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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계명대학교가	1899년에	먼저	의료봉사	및	교육기관으로	출범하고	그	

다음	1954년에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한지	1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의	역사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

로부터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에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근

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갑오경장(甲午更張)을	한국근대화의	시

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세기	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외국인	선교사들과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우리의	선구자들은	힘을	합쳐	영남의	

중심도시였던	대구에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1899년에	개원한	제중원이었고	그	제중원이	오늘의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병원으로서	계명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뿌리입니다.	그리고	1906년에	중등교육

기관인	계성학교,	1907년에	신명학교를	설립했고	이어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일제통치와	6·25	한국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미루어져	1954년에	설립한	고등교육기

관이	오늘의	계명대학교의	두	번째	뿌리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계명의	선구자들은	오로지	개척과	봉사의	정신으

로	온갖	정성과	혼을	계명대학교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인	계

명대학교	세	개의	캠퍼스에는	선구자들이	남기신	크나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

니다.	그	흔적들을	모아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란	제목으로	책을	만들

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계명대학교를	세우시고	오늘	이곳까지	계명대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를	사랑하며	훌륭한	

공동체로	키워	오신	계명의	선구자들과	계명의	모든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계명대학교	총장		신	일	희

발간사

◀ 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대명동 캠퍼스 전경(1961년)



6

계명대학교는	모두	다섯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1898년	부지매입을	시작한	

동산캠퍼스,	1954년부터	조성한	대명캠퍼스,	1978년의	성서캠퍼스와	근년에	마련

한	칠곡	동영캠퍼스,	현풍캠퍼스가	그것이다.

이들	캠퍼스	가운데	동산,	대명,	성서캠퍼스는	계명대학교의	뿌리요	터전이며	영

남의	중심도시	대구의	근대화를	선도한	기독교	문화의	요람으로서	외국인	선교사들

과	우리의	선구자들의	피와	땀이	배인	곳이며	온갖	정성과	혼이	얽혀	있는	역사적인	

땅이다.

1897년	11월	1일	대구에	온	안의와(Rev.	Dr.	James	E.	Adams,	1867~1929)	선교사

는	그해	12월	25일	대구에	합류한	장인차(Dr.	Woodbridge	O.	Johnson,	1869~1951)	

의료선교사와	함께	1899년	12월	24일	오늘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의	전신인	제중원(濟衆院)과	‘미국약방’을	지금의	대구	약령시장	내	제일교회	자리

에	개원하였으나,	급증하는	환자와	고약한	냄새,	소음	등	어려운	입지조건을	해소하

기	위해	성	밖	동산에	새	터를	마련했다.	그것이	지금의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다.	

그리고	안의와	목사의	아들인	안두화(Rev.	Dr.	James	N.	Adams,	1895~1965)	목사와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인	감부열(Rev.	Dr.	Archibald	Campbell,	1890~1977)	박사가	

1954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계명대학의	터를	자리	잡은	곳이	지금의	대명캠퍼스이

고,	1978년	계명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후	초대총장	신일희	박사가	웅대한	대

학의	발전을	모색하며	비좁은	캠퍼스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창학정신으로	고

심	끝에	물색한	새로운	계명의	터가	지금의	성서	캠퍼스이다.	이	성서	캠퍼스는	부

지	선정도	무척	어려웠지만	특별히	학교재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매각할	재산도	

없었지만)에서	광대한	185만㎡(55만	8천	평)의	캠퍼스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이	세	캠퍼스의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여느	곳의	예사로운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유서	깊은	계명대학교	세	캠퍼스의	100여	개	건물	중에	70여	개	건축물

의	역사와	그	유래를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한다.

계명대학교 뿌리와 터전

대명캠퍼스 조성 초기. 바위산을 깨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모습(196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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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창립 1899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12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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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의	역사는	1899년	12월	24일	대구	약

령시장	내	옛	대구제일교회	자리에	설립,	개원된	‘제

중원’에서	시작된다.	이날	개원한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은	한강	이남의	최초	병원

이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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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	병원과	학교,	교회를	세

웠고,	이를	통해	영남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동산언덕

에는	병원과	선교사	주택,	신명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세워진	10여	

채의	선교사	주택과	건물들은	오랜	세월	서양문화를	보급하는	중심지가	되었

으며,	대구의	시온산,	또는	여호와	이레(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던	

모리아산)라고	불렸다.	

동산의료원	남문을	통과해	봉긋이	솟은	구름다리를	지나면	2층	벽돌집	세	채

가	서	있다.	이는	대구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이뤄지던	1906년부터	1910년

경에	건축된	선교사들의	주택으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

이었다.	당시에는	여러	채의	선교사	주택이	지어졌으나	지금은	세	채만	남아있

다.	이	선교사	주택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대구의	근

대화와	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의료선교박물관

대구 근대화가 시작된 

동산캠퍼스 선교사 주택

1900년 초 제중원 당시 동산언덕, 멀리 보이는 것이 선교사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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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1899년	선교사들은	동산언덕에	선교지부	땅을	구입하고,	1900년	5월	

현	동산병원	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선교지부가	사업을	시

작한	초창기에	건물을	짓는	일은	어려운	대사업이었다.	목재는	32km	떨어진	낙

동강	상류	둑	위에	쌓아	두었다가	여름	장마철에	강으로	떠내려	보내서	그	목재

가	대구시	반대편에	다다랐을	때	건져	올리는	것이다.	장인차	선교사는	부해리

(Rev.	Henry	Munro	Bruen,	1874~1959)	선교사의	캔버스	보트(canvas	boat:	나

무	뼈대에	천을	씌운	작은	배)를	젓고	들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목재를	건져	올

리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무는	바다로	떠내려갔다.	강에서	건져	올린	목재

는	16km	떨어진	선교기지로	일꾼들을	시켜	날라야	했다.

벽돌공과	중국인	석수(石手)는	서울에서	데려오고,	일본인	목수는	부산에서	

데려왔으며,	문짝들은	시카고에서	주문해	왔고,	장식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

문해	왔다.	주택	공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관찰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

다.	이유는	선교사들은	내륙지방에	주택을	지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수년	전	프랑스	선교사	로베르(Achille	P.	Robert)가	도심지	밖으로	

쫓겨났다가	돌아오도록	허락받은	것처럼	해결될	수	있었다.	

모든	화물은	낙동강	짐배(화물선)로	날랐고,	강에서	대구까지	16km는	인부

들이	운반했다.	장인차	선교사의	부인(Edith	M.	Parker)이	사용했던	피아노도	

낙동강	나룻배로	옮겨	1901년	5월	화원의	사문진	나루터에	도착한	후	동산병원

까지	목도로	옮겨졌다.	옮기는	도중에	사람이나	가축들이	부딪칠까봐	인부	중	

한	사람은	앞에	서서	종을	쳤다.	이	피아노는	현재	의료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

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피아노이다.	

장인차,	부해리	등	선교사들이	직접	주택을	건축,	감독하였기	때문에	2년간	

선교사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일에	매달려야	했으며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야	비로소	영적	사업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목재는 낙동강 물을 

이용해 가져오고 

벽돌공과 

중국인 석수(石手)는 

서울, 일본인 목수는 

부산에서 데려와 

건축한 선교사 주택

1906년 신축하여 이사했을 당시의 동산병원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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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준공한 선교박물관 스위처주택(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26호인 선교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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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언덕에	세워진	선교사들의	고풍스런	주택들은	우

리나라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감탄했을	만

큼	건축양식이	아름답고	동서양의	멋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챔니스(Vaughan	O.	Chamness,	차미수)주택

은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의	주거	양식과	그들의	생활양

식을	알	수	있는	순수한	주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	채	모두	2층	벽돌	양옥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도면을	가져와	한국식	건축양식과	융합하여	지었으

며	문이	모두	서쪽에	위치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주택들

이	모두	서향인	것은	언덕	동쪽에는	대구읍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귀신이	일본	행정부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1906년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	겸	대구	군수로	부임한	

박중양(朴重陽,	1874~1959)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대구

읍성을	헐었는데,	그	때	철거된	대구읍성의	성곽(城廓)돌

을	가져와	기초돌과	계단돌로	사용하였다.	건축	재목은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홍송(紅松,	붉은	소나무)을	사용하

였다고	한다.	

선교사	주택은	대구의	선교	전초기지로	활용되면서	

건축적인	면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커	1989

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스위처주택,	

Martha	C.	Switzer,	성마리다,	1880~1928),	제25호(챔니스

주택),	제26호(블레어주택,	Herbert	E.	Blair,	방혜법)로	각

각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제5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공모전에서	‘잘	가꾼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되었다.	

또한	이국적이며	고풍스런	외관과	주변	전경으로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

들의	웨딩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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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준공한 선교박물관 스위처주택(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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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동산의료원은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사	주택	두	채를	선교

박물관(스위처주택),	의료박물관(챔니스주택)으로	문을	열었다.	2001년에는	

교육·역사박물관(블레어주택)까지	개관하여	100여	년	전의	의료·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선교박물관에는	각종	성경과	선교유물,	기독교	사진,	성막	모형,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입한	구약,	신약	소품들을	전시했다.	의료박물관에는	1800년대부

터	1900년대에	이르는	많은	동서양	의료기기가	소장되어	있고,	2층에는	마포

화열(Dr.	Howard	F.	Moffett,	1917~2013)	선교사	가족이	살았던	침실,	서재	등

이	그대로	남아있어	치유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던	의료선교사의	희생과	

검소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교육·역사박물관에는	다양한	민속사료와	교육서적,	조선시대	서당,	1970

년대	교실을	볼	수	있으며,	2002년에는	대구	3·1운동	역사관과	2002한일월드

컵축구대회	기념관을	박물관	내에	마련함으로써	지역	역사와	문화	교육의	요

람으로	자리하였다.		

의료선교박물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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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박물관은	영남지역	최초의	처녀	순교자인	마르타	스위처	여사의	이름

을	따	‘스위처주택’이라	부른다.	이	주택에는	스위처	여사를	비롯해	계성학교	5

대	교장인	현거선(Harold	H.	Henderson),	계명기독대학	초대	학장인	감부열

(Rev.	Dr.	Archibald	Campbell,	1890~1977)	등의	선교사들이	거주해	왔다.

의료박물관은	1925년부터	1941년까지	대구에서	근무하며	애락원	부원장

을	역임한	차미수	선교사의	이름을	따	‘챔니스주택’이라	불린다.	이	주택에는	

1911년	계성학교	2대	교장으로	취임한	나도래(Ralph	O.	Reiner)와	차미수	선

교사,	사우대(Chase	C.	Sawtell,	1881~1909)	선교사	등에	이어	마포화열	선교

사가	거주해	왔다.	

특히	마포화열	선교사는	1948년부터	1993년까지	45년을	동산병원장과	학

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협동의료원장	등을	역

임하면서	오늘의	동산의료원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	헌신했다.	그는	해방	

후의	극심한	혼란기와	6·25한국전쟁을	거치며	60병상의	작은	병원을	1천	병

상의	대형의료원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그의	아내	마가렛	마펫(Margaret	D.	

Moffett,	1915~2010)	여사는	사무,	건축,	조경	등에	대한	탁월한	지식으로	마포

화열	선교사를	훌륭하게	내조하며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영위했다.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은	대구	선교의	터전을	닦은	

방위량(William	N.	Blair)	선교사의	동생	블레어	목사가	살았다	하여	‘블레어주

택’으로	부르며,	나의수(Robert	F.	Rice)	선교사	등이	거주해	왔다.

동산캠퍼스 주택에 

거주한 선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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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준공한 의료박물관 챔니스주택(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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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준공한 교육 ·역사박물관 블레어주택(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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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박물관에서	의료박물관으로	가는	길에는	3·1운동을	위해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	등을	운반했던	비밀	노선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

들지만	그	당시	대구	남성로에서	큰	장터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나무들이	우거

져	발각되지	않고	만세운동	도구들을	운반할	수	있었다.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제일,	서문,	남산	3개	교회의	교인

들과	계성,	신명,	성서학당의	학생들,	그리고	대구고보(현	경북고등학교)의	학

생들,	기타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범시민적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거

사를	치르기	위해	미리	계획한	집결지는	큰	장터	강	씨의	소금집	앞	빈터(현	섬

유회관	정문	건너편)였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이곳에	집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구석구석	잠복한	사복형사들의	감시망을	피해야	했다.	일반	교인들은	장

사꾼으로	변장하여	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계성학교	학생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

고	장사꾼인	체하고	교문을	빠져나와	길	건너	동산병원	솔밭	사이로	흩어져	들

어가	거사	예정지로	접근했다.	일부	신명학교	학생들은	빨래하러	가는	척	대야

에	헌	옷가지를	담아	들고	버들치	냇가로	내려갔다.	그	당시	빨래터는	지금	제

일교회	입구와	계산성당	사이	흐르는	냇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평소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던	동산병원	언덕	솔밭은	대구	

3·1운동이라는	거사의	중요	비밀	통로가	되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대

구광역시는	3·1운동	84주년(2003년)을	기념하여	3·1운동	거사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동산병원	솔밭길을	‘대구	3·1운동길’이라	이름	하여	

대구	3·1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	있다.	

대구 3·1운동길

대구 3·1운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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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영탑’, ‘운수 좋은 날’, ‘빈처’의 작가 ‘현진건의 길’ 90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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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차	선교사는	성탄절이며	주일날인	1897년	12월	25일	조랑말을	타고	대

구	남문	안에	들어왔다.	그는	2년간	한국어를	배운	뒤	1899년	작은	한옥	한	채

를	마련해	‘미국약방’	간판을	달았고,	본격적인	치료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중

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하였다.	이	진료소가	영남지역	최초로	서양	의술을	펼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효시이다.

최초의	제중원은	옛날	대구제일교회	안에	있었다.	진료소는	성벽	바로	안쪽	

밑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큰방은	약제실과	수술실을	겸했고,	대기실이	따로	있

었다.	

제중원을	개원한	후	다음해	여름까지	1,70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들	

중	신환자가	800명,	수술환자	50명,	왕진환자가	80명이었다.	1901년과	1902년	

사이	치료한	환자	수는	2,000명을	기록했다.

제중관 / 옛 병동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전신 

제중원(濟衆院)

제중원 개원 전후 일시 운영한 미국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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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동산기독병원 시절의 제중관(등록문화재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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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은	약	7m	높이의	대구읍성의	축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통풍이	

잘되지	않았다.	게다가	천장이	낮고	좁아서	여름에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등	의사들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장인차	선교사는	“비좁고	갑갑해서	여름에는	의사가	자기	건강의	위험을	각오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곳”	이라고	토로했다.	

선교사들은	당시	불편을	‘3S’로	표현하였다.	첫째는	고약한	냄새(Smell)였다.	

대구는	앞산의	큰	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달서천이	되어	계산동,	동산동	쪽

으로	흘러들었는데,	여름	장마	때만	되면	해마다	수해를	입었다.	상류에서	떠내

려	온	수많은	쓰레기들이	선교관	앞을	흐르는	달서천에	넘쳐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던지	선교사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둘째는	연기(Smoke)였

다.	당시만	해도	모든	집이	나무를	연료로	해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으로	밥을	지을	때면	대구읍성으로	둘러싸인	남문	안	선교기지는	말	그대로	연

기골목이	되었다.	이	역시	선교사들이	한국의	문화에	생소해	견디기	힘든	것이

었다.	셋째는	시끄러운	소음(Sound)이었다.	밤마다	짖는	개소리,	부인네들이	

두드리는	다듬이	소리,	특히	무당	굿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기	때문에	선

교사들은	무척	힘들어했다.

열악한 환경의 제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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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동산언덕에 재건축한 제중원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1900년 경)

제중원 직원중 7명 선발 현대의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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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이레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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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쁜	조건들	때문에	선교사들은	성	밖의	다른	좋은	장소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1898년부터	1899년까지	성문	밖	동산	서편	쪽에	넓은	땅을	구입

했다.	땅주인은	달성	서씨	문중의	유식한	학자였다.	이	땅은	양쪽	언덕	끝이	시

가지와	접해	있는	고지대라	냄새와	소음과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공기가	

맑았으며	전망	또한	좋았다.	언덕	밑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큰	고목나무를	빼

놓고는	모든	땅이	헐벗은	황무지였으며	일부는	무연고자의	묘지였다.	외국인들

은	원래	집을	지을	때	저지대에	짓지	않고	언덕	위의	높은	언덕을	선호하였다.	

