 〈奎童聞도서 

모체가 되었닥. 추자는 둡서 총옥톡〉의 〈규장각 도서 출간된 는근년에 

히]처1 흔 하였우나 사정으호 얀하 종의 의 키초 카드를 작성하고 약 2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라라 믿는마. 

1961년 이래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듬을 도아 1963년 〈束람:文化) 저11 1 

칩을 출간하게 되었다. 당시의 치원금에는 출판비가 따로 켜1 상판 것이 

승날二，， 1 ,- 기 -1 이 작엽외 줌단되 고 원고는 死蘇되 고 있는 듯 파다. 여 

이는 결국 캐인변로 출갚후 차츰 재정의 어리움을 겪케 되었다. 

연구매의 

없어사 

지급되는 이를 작립람 공제늠으로 할당하여 2096블 연구소의 

있었는데， 암원 개선이 1965띤 이용할 수 있었다. 출판경비로 우로써 

이만갑 • 전해종 • 김방한 교수 3인이 선출되었다， 펠자는 

일을 맡았다. 또 운영위원을 다수 선출하였다. 

상임운영위원에 

1975년까지 그대표로서 

후자는 그 설행을 맡았다. 수립을 수행하였고， 전자는 프로젝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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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은 무기맹 교수께서 타계하시자 쉰 

교수를 그 후엄으로 선출하였다. 

1966년 소장 이상백 

연구에 당시 운영 지챔은 개별 

도 지원 받기로 하였으나 공동 언구블 우선 지원 받기로 하였다 

예컨대 

이숭녕 

그당 

‘李

미천 중국 

공동 연구로서， 

‘한국 토착 산잉에 

고고학적 조자 : 한국 문화에서의 

시 기획되었던 연구 테마을 대략 살펴보면， 

연구로서 사회연구’ 라든가‘ 개별 

영 향’ , ‘한국 닫허 島~뺏의 

朝딸기 

문화의 냥 

성과는 모두 〈똥아문화〉 연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괄뷰할 만한 엽적의 창출이였 

이러한 연구의 있없다. 

총서로 출판되었고， 

다. 

요소’ 방적 

문려대 연구소는 東亞 알타이학자회의블 주최하여 '" 」1963， 4 년 당시 

띤쿠소는 한 • 중 • 일 3캐국 학자들이 서울에 하바드 엔칭 열렸다. 에서 

본 연구소에 기탁하 

껴l 상된 것여다. 요금까치 

개최블 위한 지원금을 

비행기 각국 학자둡의 

국제학술회으〕 

이 지원금에는 

이 분야의 

였다. 

서 



잠시 소개하지-면 

결제되어야 했는데 

보내온 지원금조차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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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기 각국 학자블을 어려움을 웃지 뭇합 당시의 

정부는 외화 칠약 정 위한 바챙기표 구입은 美親록 

동제하여 외국인 초청 명옥 

거절하었다. 

찾이다니며 

일환우로 미국에서 

지급할 

책의 

의 비행기 값을 학교 당국에도 

샤청을 

j • 

T 달라르 

결국 관계기관을 도움을 요청했우나 미온적이았고 

본부 학장회의실 발표회의장은 한편‘ 한 끝에 겨우 해결될 수 있었다 

7J-/，--흐L 
0-ι-2 ~략장회의가 있다떤서 도중에 을 이용하기로 하고 사응하였무냐 

비워닫각는 

벨였다. 

도
 갚

 
옳껴야하는 

당시의 행정은 학교내 정부거나 모두 도와주는 행정을 하는 것 

장소플 횡→급히 다른 곳으로 요청으로 

여하튼 이러한 곡절을 

렐구소의 행사가 표 

1갚라는 행걷을 하는 것 같았다. 

국 ~'1 회의 개최는 본 

이 아니라， 

겪오면서도 서울대꽉교애서의 

시플 이루는 것이었으리라 본다. 

하지 

책 자와 〈韓國學 大蘇典〉의 〈韓國，學〉이라는 특71 할 것은 한 가지 또 

말하자면 당시까지의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지마 비옹-의 조달을 위해 

가 부섬 하였음은 물론이 다. 마칩 당시 우리 나략에 서 는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해외에 소개하기 시착하단 

〈한국학(Korean Studies Today)) 출간의 취 지 플 

잔자는 그 동안 이 룩한 한국학의 각 분야블 L-t누어 집 필하고 출깐이마. 

까
~ 동항:의 

출판비의 

언구 엽적 

연구소에 

다1 

^ 이를 묶어 펴낸 것으로서 

개플 내~응우로 

지원이 연구원 모두 

발전해 

무년이라 

전달하고 

:z. 二L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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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자국의 

문화관보부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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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펠자블 내동하고 

지원금을 다낸 작도 

그 반응이 좋아 뛰이어 국내 1건 

해외에서 크게 호평을 받아 

역시 예산의 

이숭녕 

극적으로 

당국에서도 

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각. 이에 소장 

직챔 경제기획원 등의 예산당국올 찾아가 

있았다. 이렇게 어렵게 출간한 책자는 

역븐이 나요가1 되었다， 예상대로 이 책자는 

일단 좋은 만응을 얻었、무냐， 

二L

한국 정치경재학사전 

간요한 참고서가 되고 있다. 

2. 국어국운학 내사전과， 

지균까지도 해외에서의 한국학 년구에 

1. 출간은 리고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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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는 鄭炳폼 교수와 閔因秀 교수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신구 

문화사의 도움으로 출간되었다. 

1975년 소장〔고병익 교수)과 임원이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당시까지 연구소가 수행한 일 가운데 덧붙여 말해두고 싶은 것은 본 

연구소가 당시 웬만한 대외 관계에 있어 그 대표기구의 역할을 담당했 

다는 것이다. 당시 점점 활발해가는 외국과의 인적 교류에 있어 외국의 

학자블 초청하는 일이라든가， 해외동포의 모국방문에 안내하는 일에 야 

르기까지 많은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반 타의반 

으로 행사블 수행하였다. 당시 일본학자들의 한국 방문은 거의 모두가 

본 연구소의 초청형식￡로 내한하였다. 이는 모두가 당시 본 연구소의 

활말한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려니와， 연구소가 몇되지 않던 당시로서는 

아직 기능이 분화되지 않아 불가피했던 까닭도 있었다고 해 야 할 것 

이다. 

이제 한국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등이 발전적으로 설립되어 있 

는 현재로서는 본 연구소의 연구분야와 수행의 양상은 과거와는 어느정 

도 다르게 조정하는 잎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선 한국학연구와 동아 

문화연구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본 연구소는 후자에 고유한 연구 영역을 

개딸하고 사업계획을 수랩하여 나아가야 하리라 본다. 물론 양자의 밀 

접한 상호교섭 및 비교 관계의 운제도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명실상부한 

東亞文化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알찬 연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셔울대학교 당국은 본 연구소가 동아시아 연구의 대외적 대표 

기구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법청커구로 개펀하고 보다 적극척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자체의 노력으로서도 우선 

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규합하고 조직하여 문제를 찾고 계획을 수됩하고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보조를 획득함무로써 활로를 찾아 나 

아가야 하리라 본다. 한펀 학교 당국은 세간의 영화를 외면하고 연구실 

에서 오직 학문에 몰두하연서 우리 학계의 연구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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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생을 돕바치는 교수듭에게 응텅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한 

국의 동양학 연구 수준은 여러 면에서 외국에 비하여 아직도 너무 낙후 

되어 있다고 본다. 이 점을 생각함 때 우리는 더욱 분1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문화 연구소의 중홍의 발전을 뱉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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