안의와(Rev.	Dr.	James	E.	Adams,	1867~1929)를	위시한	선교사들은	이	땅을	

매우	만족해		했으며	여섯	채의	집을	짓고	병원까지	건축하기에	충분한	땅이라

고	판단하였다.	이때	부해리	선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땅이다.	저녁	때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흡사	다윗이	압살

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세운	망대와	같은	성문	꼭대기를	빼놓고는	온	도시

가	연기와	장막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면서	대구의	신비한	광경

에	감탄하였다.

이곳을	‘동산(東山)’이라고	한	것은	큰	장인	지금의	서문시장	동쪽에	있는	산

이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	되

었다.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우리	신앙역사의	출발지로서	대구	개신

교의	시온의	성지가	되었다.	우리는	동산에	오를	때마다	선교사들의	희생정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보존하신	섭리를	느끼게	된다.

여호와 이레의 동산, 

창조주께서 

준비해 놓은 거룩한 땅

‘동산(東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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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동산기독병원(플레처)

대구의 유일한 

기독교 병원

1903년	4월에	새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해	서울에서	벽돌공이	내려왔다.	이	병

원을	짓기	위한	건축비용은	미국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의	메리	라이트(Mary	

H.	Right)	여사가	헌금을	했고,	설계는	고든(M.	B.	Gordon)이	맡았다.	안타깝게

도	이	건물은	구조상	취약점	때문에	1905년	태풍으로	무너져	다음해	1,250달러

로	다시	새	병원을	지었다.	1907~1908년	기간	중	환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으

며,	병원	신축	후	환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현재	남아있는	제중관은	별리추(Dr.	Archibald	Gray	Fletcher,	1882~1970)	2대	

원장이	성금을	모아	1931년	지은	건물이다.	처음에는	5만	달러를	모금하여	건

축할	계획이었으나	모금이	여의치	않았던	탓인지	실제	건축에는	3만	5천	달러

만	사용했다.	제중관의	건축비	모금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또는	개인	독지가

를	상대로	행해졌다.	모금	광고	문안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	

	“이	병원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할	유일한	기독교	병원입

니다.	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이	병원	설립	계획에	헌금하실	분은	뉴욕

시	156번가	카터(Russel	H.	Carter)씨	앞으로	또는	대구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제중관은	연면적	2,452.29㎡(742평)에	지상	3층으로,	건

물	벽은	시멘트	벽돌을	쌓은	뒤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고	슬라브	지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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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하였다.	제중관은	일자	모양의	건물로서	정면	가운

데에는	현관(중앙포치)이	돌출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었으나	일부

가	멸실되었다.	

2010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해	현관(중앙포치)	부분만	철거하여	의

료선교박물관이	있는	청라언덕으로	옮겨	놓았다.	

동산병원은	제중관이	완성된	다음	처음으로	유능한	한국인	의사를	채용하고	

독일인	의사도	채용하였으며,	입원병상이	기존	30병상에서	80병상으로	늘어나	

많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군들이	제중관을	경찰병원으로	사용하였고	

1950년	6·25한국전쟁	중에는	군부대에서	징발하여	국립경찰병원	대구분원으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검사실,	의사당직실,	중앙수술부,	물품공급실	등으로	사용

되고	있다.	

외관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대구지역	향토사와	의료사	및	건축사적	가

치를	인정받아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한 병원

1949년 동산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신관 봉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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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공의	숙소로	이용되는	이	건물은	6·25한국전쟁	직후	영양이	결핍된	

전쟁고아와	소아시설의	어린이들을	무료로	입원	치료하던	소아병동(Children’s	

Hospital)이었다.	

6·25한국전쟁	이후	고아가	급증하자	선명회(World	Vision)	회장	피어스	목사

(Rev.	Robert	W.	Pierce)가	전쟁고아들을	위해	동산기독병원에	5만	달러를	희

사했다.	당시	이	기부금과	함께	한국재건원조처(UNKRA)와	대한미군원조처

(AFAK)의	지원을	받아	1953년	10월에	소아병동을	준공하였다.	

소아병동은	입원실	남쪽에	위치한	붉은	벽돌	3층	건물로	연면적	1,011㎡(306

평),	60병상의	입원실을	구비했다.	전쟁고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60년에

는	80병상까지	입원실을	늘렸으며,	부엌을	개량하고	오락시설	등을	개선하였

다.	소아병동은	대부분	해외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고아원	어

린이들을	전원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당시	영국인	간호사	카운(Cown)과	그	후

임	영국인	스트랄렌(Pamela	Strallen)	간호사,	한국인	이정원(李貞媛)	간호사가	

봉사했다.	

현재	이	건물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공의	숙소와	의국(醫局,	의사	대기

실)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공의 숙소 / 옛 소아병동

한국 최초의 

어린이병원, 

고아 전액 

무료 치료

1953년 소아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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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였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야 갚습니다.”

장례식장

2012년	경기도에	사는	한	중년	부인이	동산병원에	후원금을	보내왔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	있으면서	잦은	질병으로	동산병원	소아병동에서	여러	번	치료받

았던	한	어린이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산병원이	베풀어준	따뜻한	사랑과	고

마움을	잊을	수	없어	후원금을	보낸다고	했다.	

당시	초등학교	2(혹은	3)학년이었다고	기억하는	이	모	씨(당시	53세)는	“저나	보

육원	친구들이	아플	때	동산병원에	가면	정말	이렇게	고마운	병원도	있구나	싶었

죠.	가끔	대구를	떠올리면	동산병원이	내	집처럼	느껴져서	새	병원을	짓는다는	소

식을	듣고	내	일처럼	기뻤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이	다	성장한	지금에서

야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딸의	이름으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모	씨는	자기가	적다고	생각한	금액에	대해	쑥스러워	

하면서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써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또	동산병원이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제중관	인근에	동산의료원	장례식장이	있다.	이	건물은	마포화열	선교사가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대구비행장	비행기	격납고를	얻어와	건축한	것으

로,	1963년	6월	30일	연면적	1,242㎡(376평)	규모로	신축되었다.	처음에는	창고

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지붕이	둥근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1994년	

9월에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까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향실은	1층	

2실,	2층	4실이	있다.

선명회(World Vision) 후원으로 건립한 소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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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	&	Associates가	설계하고	경일건설(주)이	시공한	외래진료동은	1954년	6

월	1일	착공하여	1955년	7월	준공되었다.	미	제5공군(반다이크	소령,	놀린	소

령)이	물자를	원조하였으며,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건축비를	지원했다.	그	당

시는	연면적	1,917.355㎡(580평),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블록	벽체로	3층의	구조

물이었다.	

외래진료동과	함께	식당,	주방,	전공의	기숙사	등을	신축하였다.	입원실도	

200병상으로	확장하였으며	전문	진료과를	모두	개설하여	종합병원으로서의	면

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최신식	설비를	갖춘	수련의	기숙사도	신축했다.	식당	

및	주방시설도	미국의	일류병원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세탁실도	새로운	설비

를	갖추어	‘일류	세탁공장’이	되었다.	그	후	외래진료동은	연면적	7,603㎡(2,300

평)	규모의	지상	10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70년	9월	개축	준공되었다.	건영

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경일건설(주)에서	시공하였다.

미화	97만	달러를	들여	신축한	이	건물은	마포화열	원장이	동분서주하여	마련

한	서독	개신교회	협의회	77만	달러와	개인모금	20만	달러를	합하여	이룩한	것

으로,	당시	외래진료동의	현대식	시설은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최우수	병원이란	

소문이	퍼져	각지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견학을	다녀갔다.	당시	준공식에는	주한	

서독대사를	비롯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등	국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일

대	성황을	이루었다.	

현재	외래진료동에는	26개의	진료과와	각종	검사실,	진료지원부서와	원무	관

련	부서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래진료동	준공과	함께	병원이	더욱	성장하면서	선교활동도	더욱	활발해졌

다.	1972년	7월	13일에는	경북	상주	청리에	의료진료소를	개설하여	주민	보건

에	이바지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복음	선교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이밖에	군	선교를	위해	몇몇	육군과	공군	교회를	지원했으며,	경찰	선교를	위

한	경목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열풍에	힘입어	태국,	일본,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전도	혹은	의료를	

외래진료동

1970년대 

전국 최우수 병원

경북 상주 

청리진료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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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산기독병원

1972년 7월 개원한 대구동산기독병원 상주 청리진료소

목적으로	하는	선교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파견하였으며,	1990년대	들면서부

터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구	소련권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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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관 / 옛 간호대학관

동산의료원 교수연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간호대학(1967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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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제중원에	크리스틴	카메론(Christine	H.	Camerone)	간호선교사가	부

임하면서	간호사업이	시작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영남지역에서	간호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

움이	따랐다.

1923년	미국	북장로교	간호선교사로	내한한	클라라	헷벅	브루언(Clara	H.	

Bruen)이	동산병원	간호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기독간호사의	양성이	시급함을	

깨닫고	1924년	5월	5일	동산병원에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했다.	그	당시	콜레

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를	선교

사가	직접	돌봐주기도	하는	등	한국	여성들에게	보건사업	계몽,	강의,	전도에	힘

썼다.

이러한	역사를	시작으로	간호고등기술학교,	간호학교,	간호전문대학으로	발

전해	오다	1989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993년	9월에는	비수도권	최

초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간호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수많은	기독간호사를	배출하였으며,	영남지역은	물론	국내외

까지	널리	알려진	훌륭한	간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클라라	헷벅	브루언	선교사는	모자	보건에도	관심이	많아	1932년에	동산기독

병원	영아부를	개설하여	1941년까지	어린이	복지사업을	펼쳤다.	이때	의사	손인

식이	이	일을	위해	힘썼고	제1회	졸업생	이영순	간호사가	동산병원	영아부에서	

우유보급,	영양,	위생교육,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로	근무하였다.	매주	진찰일을	정하고	정기적인	예방주사	접종도	시행하였다.

간호사업의 시작

동산기독병원 

영아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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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동산기독병원 내 간호부 양성소

1932년 동산기독병원 영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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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교수연구관은	2010년	2월	1일	간호대학이	성서캠퍼스로	이전하

기	전까지	간호대학	건물이었다.	

간호사와	간호과	학생	기숙사로	쓰던	선교사	사택을	6·25	직후	미군이	사용

하게	되면서	병원과	선교사	사택	중간	공터(선교사의	채소농장	터)에	미군용	천

막을	설치하여	임시	기숙사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로는	그것이	초현대식	

간호학교와	기숙사였다.	

마포화열	원장은	1964년	미국	뉴저지주의	간호대학	마리우드	교장의	주선

으로	엘람	데이비스(Elam	Davies)	목사가	시무하는	시카고	제4장로교회로	부

터	헌금	60만	달러를	기부	받아	연면적	5,562.6㎡(1,683평)의	간호대학	건물을	

1965년	착공,	1967년에	완공하였다.	특히	간호대학	건물은	병원	동쪽	산	위에	

건축된	7층	건물로	승강기와	물탱크	부분을	합하면	10층	높이의	고층	건물로서	

대구	시내의	어느	방향에서도	그	위용을	볼	수	있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는	강의실,	강당,	도서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행

정부서가	있었고	현관입구	남쪽에는	넓은	응접실까지	갖추어서	당시	서양	선진

국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최우수	간호	기숙사였으며	지하터널로	간호학교와	

병원이	연결되어	한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이	주야간에	안전하게	서로	왕래할	수	

있었다.	당시	3층까지는	학교로,	4~7층은	간호과	학생과	졸업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전교생이	기숙사에	입주하였으며	상당한	기간	선교후원금으로	등

록금과	기숙사비를	충당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	모든	공사는	하버드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자용(趙子庸)	씨	설계로	경

일건설(주)에서	시공하였는데	건물이	웅장하고	수려하여	시공회사가	한국건축

협회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	실제로	건물옥상에서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

망은	대구	최고였다.	그뿐	아니라	이	건물	최상층에	설치한	십자가와	대형	시계

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여	전	직원과	온	기독교인의	큰	기쁨과	자랑

이	되었다.	

2010년	간호대학	이전과	함께	현재	이	건물은	동산의료원	교수연구관으로	사

용되고	있다.	

간호대학 

성서캠퍼스 이전 후 

교수연구관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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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제4장로교회 

헌금으로 준공한 

간호학교와 기숙사

동산기독병원 내 간호부 양성소 수업

일리노이	주	시카고	제4장로교회는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마포화열	부부는	30년간	이	교회의	교인들이었으며	마포화열	원장은	

대학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지냈다.	

데이비스	목사의	열성적인	지도로	제4교회는	교회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새	

간호학교와	기숙사	건축을	위해	25만	달러를	헌금했다.	이	헌금은	미국장로교

회	‘50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새	간호학교와	기숙

사	건축에	이바지한	데이비스	부부의	공로를	기념하여	간호대학	1층	대기실을	

‘데이비스	부부	기념관(Davies	Lounge)’이라	이름	지었다.	

간호대학	2층	계단식	강당은	남편	에드워드	맥더못(Edward	H.	McDermott)

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을	희사한	맥더못(Lucile	B.	McDermott)	부인을	기념

하는	건물이다.	강당은	병원의	모든	직원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좌석이	충분하였

고,	필요로	하는	시민단체와	교회단체는	직접	빌려	쓸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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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경일건설(주)이	시공한	남병동은	1967년	6월	24

일	준공된	7층	입원병동으로,	연면적	5,697.12㎡(1,723평)이다.	

동산기독병원은	늘어나는	환자로	인해	입원실	증축이	불가피하였다.	그때	마

침	시카고	보험회사	사장	스톤(Clement	W.	Stone)	씨로부터	50만	달러를	기증

받았고,	그	외	마포화열	원장이	모금한	110만	달러를	추가하여	남병동을	증축하

였다.	거액을	기부한	스톤	씨를	기념하여	‘스톤기념병동’으로도	불리고	있다.	

동산기독병원은	남병동	증축으로	입원	수용	능력이	300병상으로	증가하여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칭찬을	또	한	번	받게	되었다.	남병동에는	입원환자들

이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	사용법을	몰라서	간호사들이	사용법을	일일이	설명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환자나	직원	모두가	최고의	시설에서	치료받고	

일한다는	긍지를	가졌다고	한다.	

현재	남병동은	11병동부터	61병동까지	각	층별로	위치하고	있으며,	7층은	인

턴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마포화열	원장은	직원들의	후생을	중히	여겼다.	신축한	남병동	1층	전체를	

넓은	미국식	카페테리아(cafeteria)	식당으로	만들어	직원과	간호과	학생	전원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식당과	간호학교	중간	위치에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길이	40m,	폭	12m의	실내

수영장과	3레인의	볼링장을	만들었다.	간호학교	건물입구	계단	북쪽이	되는	식

당	옥상에는	시멘트	바닥	테니스	코트	한	개를,	또	주차장	남쪽	끝에	크레이	바

닥	테니스	코트	두	개를,	그리고	남쪽	사택지구	안에는	시멘트	바닥	테니스	코트	

한	개를	각각	만들어서	직원들의	후생,	복지,	오락과	체력단련에	큰	증진을	이루

도록	했다.	이는	한국의	다른	병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설로서	한

국병원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시설이었다.	

남병동

한국 최고(最高)의 

입원병동

병원 역사에 길이 남을 

직원 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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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스톤기념병동인 남병동 신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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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기독병원 전경(19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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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기독병원 전경(197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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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화열	원장은	남병동과	간호학교를	준공한	후	가장	필요한	사업이	과장들에

게	편리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직원	복지사업의	이름으로	1967

년부터	3년에	걸쳐	남쪽	끝	사택단지	안에	연면적	1801.66㎡(545평)의	양옥주택	5동	

9세대용을	건축하였으며	또	간호학교	남쪽에	연면적	793.392㎡(240평)의	양옥사택	

4동을	건축하여	13명의	과장	및	간호직원에게	제공하여	사기를	높였다.	그러나	이	

중	간호학교	남쪽	4동은	1998년	2월에	완공된	현	주차장	건설	시에	모두	철거되었

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옥사택	7동을	구입하였는데,	과장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병원의	고정자산을	증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

재	남아있는	사택들은	전공의	공부방이나	수송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된	사택	225호와	226호는	개축을	거쳐	1997년	5월에	‘동산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했다.	동산어린이집	개원은	교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따른	어려

움을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증진	및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동산어린이집

은	생후	13개월부터	60개월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실내에는	보육실,	수면

실,	취사장	및	식당,	사무실	등	안전한	공간을	완비하였다.	

1969년	7월	25일	준공된	사택	312호는	국내외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

되고	있다.	해외	의료진이	동산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배우기	원하여	연수차	병원

을	찾을	때나	해외	의료관광객이	진료기간	동안	머무는	숙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마포화열	원장은	남쪽	끝	사택	단지와	동산병원	사이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발한	착상으로	이른바	구름다리를	건설했다.	길이	145m,	폭	4.6m의	콘크리트	다

리가	1979년	9월	30일	준공됨으로써	사택단지와	동산병원이	한	구내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산의료원 사택

사택 신축 및 구입, 

동산어린이집과 

게스트 하우스

구름다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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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건물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서병동은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

가	설계하고	삼아건설(주)이	시공하여	1972년	7월	28일	준공되었다.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항상	만원	상태인	입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성된	

서병동은	건물	6층,	옥상	3층,	연면적	7,305.505㎡(2,360평)에	공사비	4억	1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남병동과	외래진료동을	연결한다.	이로써	입원병상이	400

병상으로	늘었고,	예배실,	행정부,	강의실,	회의실	및	도서실이	보완되었으며	동

산병원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였다.	

서병동은	해외모금을	통해	신축되었는데,	여러	기부자	가운데	특히	맥고우

(Foster	G.	McGaw)	씨의	공헌이	컸다.	맥고우	씨는	서병동	건축	당시	교회를	통

한	모금에서	인연을	맺게	되어	가장	많은	금액을	기증하였다.	동산의료원은	맥

고우	씨의	의료선교사업을	기리기	위하여	서병동을	‘맥고우	기념관’이라	명명하

고,	서병동	1층	복도에	맥고우	씨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다.	

현재	서병동은	응급의료센터,	국제의료센터,	PET센터,	초음파검사실,	수술

실,	입원병동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산의료원은	개원	100주년을	맞은	1999년	의료원	시설과	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을	단행했다.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모든	환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을	느끼고	쾌유할	수	있도록	공간	대창조를	한	것이다.	이때	21세기	글로벌	병

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병동	3층에	국제회의장을	마련하고	1948년부터	45년

간	병원장으로서	동산의료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포화열	선교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이	국제회의장을	마펫홀이라	명명했다.	마펫홀	입구에는	동산의

료원을	위해	헌신,	봉사한	28명의	선교사,	봉사자	명단이	새겨진	현판이	부착돼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동산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봉사한	

선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다.

서병동

동산의료원 건물의 

중심부 역할

마펫홀(Maffet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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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단지와 병원을 연결해 주는 이른바 구름다리(1979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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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	법인의	통합이	이루어져	

계명대학교는	1978년	10월	8일	이공대학에	의예과를	신설하고,	1980년	10월	2

일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80년	10월	19일	재단법인	대구	동산기

독병원	유지재단이	해산되고	동산기독병원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

병원이	되었다.	

1981년	2월	2일,	동산기독병원	정문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이란	새	간판이	걸렸다.	그리고	같은	날	병원	강당에서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	마포화열,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박사,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개원	및	원장	서영욱	박사	취임식’

을	가졌다.	

	

동산캠퍼스	의과대학관은	대아건축사연구소가	설계하고	경일건설(주)이	시

공하여	1982년	7월	15일	완공되었고,	그	해	9월	1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으

로	발족한	후	2009년까지	의과대학	교사로	사용되었다.	의과대학	교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현대식	건물로,	연면적은	13,283.16

㎡(4,018평)이다.

신축	당시	지하	2층에	해부학실습실과	보일러실,	지하	1층에	1학년	강의실과	

시청각실,	휴게실,	동아리방,	식당	등이	있었으며	지상	1층에는	강의실과	행정

부,	그	위층에는	각	기초의학교실과	실습실,	교수연구실,	강당,	의학도서관,	동

물실험실	등이	있었다.	1984년	3월	13일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지상	8층	건물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1979년	첫	의예과생들이	입학하여	2년의	과정을	마친	뒤	1981

년	의학과	본과에	진급,	수업을	해야	하는데	당시	신축중인	동산캠퍼스	의과대

학	건물의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간호대학	1층과	지하층을	1년	반	동안	사용하

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0년대에는	신설	의과대학으로	특히	해부

학교실	실습을	위한	시신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의과대	담당자가	전국의	큰	

병원을	찾아다니며	많은	고생	끝에	시신을	구하여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의과대생들도	남달리	열심히	하여	계명대	의

계명대학교와 

동산기독병원의 병합

1982년 준공된 

의과대학관

별관 / 옛 의과대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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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 이전

과대학은	1980년대	매년	의사국가고시에서	연달아	100%	합격률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때	이후	동산캠퍼스	의과대학관	앞에는	해부학교실	시신	기증자에	대

한	위령비가	건립돼	있고	매년	의과대생들이	합동추모식으로	조사와	헌화를	하

고	있다.

2010년	2월	1일	성서캠퍼스로	의과대학이	이전하면서,	이	건물은	‘별관’이라	

이름하였다.	현재	동산의료원	행정사무실,	대강당,	교직원식당,	연구소,	세미나

실,	회의실,	임상수기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성서캠퍼스에서	봉사와	사랑의	기독교	정신에	투철

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사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교육목표로	설립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향해	치유의	빛을	발하는	좋은	의

사와	최고의	의용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중심	교육	및	학생주도	자율학

습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인문학	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건전한	가

치관을	가진	전인적인	의료지식인	배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첨단강의

실,	디지털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기반	시험	실습실,	첨단	임상수기센터,	

e-learning	시스템	등	완벽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의과대학, 

성서캠퍼스에서 

봉사와 사랑의 

기독 의사상 구현

 1982년 준공한 동산캠퍼스의 옛 의과대학(지금의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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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풍국건설(주)이	시공하여	1987년	8월에	준

공한	동관은	총	공사비	23억여	원을	들인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

면적이	5,359㎡(1,621평)이다.

건축	당시	1층	암치료센터,	2층	방사선	필름보관실,	3층	신장센터,	통증치

료실,	서3병동,	4층	중앙수술부,	5층	중환자실이	배치되었다.	동병동	준공

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암환자와	신부전증	환자	그리고	난치성	통증환자	등

의	치료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	모빌렉(이동식	서가)을	이용

한	방사선	필름	보관시스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중앙수술부,	우수한	의료	

인력을	투입한	중앙집중치료부의	완성	등은	웅비하는	동산병원의	새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이후	동산의료원은	진료실,	병동,	부대시설	확장을	위하여	1991년	1월	5일	

동병동	증축	공사(6층~10층)를	시작했으며,	1991년	12월	31일에	완공하였

다.	이	공사의	총	공사비는	26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로써	동병동의	

연면적도	10,548.986㎡(3,191평)가	되었다.

동산기독병원은	1960년	4월에	칠성동	제일모직	대구공장	남쪽에	있는	연

면적	6,226.61㎡(1,882평)의	천우직물	공장에	5만	달러를	투자하여	매월	수

익을	보던	중	1973년	9월에	이를	완전히	동산기독병원	소유로	만들었다.	

1991년	12월	이	회사를	36억	원에	매도하여	당시	준공한	동관	건축비용에	

충당하게	되었다.

동병동

암, 신장, 통증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

대구 칠성동 

천우직물을 매각하여 

동병동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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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목장구입, 

신명학교 

부지 확보의 꿈 무산

1957년	7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57,038㎡(17,254평)의	농지와	우유목장

을	1만	달러에	구입하여	부근	농민에게	임대하고	매년	상당액의	수익을	보

았다.	이	농토와	목장이	도시계획으로	주택용지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66억	

원이나	되어	의료원의	큰	재산이	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노조가	한

창	노동운동을	전개할	당시	학교법인에서는	수성구	지산동	소재	이	부지를	

동산캠퍼스	동편	7,000여	평의	신명학교	부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

다.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는	그	날에	전국	최고의	강성	보건의료노조였던	동

산병원	노동조합장이	법인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프린스호텔	현장에	

나타나	할복을	시도하는	등	극렬	반대를	하여	김상렬	법인	이사장이	부지교

환을	하지	않기로	번복을	함으로써	동산병원의	신명학교	부지확보의	꿈은	1

차로	무산되었다.	그	뒤	재추진하였으나	병원	측의	반대로	끝내	부지교환	문

제는	무산되었다.	만약	이	부지교환이	성사되었더라면	현재	동산캠퍼스의	

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짐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적	가치	또한	엄청나게	높

아졌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들	부지의	교환을	전제로	하여	학교부지

로	묶여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대구시	교육청에	팔	수	밖에	없었던	수성구	

지산동	부지의	재산적	가치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명고등학교도	부지교환이	성사되었더라면	최고의	학군으

로	평가받는	수성구로	옮겨	새로운	신축교사에서	학생모집을	할	수	있어	현

재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학교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나	학교법인	신명학교	모두가	참	좋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몹시	후회하는	입장이	되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목장	부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매입하여	현

재	수성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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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이	오랜	기간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계획해	온	결과,	(주)삼원종

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주)신성종합건설이	1995년	8월	1일	착공하여	

1996년	4월	3일	준공하였다.	연면적	3,482.59㎡(1,054평)의	건강증진센터는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59억	9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건축	당시	1층은	MRI	2호기,	영상의학과	교수연구실,	행정사무실	및	탈의장

으로,	2층은	교직원식당,	보호자식당,	회의실로,	3층은	건강증진센터,	산업근

로자검진센터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층의	교직원식당과	보호자식당은	2010

년	별관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암센터와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자리하고	있

으며,	3층에	있던	산업근로자검진센터도	계명관으로	옮기고	건강증진센터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1996년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과	첨단	의료시

설을	꾸준히	확충하며	지역민의	건강주치의로	발전하였다.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

형	검진프로그램으로	고객만족을	높이고	있다.	

2013년	3월부터는	해외	의료관광객을	겨냥한	글로벌센터로	새롭게	태어났

다.	내부	환경의	리모델링으로	고급화와	편리함을	추구했고,	대구	대학병원	

최초로	오후	검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VIP를	위한	프리미엄	검진	프로

그램을	더욱	알차게	구성한데	이어	중국현지	업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신

설했다.	또한	외국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성장	발달검사를	별도로	실시해	2013

년	8월	16일	중국	상해지역	어린이의	첫	검진을	시작했다.

건강증진센터

의료원 숙원사업, 

1996년 3층 규모로 

건립   

지역민의 건강주치의, 

글로벌센터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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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738.56㎡(223평)의	후생관은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아건설(주)이	1998년	9월	15일	착공하여	그	해	12월	10일	완공되었다.	

이	건물의	완공으로	기존	세	곳으로	분산	보관하던	의무기록용	차트	보관	서

고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무기록	관리	및	환자진료	대기시

간	단축에	기여하게	되었다.	동산병원	최초의	의무기록실은	1958년	6월	2일	개

설하였는데,	의무기록사인	체리가	선교사로	온	뒤	관계직원들을	훈련시켜	미국

식으로	개설한,	당시로는	한국	최초의	의무기록실이었다.	

후생관은	외래진료동	맞은편에	독립된	3층	건물로	위치하며	철골조	구조로	

총	공사비	약	5억여	원이	소요되었다.	건축	당시	1층은	대구은행,	우체국,	대기

실,	의무기록과	일부로	사용되었고,	2,	3층은	의무기록과	사무실	및	창고전용으

로	활용되었다.	특히	환자	및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은행과	우체국을	

한	곳에	둠으로써	동선을	단축시키고	복지후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에	은행이	있던	자리는	응급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	우체국과	서문	경

비실은	헐고	전체	조경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원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2011년	후생관은	교직원과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거듭났다.	1층에는	금융

기관(대구은행과	우체국),	2,	3층은	식당,	커피전문점,	안경점,	의료기	상사	등이	

입주하고	있다.

3월	22일	후생관	개소식에는	의료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환우와	가족

들이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식사하고	휴식하며,	물품구매도	쉽게	할	수	있는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후생,	편의공간으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후생관

의무기록 관리의 통합

후생, 

편의공간으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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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유명한	사과의	고장으로	만든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가	의료선교박물

관	입구에서	자라고	있다.	

대구의	사과는	제중원(동산병원)	초대	원장이었던	장인차	선교사가	1900년	

미국에서	가져와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산언덕을	구입하여	사택을	지은	안

의와,	장인차,	부해리	선교사들의	주택부지에는	각각	600평에서	900평의	밭이	

붙어	있었다.	세	선교사는	이	밭에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화초,	채소,	과일나무	

등을	심을	수	있었다.

사과나무는	장인차	원장이	제중원을	동산언덕에	신축하면서	선교사	주택	뒤

뜰에	3개	품종	(미주리,	스미스사이다,	레드베아밍)	72그루의	사과나무를	미국

에서	주문하여	묘목을	심었는데	이	나무가	대구	서양	사과나무의	효시다.

물론	그	전에도	한반도에	토종	산능금이	있었지만	크기가	작고	떫고	신맛	때

문에	과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미국산	사과나무	가지를	토종	산

능금나무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과나무가	대구를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

작했고	이것이	대구가	사과의	도시로	등장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대구	선교부에	임명된	장인차	원장은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띠어	연교차와	일교차가	크고	지질이	사질토이며	일조량이	풍부하여	색

깔과	맛이	좋은	사과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	경상도	주민에게도	미국산	과일나무를	보급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	증거는	1899년	10월	서울	선교사	연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도중	제물포

에	들른	장인차	원장이	미국	미주리	주에	있는	어느	육묘장에	과일나무를	주문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다.	“장인차가	약간의	과일나무를	미주리	주에	주문하

려고	한다.(Dr.	Johnson	is	going	to	send	to	Missouri	for	some	fruit	trees)"는	내

용이	클라라	헷벅	브루언	선교사의	「40YEARS	IN	KOREA」(USA,	1992)에	기록

돼	있다.

이후에	사과나무는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척박한	땅과	냉해에서도	잘	견딘

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마땅한	농작물이	없어	거의	황무지로	방치되었던	금호강	

강변이나	동촌하천변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재배를	하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

장인차 원장이 주문한 

미국의 사과나무

대구의 상징이자 

주요 경제작물이 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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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대구광역시 보호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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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대구광역시 보호수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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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자	해가	거듭	될수록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희망자가	늘

어	장인차	원장이	묘목을	처음	심은	지	반세기만인	1960년대에는	대구	사과	재

배	면적이	전국의	73%,	생산량은	전국의	83%에	달했다.

저장성이	강한	과일이	별로	없어	제철과일	밖에	못	먹었던	시절에	사과는	전

국으로	팔려나가	한때는	대구하면	사과를	떠올릴	정도로	대구의	상징이	되었고	

중요한	경제작물이	되었다.

그동안	남산동	사택(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636-6번지)에서	성장해왔던	이	

나무는	장인차	원장이	심은	72그루	사과나무의	2세목으로,	개원	100주년(1999)

을	앞둔	지난	1998년	2월	의료선교박물관	앞뜰에	옮겨	심겨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령	약	85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사과나무는	둘레	0.9m,	높이	7m	정도로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게	한	서양	사과나무의	후손목(2세목)이

다.	지상	2m	정도에서	가지가	벌어져	있으며,	열매의	크기는	꽃	사과나무	정도

로	굵지가	않다.	줄기	부분이	부패되어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삼각	지지대

를	설치하여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	2000년	10월	19일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

정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31일에는	이	사과나무의	옆에	3세목을	세	그루	식수하였다.	

이	3세목은	2007년	봄에	2세목의	가지를	잘라	다른	사과나무에	접붙이를	해	대

구수목원	방촌묘포장에서	키워	높이	1.2~2.3m의	묘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어

미나무	옆에	심은	것이다.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정

사과나무 100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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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정원 / Garden of Mercy, 선교사 묘지

은혜정원은	대구·경북에	기독교를	전하러	왔다가	순교한	선교사들과	그들

의	자녀가	묻혀	있는	곳이다.	은혜정원은	처음에는	현재	동산의료원	중문	입구

(대구제이교회	담	밖	북편	비탈)에	있었으나,	1997년	8월	자주식	주차장	건립공

사와	함께	의료선교박물관	앞으로	묘지를	이장하였다.	

은혜정원에는	순교한	열여섯	분의	아름다운	영혼이	잠들어	있고,	14개의	묘

비가	세워져	있다.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은	선교사의	갓난아기도	있다.	장로교	선교사뿐	아니라	침례교,	구

세군	등의	선교사도	있다.	

동산의료원의	은혜정원은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같은	순교성지로서	

대구·경북	지방	기독교	선교관광(Mission	Tour)에	빠뜨릴	수	없는	명소이다.	

대구,	경북	기독교	선교의	발자취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곳을	다녀간

다.	은혜정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만한	근대화와	복음화의	선구자

들이	잠들어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선교사 묘지, 

대구·경북 

선교관광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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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지금의 장소로 이장한 동산캠퍼스 은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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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정원	제일	뒤쪽	중앙에는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She	is	not	dead	but	sleepth)’라고	새긴,	초기	개신교인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넬

리	딕의	묘비가	있다.	

넬리	딕	아담스는	대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안의와의	아내이다.	그녀

는	1897년	11월	1일	장남	안두화(Rev.	Dr.	Edward	Adams,	1895~1965)를	데리

고	남편을	따라	선교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남문안예배당(제일교회	전신)의	유

년	주일학교를	창립하였고,	부인주일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전도부인을	보조

하는	등	몸을	아끼지	않고	선교활동을	펴는	열성을	보였다.	그녀는	넷째	아이의	

유산	후	산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09년	10월	31일	43세의	일기로	소천하

였으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사망한	부인	순교자가	되었다.	

	

스웨덴	출생	구세군	선교사	고월라는	1911년	12월	24일에	여성	사관(목사)	

부위로	한국	구세군	초대	선교사인	허가두(Robert	C.	Hoggard)	사령관과	함께	

선교사로	내한하여	1년	5개월	동안	한국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예수를	위

한	고난을	감수할	것과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자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원

한다”며	경북	원당	영문	담임사관을	자청하였다.	

경북	의성에서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고월라	선교사는	대구	동산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던	중	1913년	5월	23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곳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후	구세군	새천년	대회를	기념하여	구세군	대한	본영

의	요청에	의해	2000년	9월	27일	서울	양화진	묘소로	이장되었다.	

사우대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	부르트	카운티	내	티케마(Tekamah)에서	태어

났다.	1907년	10월	16일	부부	선교사로	내한하여	대구	선교지부에	배치	받고	안

동	선교지부	개설을	자원하여	갔다가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1909년	11월	16일	

28세	신혼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였다.	그의	묘비에는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

라(I’m	going	to	love	them)"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죽어서도	한국

인을	사랑하고	있을	사우대	목사의	위대한	사랑을	전해준다.	

은혜정원에 잠든 

선교사들과 그 가족

넬리 딕 아담스

Nellie	Dick	Adams	

1866~1909

고월라

Magda	Elizabeth	

Kohler

1887~1913

사우대

Chase	Crawford	

Sawtell

188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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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캠퍼스 은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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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로버트	헨더슨은	동산병원	의사였던	존	해밀톤	도슨(John	Hamilton	

Dawson)	박사의	도움으로	1964년	6월	2일	출생하였지만	몇	시간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	아마도	심장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그의	어머니	애나	로이스	로버

슨	선교사는	회고했다.	이름	조엘(Joel)은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이름

이다.	그의	이름	로버트(Robert)는	어머니	로버슨(Robertson)에서	따왔다.	

조엘	로버트	헨더슨의	아버지	윌리	가이	헨더슨(Willie	Guy	Henderson)	선

교사는	부인	애나	로이스	로버슨과	함께	1958년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로	내한

하여	1971년까지	약	13년간	사역했다.	

현거선	선교사(Harold	H.	Henderson,	玄居善)의	장남인	헤롤드	H.	헨더슨	주

니어는	1920년	6월	5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지만,	1921년	9월	17일로	단명했다.	

헨더슨	버디의	아버지	현거선	선교사는	1918년에	내한하여	1941년까지	23

년간	대구	계성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지도자	세우기에	힘썼으며,	남동

생	로이드	헨더슨과	여동생	로이스	헨더슨까지	그의	모든	형제자매가	조선	선

교사가	되어	‘온	가정이	내한	선교사’라는	영예까지	안았다.

루스	번스턴은	1917년	구세군	대구지방관	변세돈(Brigador	Arnold	

Bernsten)의	딸로	스웨덴	사람이다.	그녀는	1918년	10월	7일	출생하여	1919년	

1월	28일	사망했다.	변세돈은	6·25	한국전쟁	후	중립국	감시위원단	스웨덴	대

표로	내한한	바	있다.		

헬렌	맥기	윈은	1913년	11월	10일	출생하여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	그녀는	

북장로교	선교사	인노절(Roger	E.	Winn)	부부의	갓난아기이다.	인노절은	안

동에서	경안노회	창설,	안동성경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을	역임했다.	

바바라	챔니스는	1927년	3월	3일	태어나	1927년	6월	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정원에	안장되었다.	차미수	선교사	부부는	딸의	묘비에	이름과	사망	

연도를	새겼으며,	그들이	추방되던	1941년까지	14년간	묘지를	자주	찾았다.

차미수	선교사는	1925년	내한하여	미국	북장로교	대구	선교부	소속으로	활

조엘 로버트 헨더슨

Joel	Robert	Henderson

1964	

헨더슨 버디

Henderson	Buddy

1920~1921

루스 번스턴

Ruth	Bernsten

1918~1919

헬렌 맥기 윈

Helen	McGee	Winn

1913	

바바라 챔니스

Barbara	F.	Chamness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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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다가	일본의	강제	출국에	의해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16년간	사

역했다.	그는	애락원에서	농사와	축산을	지도했으며	부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살았던	주택은	1989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존	해밀톤	도슨은	1963년부터	3년간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

여	동산병원	일반외과	의사로	사역했다.	그는	1963년	6월	머서	아일랜드	언

약교회의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언약교회(Evangelical	Covenant	Church	of	

America)’로부터	의료선교사로	임명받았으며,	동산병원에서	2,500건	이상의	

수술을	주도하거나	감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20

년간	외과교수로	재직하다가	2007년	2월	7일	워싱턴	주	시애틀	인근	머서	아

일랜드(Mercer	Island)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도슨은	죽음	직전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의료선교	봉사기간이	자신의	인

생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었다’,	‘한국인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동산병원	은혜

정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다.	2008년	11월	11일	도슨	가족과	동산병원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묘비를	제막했다.	

부해리	목사의	아내이다.	그녀는	1902년	5월	10일	대구에	내한하여	남문안

예배당(제일교회의	전신)	구내	초가에	신명여자소학교를	설립하였고,	1907년	

동산	위에	있던	부인용	사랑채에	신명학교를	설립하여	대구	여성교육의	선구

자가	되었다.	그녀는	남문안	예배당	부인주일학교	교사와	농촌교회	여전도회	

조직,	부인	사경회를	인도했으며	1930년	10월	20일	55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2007년	10월	22일에는	두	명의	묘비가	이장되었다.	신명학교를	설립한	부마

태의	두	딸이다.	어머니의	묘비	옆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으로	2007년	신명학

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때	이들의	가족이	유품을	가져와	신명학교	관계자들

과	함께	묘비제막식을	가졌다.	

존 해밀톤 도슨

John	Hamilton	Dawson

1926~2007

부마태

Martha	Scott	Bruen

1875~1930

안나 브루언 클레러코퍼

Anna	Bruen	Klerekoper

1905~2004		

해리엇 브루언 데이비스

Harriette	Bruen	Davis

19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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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화열

Howard	Fergus	Moffett

1917~2013

마가렛 델 마펫

Margaret	Delle	Moffett

1915~2010

성마리다는	18년간	미국	북장로교	대구	선교부에서	여자	독신	선교사로	사역

하였으며,	대구와	경북의	부인과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였다.	

그녀는	1911년	12월	11일에	내한하였으며,	대구	선교지부에	부임하여	대구여

자성경학교	교사	및	교장을	역임하였고,	농촌교회	부인	사경회	인도	및	교회	여

전도회	조직에	정력을	쏟다	과로로	1929년	4월	3일	49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그녀가	살았던	주택은	1989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동산

의료원	선교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다.

손요한	선교사는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Dartmouth	대학병

원에서	외과	전문의과정을	수료한	후	1960년	한국에	와서	이듬해부터	대구	동

산병원	외과와	애락원에서	사역하였다.	마포화열	원장의	안식년동안	병원장	서

리를	맡기도	하였다.	1969년부터	거제지역사회개발보건원	원장으로서	1977년

까지	거제도에서	사역하여	한국	지역사회보건의료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태국

에서	Ban	Vinai	피난민	캠프의	원장으로,	네팔	United	Mission병원의	부원장	및	

Jumia	Nephal	대학교수로	사역하였으며,	미국	Dartmouth	의대의	지역사회	보

건학	교수	겸	DHMC의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72세의	노령으로	온두라

스	허리케인	피해	현장에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일생동안	선교와	봉사

의	삶을	이어온	손요한	선교사는	2012년	6월	24일	향년	86세로	소천하였다.

마포화열은	한국의	초대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et,	1864~1939)의	

4남으로,	1948년	한국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	후	45년간	동산병원장,	학

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협동의료원장을	역임하

면서	해외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불과	60병상이던	동산병원을	1천여	병상

의	대형	의료원으로	발전시켰다.	또	간호대학	설립,	한국	최초	병리기술학교와	

무료	소아병원	설립,	전국	농어촌에	120여	개의	교회	설립,	800여	회의	국내외	

의료선교봉사활동을	펼치며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였다.	1980년에는	동산

병원과	계명대학교를	병합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우수한	의학	교육기관으

로	발전시켰다.	마펫은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과	믿음의	길을	마치고,	

2013년	6월	2일	향년	96세를	일기로	소천하였다.	

손요한

John	Rawson	Sibly

1926~2012

성마리다

Martha	Switzer

188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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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펫	여사는	사무,	건축,	조경	등에	대한	탁월한	지식으로,	동산의료원	소식지	

발간,	해외모금편지,	어려운	학생과	환우	돕기	등	뛰어난	비서업무를	수행하며	

마펫	선교사를	훌륭하게	내조하다	2010년	1월	20일	향년	94세로	소천하였다.

마포화열	선교사	부부의	유해는	2013년	9월	25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은

혜정원에	안장되었다.

동산캠퍼스 은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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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과	교육·역사박물관	사이에는	한국인의	애창가곡	

‘동무생각’에	나오는	‘청라언덕’이	있다.	청라언덕은	한자로	푸를	청(靑),	담쟁이	

라(羅)	‘푸른	담쟁이넝쿨’이	휘감겨	있는	언덕이란	뜻이다.	

담쟁이는	담장이나	벽돌집을	잘	타고	올라가	벽에	견고히	부착하여	온	사면

을	푸르게	한다.	청라언덕이	최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평양에

까지	파급,	부상하게	된	것은	서양음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박태준	선생을	재조

명하면서	그의	초기	작품인	‘동무생각’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가사내용의	배

경이	청라언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문화원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2009년	이곳을	청라언덕으로	

확인하고	청라언덕에	대한	비석과	‘동무생각’	노래비를	세웠다.	6월	17일	오후	5

시	동산의료원	관계자와	중구문화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대구가	고향인	작곡가	박태준(朴泰俊,	1901~1986)이	곡을	짓고	노산	이은상

이	노랫말을	붙인	가곡이	‘동무생각(思友)’이다.

작곡가	박태준은	계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제일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

다가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1~1923년	마산의	창신학교에서	음악교사로	

활동했다.	이때	시조	시인	노산	이은상은	같은	학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

었는데	두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다.	

‘동무생각’은	박태준이	계성학교	재학시절	인근	신명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

을	짝사랑했는데	훗날	이	풋풋했던	첫사랑을	모티브로	이은상이	글을	쓰고,	박

태준이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다고	한다.	박태준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마

치	백합과도	같이	흰	피부를	지닌	소녀였기	때문에	가사에	등장하는	백합화는	

바로	그	여학생을	두고	한	말이다.	모두	4절로	되어있는데	1절은	봄을	노래한	

청라언덕의	이야기이고,	2절은	노산이	사는	마산의	가포해변을	배경으로	해서	

여름을	노래했으며,	3절은	다시	가을을	노래한	이곳	동산의	이야기이고,	4절은	

겨울의	노래로	고궁	대구읍성에	눈	내리는	밤의	정취를	노래하였다.	

특히	3절에는	“서리바람	부는	낙엽동산	속,	꽃	진	연당에서	금어	뛸	적에”란	

청라언덕

푸른 담쟁이넝쿨이 

휘감겨 있는 언덕

박태준과 ‘동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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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몽마르트

구절이	있다.	동산의	연당은	1903년	동산병원을	건립하였을	즈음에	1923년까

지	지금의	서문시장	자리에	있었던	선황당못에서	물을	끌어다	동산병원에	작은	

연당	못을	만들고	풍차를	돌려	사택과	병원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으로	삼았는

데,	그	때의	작은	연못과	정원을	말한다.	현재	동산병원	내의	고가	차도와	대형

주차장의	중간쯤에	위치한	자리이다.	이	노래가	만들어	질	무렵까지	있었던	이	

연못은	서문시장이	확장	건립되면서	큰	연못(선황당못)이	메워지던	1923년에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은	순교자의	언덕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몽마르트는	

위치상으로	높은	언덕에	자리	잡아	있고,	예술가의	광장이라	불리는	광장이	나

오며,	계단이	많아	동네	구석구석	다니기가	재미있다.	입구에는	성	코니르	성당

이	웅장하게	서	있다.	

청라언덕도	마찬가지로	몽마르트	언덕과	비슷하다	하여	‘대구의	몽마르트’라	

부르기도	하였다.	청라언덕	주변에는	역사적인	계산성당,	대구제일교회,	신명

학교,	서문시장	등이	남아있고,	옛	동산입구였던	계단	90개를	올라가면	담벼락	

청라를	볼	수	있다.	대구	3·1운동길	좌우에는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

의료원	박물관	세	채가	나란히	서	있고,	언덕	중앙에는	선교사들의	순교자	무덤

인	‘은혜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듯	청라언덕은	한	예술가의	꿈과	추억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우리	고장의	자긍심이다.	

대구 중구문화원과 대구지역 문인들이 박태준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9년 청라언덕에 ‘동무생각’ 노래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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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초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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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동산병원의	전신은	경주기독병원이다.	1960년	6월	26일	미국	메릴랜드	

컴버랜드교회(Maryland	주,	Cumberland	교회)	제1장로교에서	파송된	레이몬

드	프로보스트(Raymond	Provost)	목사	부부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시내	서부

동에	병원	설립을	발기하였고,	1962년	10월	10일	총	공사비	225,000달러를	모

금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병원을	건축하였다.	경동노회는	대지	4,495.888㎡

(1,360평)을	희사하였고,	대구	동산기독병원이	제공한	의료장비와	의료진의	도

움으로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탄생되어	1965년	4월	6일	개원예배를	드렸다.	

지하층은	기계실로,	1층은	외래진료실,	2층은	입원실로	사용하였다.	1967년	

10월	5일	3층으로	증축하여	병실수가	늘어났으며,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와	보

건향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선교사들의	노력과	마포화열	원장

의	도움으로	매년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아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경

영상의	어려움으로	1988년	9월	휴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1989년	11월	계명대학교의	설립이념과	목적을	유

지하면서	동산의료원의	부속병원으로	수용,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경

주지원으로부터	경주기독병원을	경매	인수함으로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경주동산병원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경주동산병원

본관

경주기독병원 인수, 

경주동산병원으로 탄생 

1962년 개원한 옛 경주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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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2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개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100만	달러	상당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10개	진료

과목에	78병상,	100여	명의	교직원을	구성하여	1991년	3월	15일	개원하였다.	이

로써	경주지역에	그리스도	복음을	토대로	한	의료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

다.	이후	20년간	사용한	본관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2010년	2월	공사비	5억	4천	

8백만	원으로	또	한	번	더	개보수	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관은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에	2,838.54㎡(860.2평)의	면적으로,	지

하	1층,	지상	3층,	31병실에	103병상의	규모이다.

이	건물은	2010년	개보수	당시	전교직원들이	합심하여	낮에는	진료에	임하

고,	밤에는	개보수공사에	직접	참여해	공사를	완료시킨	의미	있는	건물이다.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

세대	병원을	건립하고자	1993년	12월	선도산	기슭인	경주시	충효동	137의	1번

지	일대에	1만	1000평의	병원	이전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다.	

선도산은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변을	사적지로	지정해	보호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유재산과	시	발전을	침해한다는	지역주민과	경주시의회

의	반대가	심각한	대립을	보여	왔던	곳이다.	계명기독학원은	1997년	선도산	일

대에	새	병원	건립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던	중	신라시대	고분	5기가	발견되자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	신청을	했다.	당시	문화재	관리국은	‘선도산과	그	주변	역

사유적	환경보존’을	이유로	계명기독학원이	낸	‘병원신축을	위한	발굴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은	문화재	관리국을	상대로	‘경주	선도산	발굴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04년	11월	6일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선도산	일대	유적	발굴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매

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정한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	터를	

발굴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	및	멸실	될	수	

있다”며	“원고가	공사를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	손해에	비해	유적보존으로	달성

하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동산병원의	충효동	이전	

건립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2010년 개보수공사에 

전 교직원이 참여

경주 충효동 신축부지

문화재 출토로 

새 병원 건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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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준공한 현재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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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동산병원은	20년간	좁고	낡은	공간에서	운영하던	장례식장을	총	공사비	

23억	1천	3백만	원을	들여	건축사사무소	길인의	설계와	(주)태백종합건설의	시

공으로	2011년	7월	새로	준공하여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신관은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분향실	5실,	식당,	안치실,	사무실	등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644.21㎡(801.3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이다.

장례식장은	경주시내	최고의	시설이며,	경주시내	최대	평수의	분향실을	보유

하고	있어	대가족의	집안에서	크게	선호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기독병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위하여	구	장례식장과	관리동을	개보수하여	

격리외래동	및	요양병원을	2012년	6월	개원하였다.	경주동산요양병원은	본	병

원과	연계하여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격리외래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연면적	255.60㎡(77.5평),	지상	1층이며,	

요양병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연면적	703.52㎡(213.2평),	지상	3층으로	6실	

4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차	증가되는	건강검진을	본관에	위치한	검진실로는	감당하기	부족하여,	

2009년	6월	본관	옆	가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1층은	건강검진센터,	2층

은	행정부서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	구조로	

379.92㎡(115.1평)	면적에	지상	2층	건물이다.		

건강검진센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경주시내	기업

체,	단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관

격리외래동과 요양병원  

건강검진센터와 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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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창립 1899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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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대명캠퍼스 본관 전경(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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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본관

준공 당시(1955년)의 대명캠퍼스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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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최초의 건축물

미국 기독교 대학들의 

건축양식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최초로	지어진	건물인	대명

캠퍼스	본관은	1955년	2월	8일	기공하여	대학	설립자인	안두화	박사가	5월	5일	

초석을	놓고	그	해	12월	5일	연면적	3,398㎡(1,028평),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준

공,	봉헌하였다.

이	본관은	계명기독대학	초대	학장이었던	감부열	박사가	대외활동으로	대한

미군원조처의	맥고우(E.	Z.	McGaw)	장군으로부터	목재,	시멘트,	벽돌,	기와,	유

리	등	건축자재(6만	달러	상당)를	지원받아	학교에서	직접	건축했다.

본관	봉헌식에는	미국	장로교총회	의장인	오레곤	주	포틀랜드의	폴	라이트

(Paul	S.	Wright)박사가	헌당	축사를	함으로써	미국	장로회총회	의장에	의해	헌

당된	세계	최초의	건물이	되었다.

대명캠퍼스의	본관	설계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건축가	

조자용	씨가	맡았다.	당시	학장이었던	감부열	박사는	조자용	씨에게	대명캠퍼

스	본관	설계를	조지언	콜로니얼	스타일(Georgian	Colonial	Style)로	설계할	것

을	주문했다.	이	건축양식은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하버드대,	예일대,	프

린스턴대,	브라운대	등이	18세기에	캠퍼스를	조성하며	적용한	스타일이었다.	

이	건축양식은	또	미국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계	대학들의	건축양식으로	

기독교	신앙	및	학문의	우월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명캠퍼스	본관	설계자인	조자용	씨가	하버드대	출신의	건축가인	것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자용	씨는	대명캠퍼스	본관과	백학관	외에도	

계성학교	대강당을	설계했다.

116,780㎡(35,330평)의	대명캠퍼스	바위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본

관은	T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	뻗은	뒷날개에는	큰	강당이	있고	정

면	중앙에는	주랑	현관	포티코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포티코에는	2층	높이

의	네	개의	큰	기둥이	위풍을	자랑하며	나란히	서	있다.	그리고	본관	지붕	한가

운데	가장	높은	곳에	둥근	지붕	돔(큐폴라,	cupola)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하

고	있다.



84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1955년 5월 20일 본관 정초식에 초석을 놓고 있는 안두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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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골조로	지어진	이	본관은	계명대학교	대부분의	건물과	같이	붉

은	벽돌로	치장을	하고	담쟁이가	그	벽돌을	타고	올라가	멀리서	보면	무척	아름

답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건물	안이	시원하며	여닫이	두	짝	창문으로	

설계,	건축되었다.	본관	건축	이후	대명캠퍼스의	대부분	건물이	이에	준하여	건

축됨으로써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우리나라에	독보적인	건축문

화를	조성했다.

지난	2006년	3월	문화재청에서	대명캠퍼스	본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에	학교당국에서는	본관의	문화재	지정이	학

교의	발전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여	대명캠퍼스	본관의	큐

폴라	종탑을	내려서	별도	보관하고	있다.

국내 독보적인 

건축문화

오늘날 우리학교의 상징이 된 본관 첨탑 공사 광경(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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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사닥다리

빌라도 광장

본관	동쪽	문을	나서면	급경사의	가파른	돌계단이	있다.	이	돌계단을	구약성

서	창세기(28:12)의	‘야곱의	사닥다리’라	부른다.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

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강당으로	이어지는	이	계단을	야곱이	꿈에	하나님과	영

적	교제를	하는	사닥다리로써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우	의미	깊은	돌계단으

로	여기고	있다.

본관	정문	앞	광장은	빌라도	광장이라	부르는데	신약성서	요한복음(18:30)에

서	로마	총독	빌라도(Pontior	Pilatos)가	유대인의	고소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를	심판하면서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물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이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이다.

이	광장은	미국의	대학	캠퍼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	캠퍼스	중심부

의	하버드	야드(Harvard	Yard)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지난	1995년	SBS	인기드

라마	「모래시계」의	하버드	야드	촬영장소가	바로	이	빌라도	광장이었다.

대명캠퍼스	본관은	1955년	준공	당시부터	학장실을	비롯한	각종	행정실과	강

의실로	사용되었고	1994년	성서캠퍼스로	행정본부를	옮긴	이후에도	법인	사무

처와	각종	행정실,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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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본관 동문으로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

대명본관 앞 빌라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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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대명캠퍼스	정문에서	아담스관과	쉐턱관	사이	윌슨관으로	넘어가는	길목	작

은	언덕에	대리석으로	청석바위를	둥글게	둘러싼	기념물이	하나	있다.	대리석	

아랫부분의	검은색	돌(오석,	烏石)에는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는	

극재	정점식(1917~2009)	화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기념물은	계명대학교	설립	초창기	대명캠퍼스가	이런	쓸모없는	청석	바

위산을	깎아	나무를	심고	건물을	세워	오늘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물이다.



대명캠퍼스 89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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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명캠퍼스	의양·바우어관은	1958년	7월	18일	준공,	봉헌한	동쪽	

ㄱ형의	Bauer	Memorial	Hall과	1967년	2월	24일	신축한	남쪽	ㅡ형의	교수연구

관이	연결된	ㄷ형	건물이다.

1950년대	말에	대명캠퍼스의	교지를	정리하고	본관을	봉헌한	계명기독대학

은	먼저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	때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카바

넨트교회의	기독교인	바우어(Christian	Bauer)	씨로부터	의연금을	받고	한국에	

있는	대한미군원조처의	건축자재를	지원받아	본관	설계자인	조자용	씨의	설계

로	연면적	2,380㎡(720평)의	대학도서관을	신축하여	바우어기념도서관(Bauer	

Memorial	Library)이라	명명했다.	

바우어기념도서관 

바우어기념도서관

(Bauer Memorial Hall) 

신축

1958년 준공한 대명캠퍼스 바우어기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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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으로 

안두화 학장 퇴임, 

신태식 학장 취임

도서관 이전과 재보수

도서관이	신축되기	전에는	대명본관	210호를	열람실로	사용했고	209호를	서

고로	이용했다.	신축한	바우어기념도서관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30,000

여	권의	장서가	있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설립자이자	제2대	학장이었던	안두화	박사가	퇴임

하고	그	해	11월	30일	동산(童山)	신태식(申泰植,	1909~2004)	제3대	학장이	취

임했다.	신태식	학장의	취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인	선교사가	맡아	왔던	학교의	장이	한국인으로	바뀐	점이며	또	

하나는	목사가	아닌	교육전문가가	학교장이	된	것이다.

신태식	학장이	취임할	당시	계명기독대학은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5·16

군사정변과	함께	정부의	대학정비방침에	따라	교육학과	등	3개	학과	폐과와	정

원이	560명에서	460명으로	감축되어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

다.	그래서	신태식	학장은	대학경영난을	타개하고자	계명기독대학	병설	여자초

급대학을	신설하여	함께	운영했다.	그리고	1965년	교명도	계명기독대학에서	계

명대학으로	개명을	하고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을	국내외적으로	모금

하기	시작했다.

계명대학은	1978년	종합대학의	승격과	함께	운동장	북쪽	노천강당	앞(옛	학

생회관	자리)에	연면적	5,103평(16,869㎡)의	동산도서관(현	대명동산관)을	거대

하게	신축하여	그곳으로	도서관을	이전하고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대명	바우어

관은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2년	5월	26일	새벽	학생회관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조건물인	바우어관

이	많이	소실되고	재학생	4명이	사망하였으며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는	전국	대학마다	학생운동이	한창	확산될	때였고	계명대학교도	5월	20일	개교

기념일을	전후하여	대동제라는	학생회	주최	대학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서	밤을	새웠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에서는	화재수습	후	건물은	재보수하여	지금까지	미술대학	도

예실을	비롯한	미술실기실과	창업지원단	입주업체	사무실,	교수연구실로	사용

하고	있다.	학생회관은	1993년	성서캠퍼스	바우어관이	준공됨에	따라	성서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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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칵마을 / Babcock Village, 교수촌

백학관

1960년 준공한 뱁칵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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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지금은	없어진	뱁칵마을(Babcock	Village)이라는	

교수촌이	있었다.	우수한	교수를	모셔오기	위한	교원	복지	차원과	학생들의	인

성교육을	위해	대명캠퍼스	동남쪽	후문과	본관	사이에	건립한	이	뱁칵마을은	

1959년	건축한	기존	학장사택과	교육선교사	사택	2동을	합하여	모두	24동으로	

1960년	7월	1일	준공되었다.	이	교수사택은	모두	A,	B,	C,	D	네	가지	유형으로	

연면적	99㎡(30평)	내외의	1층	양옥	건물이며	건물에	딸린	넓은	마당도	있어서	

대부분의	교수	가족이	집안에	과일나무도	심고	채소도	가꾸며	화단을	조성하기

도	했다.	그	결과	봄이면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었고	붉은	줄장미가	담	넘어	오

래도록	피어	있기도	했고	늦은	가을이면	잎이	다	진	감나무에	탐스런	감이	주렁

주렁	열리기도	하였다.	

이	교수촌의	사택들은	25년간	계명대학교의	건축담당을	하였던	추성엽

(1921~		)	장로가	계명대학에	부임하여	제일	처음	지은	건축물로	당시	교수촌	

부지에	몇	개의	묘가	있어서	묘	이장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묘를	이장할	

때	유골은	가족들이	가져가고	나무관은	그냥	두고	갔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나무관이	없어져	신기하게	생각했다.	또	주변에	온통	연탄재와	온갖	쓰레기	집

합장이라	안두화	학장이	꿈꾸던	아름다운	캠퍼스,	즉	담쟁이	덩굴이	올라간	붉

은	벽돌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안두화 학장의 이모인 

엘리자베스 뱁칵

(Elizabeth Babcock)과 

헬렌 뱁칵

(Hellen Babcock) 

기부금으로 건립

1959년 준공하여 지금 계명장학재단이 입주한 백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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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교수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편안히 연구

당시	안두화	학장의	두	이모인	엘리자베스	뱁칵과	헬렌	뱁칵의	기부금으

로	건립된	이	교수촌을	준공	당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뱁칵마을(Babcock	

Village)’이라	명명했다.	뱁칵마을은	1978년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나	강의실이	부족해	짐에	따라	1980년	대명	비사관을	건축할	때	아쉽

게도	모두	헐리게	되었다.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	야

간통행금지령(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	선포되어	이를	위반할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구류	내지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에	집이	

있는	교수들은	밤	12시	이전에	집으로	가야했고	최소한	새벽	4시까지는	연구실

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교내	뱁칵마을에	거주하는	교수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사택이	교내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택과	연구실을	오가며	자유롭게	연구	활동

을	할	수	있었고	때로	밤새워	연구하는	교수를	위해	가족이	감주와	과일을	가져

다주기도	했다.	또	어느	노교수는	밤늦게	연구실을	나설	때	안개	낀	수은등(水

銀燈)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또	뱁칵마을의	남쪽으로는	여학생	기숙사가,	북쪽으로는	남학생	기숙사가	있

어서	교수와	학생들이	가족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자주	접촉할	수가	있었고	그렇

게	함으로써	강의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산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백학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9.76㎡(136.05평)	건물로	1959년	11

월	27일	학장사택으로	준공하였다.	반목조건물인	이	백학관은	제3대	학장	신태

식	박사	사택과	대구	미문화원장,	협동학장	사택으로	사용하다	사회교육원으로	

20여	년간	사용하였고	그	후	취업지원실,	학생생활연구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4년	낡은	건물을	해체하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개축하여	현재는	학교의	

각종	행사	장소,	계명장학재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	역시	뱁

칵마을의	일부였으므로	‘뱁칵’이라는	소리를	빌어	개축과	더불어	백학관(白鶴

館)이라	명명하였다.

대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보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작은	집이

라	하여	학생들은	‘예쁜	집’이라고	불렀다.

학장 사택으로 지은 

백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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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칵마을(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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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계명대학이	자랑하던	특이한	시설	중	하나는	대명캠퍼스	본관으로	

가는	길	왼쪽	비탈진	언덕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한	노천강당이다.

1962년	7월	14일	기공하여	1963년	4월	9일	완공한	이	노천강당은	대학	설립

자인	안두화	박사가	고안하고	자신의	사유재산인	대천	해수욕장의	별장과	보트	

등을	팔아	총	공사비	990,227원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	고대	로마	원형극장을	연

상시키는	반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앞	연단에	서면	전	좌석을	한눈에	볼	수	있

고	합죽선	부채를	오목하게	활짝	펼친	모양으로	연사의	목소리는	공명이	되어	

제일	뒷좌석	모퉁이까지	마이크	없이도	실내와	같이	동일한	음향으로	잘	들리

도록	설계하였다.

대구	최초의	노천강당인	이	강당은	아름다운	자연석과	화강암	파편과	백색	시

멘트로	굳힌	인조	자연석,	즉	테라조(Terrazzo)	좌석이	각기	하나씩	독립되어	있

어	지반이	흔들리거나	무너져도	전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건

축되었다.	실제	공사는	대부분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으

며	교수	부인들이	밥을	하고	중참을	해	날라서	노천강당	건축에	힘을	보탰다.

당시	이	노천강당의	공사를	담당했던	덕래	추성엽	선생은	교내에	우물이	없

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금의	성당못에서	마차로	공사물을	길어오고	필요한	

전기는	학교	정문	앞	길	건너편	시립화장터에서	끌어	썼다고	했다.

특히	안두화	박사가	좌석	하나도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서	

일일이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에	이	노천강당은	건축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확장	

외에는	파손되거나	무너져	수리한	바가	없다.

1963년	4월	9일	헌당식이	있었고	같은	해	4월	이곳에서	본	대학	설립	초대	이

사인	신후식(경북노회장)	목사	사회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보았는데	이날	미

국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Richmond)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애플비	박사(Dr.	Appleby)가	초청받아	설교를	하였다.	봄비가	내

리는	가운데	개최된	이	예배에	좌석	1,800석,	입석	1,200석의	노천강당이	초만

원을	이루었고	당시	이	예배에	2군	군악대와	연합찬양대가	함께	연주를	한	바	

있다.	그	후	매년	대구의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대명노천강당

자연지형을 이용한 

대구 최초의 노천강당

성당못에서 마차로 

물 길어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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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개교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제1회	5월의	여왕(May	Queen)	대관

식이	이	노천강당에서	개최되었고	매년	입학식을	비롯한	학위수여식,	대구시민

을	위한	음악회,	전교생	대상의	명사초청	특강,	1970,	80년대	학생민주화운동의	

집회장소,	1978년	초대	총장	취임식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모두	이곳에서	개최

되었다.	당시	200여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5월의	여왕	선발대회는	안

두화	명예학장의	부인인	안수산	교수에	의해	행해진	축제의	하나였다.

특히	낙엽	지는	가을밤에는	성악과	기악을	하는	재학생들의	연습무대로	활용

되기도	했고	계명대	재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남녀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서	사랑을	나누던	만남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또	계명대를	배경으로	하는	6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무대이기도하다.	

1,800석의	노천강당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몇	차례	확장되어	지금은	5,000

명	이상	수용가능하며,	대구의	문화명소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1958년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오윤원	동문은	재학	중에	육군	장교로	입대를	

하여	5관구	공병대에	육군	중위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마침	1960년대에는	군부

대에서	대민지원사업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모교를	방문한	오윤원	동문

에게	장재호	전	비서실장이	청석바위로	공사하기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대

명캠퍼스	운동장	평탄정지공사를	부탁하게	되었다.	군부대로	돌아간	오	동문은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부대만이	갖고	있는	불도저	등	특수	장비로	청석바위언덕

을	깎아내고	운동장	정지공사를	훌륭하게	해내었다.	엄청난	양의	청석바위를	깎

아낸	흔적은	지금의	운동장과	동산관	앞	도로의	높이	차이에도	알	수	있다.

교내외 

문화행사의 

명소

오윤원 동문 

운동장 청석바위 

제거공사 지원

노천강당 마무리 공사 작업을 하는 할머니(1963년)



98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대명캠퍼스 99

대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1963년 4월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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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부열관 / Campbell Memorial Music Hall

감부열 초대 학장을 기념하는 캠벨기념음악관(196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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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씨의	설계로	대학에서	직접	시공하여	1963년	5월	21일	준공한	대명감

부열관은	계명기독대학	초대	학장인	감부열	박사의	선친인	조셉	캠벨과	감부열	

초대	학장의	계명대학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기념관이다.

미국	유니버시티	장로교회는	워싱턴	주	시애틀(Seattle)의	조셉	캠벨	목사의	

집에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에서	계명기독대학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2

만	5천	달러로	이	음악관을	신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관	당시	이	음악관을	‘캠

벨기념음악관(Campbell	Memorial	Music	Hall)’이라	명명하였는데	1963년	5월	

21일	개관식에서는	대학	설립자이자	전임학장인	안두화	박사와	신태식	학장이	

이	건물의	정초식도	함께	거행하였다.

특히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사로	한국교회의	아버지란	별칭을	가진	마포삼

열(Samuel	Austin	Moffet,	1864~1939)	박사의	부인	엘린	마펫(Eileen	Moffet)이	

이날	개관식에	함께	참석했다.	그녀는	마포삼열	박사와	결혼하기	전	유니버시

티	장로교회에서	종교	교육을	담당한	인연이	있었다.

감부열관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한	교회	이름을	유니버시티	장로교회라	부르

게	된	것은	교회	위치가	바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셉	캠벨의	집이	워싱턴대학교	바로	옆이어서	감부열	초대	

학장	5형제는	모두	이	대학교에서	교육받았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이	1961년	개설될	때,	특히	유니버시티	장로교회가	음

악관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할	때에는	순수	음악교육을	포함하여	교회음악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으므로	처음에는	학과	명칭을	종교음악학과로	하였다.

이	대명감부열관은	1965년	11월	13일	다시	유니버시티	장로교회의	기부금을	

받아	연면적	397㎡(120평)	14실의	증축공사를	하였고	1973년	별관을	증축하였

다.	대명감부열관은	연면적	2,259㎡의	3층	건물로	줄곧	음악관으로	사용하다가	

1978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음악대학이	재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명비사관

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12년까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사용

했고	지금은	창업지원단이	입주하여	있다.

대명감부열관	앞에는	우산을	펼쳐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아름다운	느티나무	

고목이	자리하고	있어	한여름이면	그	느티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한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1961년 종교음악학과로 

출범

미국 유니버시티 

장로교회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의 

조셉 캠벨(Joseph 

Addison Campbell) 

목사와 

감부열 초대 학장을 

기념하는 음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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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기숙사 / 쉐턱홀 (The Shattuck Memorial Hall)

학생회관 / 수산관 (壽山館)

1977년까지 학생회관으로 사용되었던 수산관(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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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씨의	설계로	1963년	5월	21일	안두화	명예학장과	신태식	학장이	함께	정

초식을	갖고	그	해	10월	30일	준공한	대명캠퍼스	남학생	기숙사는	4인	1실	총	25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962㎡(291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준공	당시	

총	공사비가	520만	원이었다.	같은	방을	쓰는	4명의	학생들은	한	가족이었다.	고학

년은	형이고	저학년은	아우가	되어	늘	식사도	같이하며	형은	학업생활	외에도	장래

를	상담해	주는	멘토가	되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4년	동안	돈

독한	우애를	쌓았고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서로	오고	가며	우정을	나누었다.	

계명대학교	정문	왼쪽에	건립된	이	남학생	기숙사와	대명캠퍼스	남쪽	끝에	위치

한	여학생	기숙사	중간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학생회관이	있었고	남학생	기숙사에

는	그때	당시	보기	드물게	지하에	공용	목욕탕을	갖추고	있었다.	대학	당국에서는	

1962년	2월부터	벌이기	시작한	대학발전기금	20만	달러	모금운동에	기꺼이	참가

하여	10만	달러를	희사한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Neenah)의	기독교계	독지가	쉐턱	

씨	부부(Ruth	and	Frank	Shattuck)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이	남학생	기숙사를	쉐턱

홀(The	Shattuck	Memorial	Hall)이라	명명했다.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기독교인	쉐턱	씨	부부가	계명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거

액의	발전기금을	희사한	것은	위스콘신	주	니나가	안두화	학장의	외가가	있는	곳이

고	또	안두화	학장의	이모들이	미국의	세계적인	큰	종이회사	킴벌리클락크리넥스

(Kimberly-Clark	Kleenex)의	상속인이었으며,	쉐턱	씨	역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고향	니나에서	그의	아버지	프랭클린	쉐턱(Franklyn	Shattuck)이	설립한	킴벌

리클락크리넥스에	취직하여	45년간	이	회사에	중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기독교인	쉐턱	씨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실천한	당대에	보기	드문	위대한	인

물이었다.

이	남학생	기숙사는	1989년	2월	28일	성서캠퍼스에	학생기숙사인	명교생활관이	

건축되면서	기숙사는	성서캠퍼스로	이전하고	계명대학교	학군단과	대구시	디자인

산업진흥센터에서	사용하다	2012년	여름부터	학교법인에서	교외에	임대하고	있다.

학생회관은	1963년	남녀	학생기숙사를	신축할	때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해	

12월	11일	연면적	1,088㎡(329평)	2층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하여	2층은	교직원,	학

생식당과	매점으로	사용했고	1층은	계명기독대학	학보사와	탁구장	등	운동시설로	

사용했다.

이	학생회관은	안두화	초대	학장의	부인인	안수산(安壽山,	Susan	Comstock)	교

수의	업적을	기념하여	수산관(壽山館)이라	명명했다.	이	학생회관은	1980년	12월	

대명	동산관이	그	자리에	건축되면서	헐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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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준공한 남학생 기숙사 쉐턱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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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준공한 여학생 기숙사 명교관

대명캠퍼스	제일	남단에	위치한	여학생	기숙사는	북쪽의	남학생	기숙사와	함

께	1963년	10월	30일	준공한	연면적	1,061㎡(321평),	2인	1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학생	전용기숙사다.	이	기숙사는	침실과	공부방이	상하	반층	전후로	연

결되어	있어	복도나	혹은	인근에서	오는	잡음을	막아주고	조용한	가운데	학업

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편리하고	독특하게	설계한	건물이다.

여학생 기숙사 / 명교관 (明嬌館)

내부구조를 

독특하게 설계한 

여학생 전용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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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의 은인” 

박명교 여사 

업적 기리기 위해 

‘명교관’이라 명명

박명교 여사 내외 

120여억 원, 

아들 정규진 사장 

5억 원 희사

이	여학생	기숙사는	1962년	2월부터	계명기독대학	발전기금	20만	달러를	모

금할	때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은	거액의	기부금을	내었던	독지가	박명교(朴明

嬌,	1918~2012)	여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명교관(明嬌館)이라	명명했고	그	기금

으로	건축했다.

박명교	여사는	부군	정재호	전	삼호그룹	회장과	함께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계명의	은인”이다.	1962년	두	내외분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희사

하여	교수연구관,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하였고	또	1960년대	당시	처음	우리나

라에	수입	판매된	후지카	석유난로를	교수연구실마다	모두	구입하여	기증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78년	계명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된	후	학교	교세의	

확장에	따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일대	185만㎡(55만	8천	평)에	성서

캠퍼스를	한창	조성할	1990년대	초에	계명대학교는	대명캠퍼스를	매각하지	않

은	상태에서	광활한	성서캠퍼스	부지매입을	비롯한	캠퍼스	조성에	막대한	예산

이	필요했다.	그러나	학생등록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대학	당국으로서

는	재정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박명교	여사	부군	정재호	회장이	본인이	평생	애써	모은	재산(부산	남구	

문현동	401번지	일대	부동산	19필지	시가	120여억	원)을	서슴없이	계명대에	희

사하여	세상을	크게	놀라게	했다.	당시	주요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었고	많

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된	바	있었다.	또	두	내외

분의	맏아들	정규진	제주축산개발(주)	사장이	2007년	9월에	5억	원의	대학발전

기금을	계명대에	기증한	바	있다.

박명교	여사는	1964년부터	1978년까지	계명대학교	법인	이사,	이사장을	역임

한	바	있고	정재호	회장은	1968년부터	1978년까지	학교법인	이사로	봉사했다.

이	기숙사는	1989년	2월	성서캠퍼스에	학생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이	건축되

면서	성서캠퍼스로	이전하고	음악대학	개인레슨실로	사용하다	2008년	음악대

학이	성서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습강의실로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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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씨의	설계로	1964년	10월	1일	기공하여	1965년	11월	13일	준공한	

대명쉐턱관은	연면적	2,590㎡(783평)	32실로	기부자	쉐턱	씨	부인(Mrs.	Ruth	

Shattuck)의	이름을	따서	쉐턱관이라	명명했다.

쉐턱(Sidney	Frank	Shattuck)	씨는	미국	컴벌리클락주식회사를	설립한	프랭

클린	쉐턱	씨의	아들로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평생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

의	거액을	교육기관	등에	희사한	독지가였다.

특히	쉐턱	부부는	1962년	계명기독대학	발전기금	20만	달러	모금운동을	할	

때	10만	달러와	1975년	5만	달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발전기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한	계명의	가족이었다.

	

1967년	계명대학	개교	15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은	쉐턱	부부는	그	때	한국을	방

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표

창을	받은	바	있고	1966년부터	학교	법인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대명쉐턱관은	대명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전방에	보이는	남향의	3층	

건물로	남향인	이	건물은	북향인	대명본관과	정면으로	마주	보게	건축되었으며	

쉐턱관은	지형적으로	본관보다	많이	낮은	곳에	위치하여	본관을	위로	쳐다보는	

모양이	되었다.	건축학적으로는	대명본관처럼	전체적으로	T자형이면서도	중앙	

주랑	현관인	포티코가	약간	돌출되어	있다.	또	2층	반	높이의	홈이	파인	이오니

아식	원주	4개가	나란히	주랑	현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명쉐턱관은	1959년에	설립하여	1961년	5·16군사정변	후	정부방침에	따라	

폐과되었다가	1962년	12월	다시	설치한	가정학과,	보육학과와	1962년	2월에	설

립한	계명기독대학	병설	여자초급대학	가정과와	보육과가	함께	사용한	건물이

었으므로	가정보육관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명쉐턱관은	1996년	성서캠퍼스	쉐턱관이	준공되고	대명캠퍼스의	가정대

학이	이전한	후	1997년부터	패션대학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	후	가정대학

은	2000년에	생활과학부로	개편되었다.

대명쉐턱관 / Ruth Shattuck Memorial Hall, 가정보육관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독지가 

쉐턱 부부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

쉐턱 씨 1967년 방한, 

교육사업 이바지 

공로로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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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준공하여 가정보육관으로 사용하던 대명쉐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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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기념관 / 교수연구관

신태식	학장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던	의양(義洋)	정재호(鄭載頀,	

1913~2005)	삼호그룹	회장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옥스나드(Oxnard)	교회의	기

부금을	합한	45,000달러로	도서관	증축과	교수연구관을	신축,	개관하는	등	시설

확충에	매진했다.	이성해	씨의	설계로	1966년	3월	1일	착공하여	1967년	2월	24

일	증축한	도서관과	신축한	교수연구관의	규모는	도서관	2,440㎡(738평)	26실

과	교수연구관	1,018㎡(308평)	35실이다.	

이	때	신축한	교수연구관을	기부자	정재호	회장의	아호(雅號)를	따서	의양기

념관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도서관과	교수연구관을	서로	연결하여	건물	내에서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교수연구관이	신축되자	정재호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팔리기	시

작한	후지카	석유난로를	대량	구입하여	교수연구실마다	모두	기증함으로써	교

수들은	한겨울에도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따뜻하게	학문연구를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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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관인 의양기념관(1967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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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관 / Edward Adams Memorial Hall

윌슨관 / Stanton Wilson Memorial Hall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Widner Library)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건물

1971년 5월 헌당식에 

안두화 목사 아들 

안요한(John Adams) 

목사 참석, 

어머니 안수산

(Susan Comstock, R. N.) 

여사 대신하여 축사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서편에	이오니아식	홈이	파인	

거대한	2층	높이의	8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주랑	현관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이	바로	평생	전	재산과	온갖	정성을	계명동산에	다	바친	계명대학교	설립자이

자	초대	이사장인	안두화	박사의	계명대학교에	대한	공적을	기리는	아담스기념

관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와이드너	도서관(Widner	Library,	1913)의	모습을	연

상시키는	이	아담스관은	이성해	씨의	설계로	1968년	9월에	착공하여	1971년	5

월	20일	계명대학	개교	17년	기념식	때	봉헌식을	함께	가진	연면적	5,052.31㎡

(1,528평)의	5층	동향	ㄷ자형	건물이다.

아담스관이	건축규모에	비해	건축기간이	3년이나	걸린	것은	건축	중에	공사

자금이	모자라	10여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자금을	구하기	위해	당

시	신태식	학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힘들게	모금을	해	와서	간신히	공사를	마무

리	하였다.

아담스관	헌당식에는	신태식	학장,	우열성(Stanton	R.	Wilson)	이사장,	안두

화	박사의	장남	안요한	목사,	정태성	이사,	정재호	이사를	비롯한	학내외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헌당식에는	아담스관	건축에	공이	

많은	정태성,	정재호	두	법인	이사와	안두화	목사의	부인인	안수산	여사,	쉐턱	

부부,	추성엽	건축담당자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고령으로	이날	헌당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들	안요한	목사를	대신	보내	축

사를	한	안수산	여사는	“계명대학이	창립	당시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며	이번	헌당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안

두화	박사	묘소에	꽃을	갖다	바치겠다”고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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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에 

안두화 목사 흉상, 

박찬일 

대통령 비서실장 

제작 기증

대명아담스관	현관에는	본	대학	설립자	안두화	박사의	흉상이	있다.	이	흉상

은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찬일	씨가	

제작한	것으로	박	실장은	계명대학의	신태식	학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러	

차례	거액의	기부금을	낸	정재호	전	삼호그룹	회장의	처남이다.

1967년	5월	개교	13주년을	맞아	특별	초청한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킴벌

리클락	주식회사	쉐턱	사장(계명대학	법인	명예이사장)	부부와	안두화	학장의	

부인인	안수산	여사	가족이	1967년	5월	19일	내교하여	당시	대명캠퍼스	바우어

도서관	현관에서	안두화	박사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	때	제작,	제막식을	가

진	안두화	박사	흉상은	1971년	5월	아담스관이	준공되자	아담스관	현관으로	옮

겨졌다.

1967년	5월	대한민국을	찾은	쉐턱	씨는	그해	5월	15일	10시	청와대에서	박정

희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표창을	받았다.

설립자 안두화 목사를 기리기 위해 1971년에 준공한 아담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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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관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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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 김영태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남정도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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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 공예디자인과 

남정(南亭) 

김영태(金營泰)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남정도예실’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 제일교회가 

기증한 

32개 돌계단과 

“정원이를 기념하는 

남쪽 돌계단”

정문 건축비를 

기증한 

은상기 동문

대명캠퍼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언덕	위에	위치한	동향	아담스

관으로	들어가려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32개	돌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폭	

9.7m의	이	대리석	돌계단	건축은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제일교회에서	

건축기금을	희사하여	11번째	계단	우측에	‘GIFT	OF	THE	PRESBYTERIAN	

CHURCH,	NEENAH,	WISCONSIN,	U.S.A’라는	기념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아담스관	뒷부분	남쪽	돌계단에는	‘이	동산에	정을	남긴	예쁜	아기	정원

이를	기념하는	계단	1970.	6.	29.	아빠	신수철,	엄마	나동춘’이라는	문구가	새

겨져	있다.	이	돌계단은	1970년	당시	교수촌	뱁칵마을에	살았던	경영학과	신

수철	교수의	딸	신정원(초등학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신	교수	내외가	

받은	보상금을	아담스관의	이	돌계단	건축비로	기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담스관은	당초	미술관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줄곧	미술대학이	사

용하고	있고	건축	당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는	건

물이며,	옥상에	나무를	심어놓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참	아름다운	건물이다.

1971년	준공당시	대학원이	미술대학과	함께	사용하였으나	1998년	성서캠

퍼스에	대학원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대학원이	성서캠퍼스로	이전되고	지금

은	미술대학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명캠퍼스	아담스관	앞	정문은	1958년	계명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	

1964년	졸업한	은상기	동문이	1972년	모교	방문	시에	기증한	100만	원으로	건

축되었다.	은상기	동문은	1969년부터	1973년	5월까지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감사를	역임한	은영기	전	부산CBS	사장의	아들로,	본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광부로	갔다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모교에	건축비를	기증한	것이다.	당시	

100만	원이면	학교	정문	주변의	5칸	집	한	채	값이다.

아담스관	서편	1층에는	미술대학	공예디자인과	학생들이	애용하는	도예실

이	있다.	이	도예실은	1970년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	부임하여	36년간	학생들

의	교육과	미술대	학장,	대학	본부의	기획실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

하며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남정	김영태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념하여	지

난	2009년	3월에	남정도예실이라	명명하였다.	남정	김영태	교수는	학자와	예

술가로서	한국공예학회와	대구도예가회	등	학예술단체의	창립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도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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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준공한 윌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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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 경북지사의 

도움으로 공관 앞 

대구시 도로 매입

우열성 법인 이사장 

업적을 기념하는 

윌슨관(Stanton Wilson 

Memorial Hall)

1970년대	초에	구자춘	당시	경북지사가	계명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

시	교문	앞에서	구지사가	신태식	학장에게	정문	앞	이	넓은	땅은	누구	땅이냐

고	묻자,	신태식	학장은	그것은	학교부지로	앞으로	여기에	대구시민을	위한	훌

륭한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학교	안과	저	땅	사이에	도로가	있어	문화시

설을	만들려면	앞으로	구름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구자

춘	지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를	매입하여	조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구시	공용도로를	매입하는	것이	당시로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극력	반대에도	구지사의	도움과	대구시	이동원	법무관의	도움으로	

대구시	도로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조성관계

로	그	자리에	문화시설은	아직	조성하지	못했다.

아담스관	남쪽	뒤편으로	아담스관과	연결된	5층	높이의	‘ㄱ’자형	건물이	윌슨

관이다.	이성해	씨의	설계로	1974년	11월	1일	착공하여	1975년	5월	12일에	준공

한	연면적	3,198.38㎡(968평)의	이	건물은	1959년	5월	6일부터	1980년	1월	23일

까지	21년간	법인	이사와	1966년	4월	1일부터	1973년	2월	7일까지	7년간	법인	

이사장을	역임하며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열성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해	윌슨관이라	명명했다.

윌슨관은	건축	당시에는	경영대학이	사용하였으나	1976년에	건축한	수산관

을	사용하던	인문대학이	1983년	성서캠퍼스	영암관으로	이전하자	경영대학이	

수산관으로	이전하고	지금까지	미술대학이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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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캠퍼스	본관	서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수산관은	계명대

학교	설립자	안두화	박사의	부인	안수산	교수가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1976년	12월에	준공한	이	수산관은	연면적	5,897.28㎡(1,784평)	규모로	당초	

건축할	때는	계명대학	제3대	학장을	역임하며	대학의	설립에서부터	1976년	당

시까지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동산	신태식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산관(童山館)이라	명명했었다.

본래	1960년대에	대명캠퍼스	노천강당	앞	운동장	가장자리에	건축하여	학생

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던	학생회관을	수산관이라	명명하여	사용해	왔으나	

그	자리에	1980년	100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수산관이	철거되자	새로	건립한	기존의	동산관을	안수산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여	수산관이라	개칭하게	되었다.

안수산	교수는	안두화	박사가	미국으로	귀국하여	말년에	양로원에서	소천

하자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평소	안두화	박사가	아끼던	성경책	속의	일만	달

러	지폐로	계명대학교	대명본관	강당에	스타인웨이앤드선스(Steinway	&	Sons	

Co.)	피아노를	구입하여	기증한	바	있고	특히	피아노	전공학생들이	이	피아노

를	무척	애지중지	하였다.	안수산	교수는	그	외에도	안두화	박사의	유산을	모두	

계명대학교에	기증하였다.

한편	대명캠퍼스	운동장	가장자리에	신축한	중앙도서관은	신태식	학장이	기

증한	도서로	도서관	내에	‘동산문고’가	설치되면서	신태식	학장의	계명대학교	발

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동산도서관(童山圖

書館)’이라	개칭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동산관은	수산관으로	개칭하고	수산관

이	있던	자리에	새로	신축한	중앙도서관은	동산도서관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수산관 / Susan Hall

계명대 설립자 

안두화 박사의 부인인 

안수산 교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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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	긴	‘ㄱ’자형의	건물인	수산관	자리에는	원래	아주	큰	남녀	공용화장

실이	있었다.	그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	수산관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	당

시	구비(口碑),	즉	전설에	따르면	화장실	터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불꽃처럼	번

창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실제	계명대학교는	1976년	이	건물을	짓고	난	2년	후	

1978년에	그토록	바라던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성서캠퍼스의	조성,	동산병

원의	통합과	함께	의과대학의	신설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	수산관은	동향	건물로	정면에서	보면	본관	대강당	남단을	바라보게	되어	

캠퍼스	건물	모두가	자리	잡은	모양이	행정본부인	본관을	구심점으로	전체가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2층	높이의	6개	기둥	포티코	위와	옥상	난

간에	덴틸	장식,	그리고	붉은	벽돌,	흰	창문,	담장이	덩굴이	올라간	모습	등은	이	

수산관	역시	전형적인	계명대학교	건물의	건축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수산관은	건축	당시에는	인문대학,	사범대학이	연구실,	강의실,	행정실로	사

용했고	그	후	경영대학이	사용하다	지금은	패션대학이	입주해	있다.

1976년 준공한 대명캠퍼스 수산관 

‘화장실 위에 

건물을 지으면 

불꽃처럼 번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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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당시	학교	일어일문학과	소속	고	이현기	교수의	노력으로	일본	세계

박람회	기념사업회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완공된	이	동서문화관은	지하	1층,	지

상	5층,	연면적	4,703.3㎡(1,422평)규모로	대명캠퍼스에서	학술,	문화행사의	메

카로	자리매김한	건물이다.	우리	대학교의	대부분의	시설물은	기증자	혹은	공

적이	있는	분의	기념물로	명명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모두	미국인이나	한국

인이었다.	그러나	이	동서문화관은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히	이웃나라	일본문

화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이다.

당시	총	공사비	4억	원을	들여	준공한	이	동서문화관은	국제문화교류와	지방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개	국어	동시통역과	

국제회의장,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과	각종	세미나실,	전시장,	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오래	동안	교직원	식당이	있었고	대학교회가	

한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으며	예배가	없는	시간

에는	학생들의	명상실로	사용하였고	2층은	한때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교수연구실,	패션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관	이래	수천	회의	각

종	학술,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타	대학	행사장과	비교해	볼	때	실로	놀

랄만한	일이다.

계명대학교가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후	1979년	10월	10일부터	5일간	

이곳	동서문화관과	본관	대강당에서	계명대학교	개교	이래	가장	큰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국제세미나는	「고등교육의	탁월성	추구」라는	주제로	서울이	아

닌	지방의	대학에서	전	세계	17개국	74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

대히	개최됨으로써	계명대학교의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해	한껏	드높였다.

이	세미나를	개최한	후	계명대학교는	교육목적을	‘학문의	탁월성	추구와	윤

리성	앙양’으로	책정한	바	있다.

동서문화관 / East-West Center

대명캠퍼스 학술, 

문화행사의 메카

1979년 개교 이래 

가장 큰 국제회의 

고등교육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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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화관은	대명본관의	앞마당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의	건축학적	특징은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대리석	계단이며	자연지형

을	그대로	살려서	그	계단이	앞길과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고	그	밑은	지하층	외

벽을	따라	채광,	통풍,	방습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	현관입구에

는	이오니아식	홈이	파인	거대한	2층	높이의	7개	기둥이	받치고	있고	붉은	벽돌

로	지은	건물이라	한	눈에	계명대학교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건물임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대명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본

관	앞마당,	즉	빌라도광장이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	현관	입구	좌우와	포티코	위,	그리고	옥상의	난간은	작은	직육면체를	나란

히	치열모양의	띠처럼	두른	모양,	즉	서양	고전건축	양식의	하나인	덴틸로	장식

되어	무척	아름답다.

1977년에	완공한	동서문화관은	그	용도가	학교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이	고

급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자체에	냉난방시설

을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대구지방에서	동서문화관과	같은	대형건물에	자체	냉난

방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고,	또	설계과정에서	냉난방배관이	직각

으로	굽은	것이	많아	설계변경을	시도하다가	견축담당자와	행정담당자	간의	갈

등으로	결국	제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어	준공	후	냉난방공사는	실패하고	말

았다.	그래서	겨울이면	난로와	난방기를	사용했고	여름이면	냉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현관 계단, 

포티코(portico) 위, 

옥상 난간에 

서양 고전 건축의 

양식인 

덴틸(dentil) 장식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최초 건물 

1979년 ‘고등교육의 

탁월성 추구’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열렸던 

동서문화관(1977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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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턱과학관 /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전문관, 이공관

1976년	4월에	착공하여	1978년	5월에	준공한	대명캠퍼스	쉐턱과학관은	연

면적이	15,425㎡(4,670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준공	당시	대구시내	최대	

규모의	건물이었다.	건축할	당시	이공계열학과들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

기	때문에	이공관	혹은	과학관이라	불렀으나	공식적으로는	건물	정문	포티코에	

준공 당시 

대구시내 최대 건물로 

이공대와 

전문대학 입주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쉐턱과학관(1978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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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포티코 앞 

돌계단은 

학생들의 

만남의 명소

“The	Shattuck	Hall	of	Science”,	후문	포티코에는	“The	Shattuck	Hall”이라	명명

함으로써	이	건물	역시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쉐턱	부부를	기념하는	건물이

다.	쉐턱은	1962년	2월부터	1976년	3월	소천할	때까지	계명대학교에	상당한	금

액을	후원했던	미국의	독지가였다.

쉐턱과학관	준공	당시에는	이공계학과	강의실,	교수연구실,	실험실	외에도	

이부대학과	계명전문대학이	함께	입주했었으나	1982년	말에	성서캠퍼스에	이

공대학	건물인	백은관이	건축되어	이공대학이	성서로	이전	된	이후에는	주로	

계명전문대학이	쉐턱과학관	대부분	공간을	사용하였기에	전문관이라	부르기도	

했다.

1997년부터	계명전문대학도	성서로	이전하자	학교법인에서는	대구시와	협

의하여	대구,	경북의	최첨단	디지털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부터	쉐턱과학관을	대구시에	무상임대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유상임대로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관련업체	50여	개가	입주해	있다.	

대명캠퍼스	운동장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쉐턱과학관은	캠퍼스	밖의	

도로와	직접	인접해	있다.	그래서	도로	밖에서	보면	병풍처럼	휘어진	대형	건물

로	캠퍼스를	아늑하게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고	캠퍼스	안쪽	서남향으로는	멀

리	우뚝	솟은	언덕	위의	본관	모습이	나무	숲	사이로	무척	아름답게	보인다.	이	

건물	역시	두	개의	거대한	포티코가	있으며	도로	쪽	정문에는	이오니아식	기둥	

9개가	있고	운동장	쪽	포티코에는	4개의	기둥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	옥상	난간과	앞뒤	포티코	상단에는	계명대학교	여느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지런한	덴틸로	장식돼	있다.	특히	음악대,	미술대를	비롯한	예체능계열	대학

이	자리	잡고	있는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시절에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자

주	찾는	찻집과	음식점이	많았는데,	주로	학생들의	만남의	명소로	이	쉐턱과학

관	정문	대리석	돌계단이	유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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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건축연구소가	설계하고	신진건설(주)이	1978년	5월	20일	기공,	2년	6개월

의	공사	끝에	1980년	5월	21일	준공한	대명	동산관은	운동장	서쪽	가장자리에	학

생회관으로	사용하던	수산관을	헐고	도서관용으로	설계하여	건축한	건물이다.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851㎡(5,400평)으로	당시	계명대학교	내의	최

대	건물이었고	대학도서관으로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

다.	열람좌석수가	2,600석,	수장능력이	150만	권을	넘고	1층에는	전국적으로	훌

륭한	종합전시장이	있었다.	또	지하	1층에	500석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

청각실이	별도로	마련된	건물이다.

이	동산관은	계명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된	건물

이다.	1978년	당시까지도	서울의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지방인	대구의	건

설,	설계업체들은	동산관과	같이	큰	건축물의	냉난방공사가	불가능했다.

총	공사비가	21억	원이	넘는	이	도서관은	신축	당시에는	계명대학교	중앙도

서관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계명대학교의	대부분의	건물처럼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중앙도서관을	제3대	학장	동산	

신태식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이라	다시	명명하였

으나	대명캠퍼스의	대부분	시설들이	1978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성서캠퍼스의	

조성과	함께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성서에	다시	1992년	‘동산도서관’이	신축

되면서	대명캠퍼스의	‘동산도서관’은	다시	‘동산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동산관은	계명대	역사상	처음으로,	또	대명캠퍼스에는	유일하게	현상공모

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진	건물이다.	전국적으로	공지된	이	현상공모에서	서울	

정주건축(正柱建築)의	정시춘,	김춘진	팀의	작품이	당선되어	이를	토대로	설계

되었다.

이	동산관은	러시아	출신으로	미국	예일대	교수이자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중	

한	사람인	루이스	칸(Luis	Kahn,	1901~1974)이	설계한	미국	동부	보스턴의	필립

스	엑서터	아카데미(Philips	Exter	Academy)의	타원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도

서관으로도	유명해졌다.

동산관 / 童山館

국내 두 번째로 

큰 대학도서관, 

소장능력 

150만 권

계명대 제3대학장 

동산 신태식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동산도서관’

계명대 역사상 

처음으로 설계를 

공모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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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준공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했던 대명캠퍼스 동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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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것은	흰색	발코니라고	말한다.	동산관이	건축

된	이후	성서캠퍼스의	대부분	건물은	이	동산관의	현대	건축학적	특징들이	많

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산관이	건축됨과	동시에	기존	바우어도서관이라	불리던	도서관	시설들을	

모두	이전했고	동서문화관의	박물관과	계명대학교	출판부도	이곳으로	이전했

었다.

세월이	흘러	1992년	성서캠퍼스에	동산도서관이	신축되면서	도서관이	성

서로	이전하고	2004년	성서에	행소박물관이	건축되면서	박물관	등	기존	동산

관에	입주해	있던	모든	부서는	성서로	이전했다.	지금	동산관에는	대구시에서	

이	건물을	임대하여	대구디자인산업진흥원	업체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다.	그

리고	1층	로비	좌측	전시장에는	오래	동안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한	극

재	정점식(1917~2009)	교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극재미술관’이	설치돼	있다.

극재(克哉)	정점식(鄭點植)	화백은	대구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며	계

명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	정점식	화백은	1세대	추상작

가로서	오늘의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있게	한	산파역을	한	한국	추상미술계

의	거목이었다.

정점식	화백은	서양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수필가와	교육자로서도	적지	않

은	발자취를	남겼다.	계명대학교는	동산관	로비에	많은	미술대학	교수,	동문,	

학생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화랑을	그가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여	‘극재미술관’이라	명명하였다.	극재미술관	입구에는	정점식	화백의	

흉상이	건립돼	있다.

1978년	5월	동산관	건축	당시	철근	값이	폭등하고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도

저히	건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건축	감독을	했던	담당자

와	구매를	책임진	총무과장이	수소문	끝에	대구시	내의	모	업체로부터	철근을	

확보하였다.	문제는	동산관	건축에	알맞은	길이(비철이	아닌	정철)의	철근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여야	함에도	다급한	나머지	비철을	구입하여	학교	재정

에	손실을	끼쳤다고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또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우선	구매

한	시멘트가	일반	건축용으로	쓰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도로와	하수도용	

고로시멘트를	구입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다시	반납하는	등	동산관	건축에	우

여곡절을	겪었다.	

극재 정점식 화백을 

기리는 극재미술관

동산관 건축 당시 

철근 값 폭등과 

시멘트 품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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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시멘트는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인	슬래

그(광재)에	포틀랜드	시멘트와	석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상적인	포틀

랜드	시멘트에	비해	초기	강도가	낮은	것이고	다만	내구성이	우수하여	댐	등	대

규모	콘크리트	공사와	지하철	공사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

동산관	건축을	담당했던	추성엽	장로는	동산관을	건설하면서	이런저런	우여

곡절은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계명대학교의	대명캠퍼스	건물	중에도	이	동산관

이	가장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에	이름난	경일건설(주)의	

이세준	사장도	“나도	이런	건물	한번	지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평을	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당시	문교부의	감사

에서도	동산관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으므로	건축담당자를	표창하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극재 정점식 화백을 기리는 극재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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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이	설계하고	신진건설(주)이	시공하여	1980년	12월에	준공한	비사

관(飛獅館)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490㎡(2,568평)	규모의	건물이며	초

기	명칭은	외국학관으로	외국학대학	독립	건물로	사용되었다.	증개축을	제외한	

신축	건물로는	대명캠퍼스의	마지막	건물이고,	계명대학교의	건물	중	유일하게	

계명대학교의	공로자	이름이나	아호가	아닌	계명대학교의	상징	동물인	날개	돋

은	사자,	즉	비사에서	따서	이름	붙인	건물이다.

비사는	백수의	제왕으로서	그	견인불발(堅忍不拔)의	의지와	위엄을	지닌	용

맹과	승리의	불기둥이며,	희망의	태양이요,	조국수호의	상징이다.	그	날개는	빛

의	원천을	찾아	솟아오른	자유의	깃발이고,	그의	우렁찬	포효는	거룩한	처소에

서	만인을	진리의	산성으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이기도	하다.	이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향한	계명인의	기상을	이	비사로	삼고	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4장	7,	8절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고	네	생물에는	각각	여섯	날개가	있다고	했다.	

신약성경	4복음서는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상징	생명체(동물)가	있는데	예수	그

리스도의	공생활,	광야에서	외침(사자의	울음소리)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

은	백수의	제왕인	사자를	상징하고	마태는	사람,	누가는	송아지,	요한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상징한다.	성경의	날개	달린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에스

겔	1장	5절~25절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날개	달린	네	생명체

의	기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억류되어	있는	기간에	천사라는	개념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날개	달린	네	생명체의	부조(浮彫,	돋을새김)는	1145년부터	건

축공사가	시작된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이	유명하고,	특히	유럽의	오래된	

많은	성전에도	4개의	기둥에	대부분	날개	달린	네	개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연합(RMN)의	소장	미술작품	중	고대	그리스로마	유물로	날

개	달린	사자석상과	날개	달린	금속공예	유물이	있고	향유	항아리	그림에도	날

개	달린	사자가	등장하고	근년에는	폴란드	새천년	기념주화에도	날개	달린	사

자가	등장한다.

비사관

계명대학교의 

상징 동물 

비사(飛獅)에서 

유래된 이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4:7~8) 

6개 날개 돋은 사자,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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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준공한 대명캠퍼스 비사관

계명대학교	상징	동물인	비사에서	이름을	딴	비사관은	대명캠퍼스	본관	남

쪽,	명교관과	남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사관	북쪽	정면에는	4층	높이의	이

오니아식	기둥	6개가	줄지어	선	포티코가	있고	동쪽	옆문	포티코에는	4개의	기

둥이	2층	높이로	줄지어	있다.	이	동쪽	옆문은	대명캠퍼스	남문과	연결이	되는

데	지대가	낮아	바로	지하	1층으로	들어설	수	있게	돼	있다.

이	비사관은	외국학대학이	성서로	이전하기	전	한때	사회과학대학이	함께	사

용하였고,	이들	대학이	성서로	이전한	후에는	체육대학,	음악공연예술대학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대명캠퍼스에	마지막으로	건축한	비사관의	창문틀은	1980년까지	계명대학

교	모든	건축물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하이샷시	창문틀을	사용했다.	남달

리	붉은	벽돌의	튼튼한	건물을	건축하기로	유명한	계명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사

용한	철	창문틀이	아닌	하이샷시	창문틀로	바꾸는	것은	좀처럼	결재받기가	쉽

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건축자재	구입을	담당했던	관리과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총장실에서	철	창문틀과	하이샷시	창문틀의	견고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재료를	불에	녹이는	실험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계명대학교	건축물에

는	하이샷시	창문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최초로 하이샷시를 

사용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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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캠퍼스 전경(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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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창립 1899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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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관 / 童山館

1982년 준공한 성서캠퍼스 첫 건물인 백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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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에	들어선	첫	건물인	백은관은	현대건축설계연구소의	설계와	삼

환기업(주)가		1981년	9월	착공,	1982년	12월에	준공한	연면적	16,255㎡(4,915

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준공	당시에는	자연과학대학이	사용할	목적

으로	‘자연관’이라	불렀으나	1993년	5월	이	건물이름을	계명대	설립자	3인	중	한	

사람으로	제2대	법인	이사장을	역임한	백은	최재화	목사의	계명대학교에	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호를	따서	백은관이라	명명했다.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서쪽	인문,	사범대학	건물인	영암관(榮巖館)과	의과

대학	건물	사이에	위치한	이	백은관은	계명대학교가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한	이후	새로	조성한	성서캠퍼스의	첫	건물로	건축	당시에는	대구	대동맥	역할

을	하고	있는	달구벌대로가	왕복	2차선이었던	시절	특별히	쓸모가	없는	궁산	야

산자락(성서)에	제2의	창학정신으로	세운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한편	백은	최재화	목사는	1892년	경북	선산	해평에서	태어나	1914년	안의와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대학을	거쳐	모교	경신학교

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1919년	대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애국자요	독립운

동가이다.

독립운동으로	일제로부터	11년의	징역형을	받은	최재화	목사는	중국에	망명

하여	산동성	화북신학교를	졸업하고	산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31년	

귀국	대구	제일교회	담임목사와	194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며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최재화	목사

는	1954년	계명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장과	계명대학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2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하며	계명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62년	향년	70세로	소천한	최재화	목사는	1980년	애국애족의	공로로	대통

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정부로부터	추서받았다.

계명대학교는	종합대학	승격	이후	제2캠퍼스	부지	선정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고	대구	인근	전	지역의	캠퍼스	조성	후보	부지를	샅샅이	뒤지며	찾아낸	참으

로	멋진	곳이었다.

계명대 설립자 

3인 중 한 사람으로 

제2대 법인 

이사장을 역임한 

백은(白恩) 최재화

(崔載華, 1892~1962) 

목사 기념관

제2의 창학정신으로 

기적같이 이룩한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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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석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석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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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여느	대학처럼	경산	하양	지역도	검토했으나	우선	대명캠퍼스에서	거

리가	멀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교통문제와	장차	동산병원의	이전문

제,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문제를	고려하여	성서지역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지금은	국내외	많은	대학관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일반	인사들조차

도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는	참으로	멋진	곳을	선정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

하고	있다.	그런데	부지선정에서	매입과	캠퍼스	조성에	이르기까지	재원확보를	

위해	대명캠퍼스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뿐	만	아니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청정절융의	내핍생활로	기적같이	성서캠퍼스는	완

성단계로	다가서고	있다.

석촌	홍영석	명예교수는	1936년	경북	군위군	부계에서	출생하여	경북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고	1968년	계명대학교에	부임하여	2001년	정년퇴임	때까지	

33년간	봉직하면서	자연대	화학과를	신설하고	또	자연과학대학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홍교수의	업적

을	기념하여	백은관	공동강의실	202호를	석촌실이라	명명하였다.

특히	홍영석	명예교수는	오산(悟山)	홍정수(洪禎修)	선생의	장손으로서	홍

정수	선생이	일생동안	수집하여	오산서실(悟山書室)에	보관하여	오던	고문헌	

2,200여	권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기증함으로	계명대학교에서는	이	서적

을	벽오고문헌실내에	오산문고(悟山文庫)를	마련하여	별도	소장하고	있다.

공동강의실 202호는 

석촌(石村) 

홍영석(洪永錫)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석촌실(石村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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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 / 榮巖館

제1학생회관

인문국제학대학, 사범대학 건물인 영암관은 1983년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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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남문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합동건축의	설계와	한주건설(주)이	

시공하여	1983년	12월에	준공한	연면적	17,701㎡

(5,355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영암관이다.	백은

관에	이어	성서캠퍼스에	두	번째로	건축한	이	건물

은	대학	설립자	3인	중	한	사람인	영암	강인구	목사

를	기념하는	건물로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이	사용하

고	있다.

강인구	목사는	1908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여	

평양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을	교

육사업,	29년을	대구,	경북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

면서	계명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목회자였다.

강인구	목사는	특히	1948년부터	경북	영천	금호

교회,	영천	제일교회,	대구	서남교회	담임목사로	활

동하면서	경동노회장과	경북노회장을	여러	차례	역

임하면서	기독교의	전파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계성학교,	성광학원,	영남신학대학,	장로회	신학대

학	이사와	계명대학	설립자이고	설립이사로서	우리

나라	교육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설립자중 한 사람인 

영암(榮巖) 

강인구(姜仁求) 목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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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	현관에	들어서면	넓은	중앙	로비가	있고	이	로비에는	동서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큰	문이	나	있으며	북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제1학생회관으로	통

하는	출입구가	나오는데	그	층의	계단	세미나실	358호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과	교수로	1967년부터	28년간	재직하며	학생처장,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등을	

역임한	들메	서재극	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들메실이다.	들메	서재극	박사는	학

자와	스승으로서	동료	교수들과	제자,	후학들로부터	남다른	존경을	한	몸에	받

았던	한글학자였다.

영암관	3층	340호	강의실은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로	1975년부터	17년간	

재직하면서	사범대학장,	기획실장,	도서관장을	역임하며	학과와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재	이원주	교수의	공적을	기리는	중재실이다.

중재	이원주	교수는	퇴계선생의	후손으로	193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경북

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에	부임하여	대동한문

학회와	계명한문학회를	창립하고	특별한	애정으로	후학양성에	귀감이	되었던	

한문학자였다.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영암관	앞뜰에는	10여	명의	기라성	같은	석학들이	기

념식수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기념식수를	한	석학들은	한문학자	중재	이

원주	교수,	대학원장을	역임한	교육학과	이희도	교수,	교목실장을	역임한	최성

찬	목사,	부총장을	지낸	백승균,	정만득,	이정빈	교수,	한글학자	들메	서재극	교

수,	국문학자	조동일	석좌교수,	그리고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머스

(Jurgen	Habermas)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1992년	6월	23일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학생회관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4명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한문교육과 중재(中齋) 

이원주(李源周) 교수의 

공적을 기리는 

중재실(中齋室) 

세계적인 석학들의 

기념식수

3층 세미나실은 

들메 서재극 교수를 

기념하는 들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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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자 중재 이원주 교수를 기념하는 중재실

한글학자 서재극 교수를 기념하는 들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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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대구시 건축상을 받은 제1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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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대구시 

건축상을 받은 

아름다운 제1학생회관

동인건축이	설계하고	한주건설(주)이	시공하여	1984년	6월에	준공한	제1학

생회관은	연면적		2,837㎡(858평)의	4층	건물로	성서캠퍼스	학생회관으로서는	

제일	먼저	지어진	건물이다.

인문대학	건물인	영암관과	자연과학대학	건물인	백은관	사이로	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보이는	처마가	달린	예쁜	사각건물이	제1학생회관인데	1984년	

준공할	당시	대구시	건축상을	받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	학생회관은	건축	당

시	1층에는	매점,	서점,	이용원,	의무실로	사용되었고	2층에는	학생,	교직원	식

당,	3층은	분식당과	동아리방,	4층은	600명	이상	수용하는	강당이	있었다.

1993년	2월	성서캠퍼스의	메인	학생회관인	바우어관이	준공됨에	따라	제1학

생회관의	학생식당,	보건소,	동아리방	등	대부분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바우어

관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현재	제1학생회관은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인문대,	사범

대	학생회와	동아리	방	등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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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농 黎農 김정환 金正換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여농관 黎農館

김정환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여농관(1987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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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여농관은	연면적	444.420㎡(134평),	지

하	1층,	지상	2층의	3층	건물로	명건축이	설계하고	대학에서	직접	시공하여	

1987년	1월에	준공한	계명대학교	운동선수	기숙사였다.	그러나	야구,	유도,	태

권도,	양궁,	육상,	테니스,	빙상	등	운동선수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

들도	학생	기숙사인	명교생활관을	이용하게	하고	이	건물은	현재	공과대학과	

건축학대학	학생회관과	스터디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을	여농관이라	이름	한	것은	2009년	5월로	여농	김정환(건축학대학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여농	김정환	교수는	1939년	경

북	안동에서	태어나	1964년	계명대학교	역사지리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독일

로	유학,	도르트문트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	모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5년	정년까지	22년간	학문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많은	업적

을	남겼다.

특히	여농	김정환	교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오래	동안	활

동하였고	모교에서	재무처장,	공과대학장,	정책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

였으며	정년	후에는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제	39,	40대	회장직을	맡아	모교와	총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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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는	원래	두	곳에	크지	않은	연못이	있었다.	하나는	

바로	동산도서관	앞	비사광장	서편	봉경관	자리이고	또	하나는	성서캠퍼스	동

북쪽	끝인	제2공학관	자리다.

1988년	봉경관	자리의	연못을	매립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대신	궁산에

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가두는	형태로	한학촌	앞뜰에	연못을	만들었다.	계곡	위

에	아담스	채플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자연	계곡물	대신	인공으로	계곡물을	흐

르게	하고	있고	그	골짜기를	따라	계단식	산길을	만들어	‘가온길’이라	명명했다.

‘가온길’이란	2010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길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이

름이다.	‘가운데	길’,	‘올바른	길’,	경상도	방언으로	‘그	사람이	온	길’,	‘가져온	길’	

등으로	해석이	된다.	특히	동·서양의	가치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길,	

내	친구가	온	길이고	내	친구를	만난	길,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길,	나	자신을	가

져온	길,	한자로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길로	해석이	되어	매우	의미가	깊은	길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이	‘가온길’은	성서캠퍼스	한가운데	길이고	성서캠퍼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담스채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담스채플과	인간

이	사는	한학촌,	공부하는	서당과	생활의	주거지인	안채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	

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가온길’	양쪽에는	키	큰	소나무가	우겨져	있고	이름	모를	풀들이	봄,	여름,	

가을에	꽃을	피우며	돌	모양의	스피커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	계명의	가

족이	특히	점심시간이면	자주	찾는	좋은	길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는	네카강	산기슭을	따라	아름다운	산책길이	나	있는데	

수많은	독일의	지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철학자의	길(Philosophenweg)’라고	한

다.	철학자의	길	못지않게	‘가온길’도	계명인들에게는	낭만과	사색의	세계로	인

도하는	아름답고	멋진	길이	되고	있다.

봉경관 / 鳳卿館

연못자리에 세운 

봉경관과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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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경	이원경(1886-1958)	목사는	퇴계	이황	선생의	14세손으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이원영	목사는	한문	사숙(私塾)과	평양신학교를	거쳐	경북	경안노회

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19년	안동	예안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제에	

의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195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회장을	역임하였다.	일제	식민정책으로	피폐해진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기독

교	정신에	입각한	신교육을	하고자	안동	경안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	설립이사

로	봉사하며	두	학교의	창설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에	계명대학교에서	

2013년	5월	개교	59주년	기념일을	맞아	사회과학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을	봉경관이라	명명하고	봉경	이원영	법인설립이사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봉경관은	서울건축이	설계하고	한일산업(주)이	시공하여	1988년에	준공한	

것으로	연면적	16,503㎡(4,992평)	L형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사회과학대학	강의

실,	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봉경관	옥상에는	1970년대	안동	다목적댐	

건설이후	수몰지구	등에서	수집한	전통	장독	수백	개가	진열되어	있다.

계명대학교 설립이사, 

독립운동가 봉경(鳳卿) 

이원영(李源永) 기념관

낭만과 사색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온길’ (2010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길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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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법인 설립이사였던 봉경 이원영 목사를 기념하는 봉경관(1988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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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교마을 / 명교생활관

성서캠퍼스	서쪽	궁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골짜기에는	진

리,	정의,	사랑동을	비롯한	모두	10개	동의	학생,	외국인	교수생활관(기숙사)이	

들어서	있다.	이	기숙사	마을을	명교마을	혹은	명교생활관이라	부르게	된	것은	

계명대학교의	초창기였던	1962년	계명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여학생기숙사(명

교생활관)를	건립하도록	거액의	발전기금을	희사한	의양	정재호	회장	부인	박

명교	여사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박명교(朴明嬌) 

법인 이사장을 

기념하는 

기숙사

명교생활관 믿음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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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일어 

특성화 하우스 등 

재학생 2,500여 명 

수용하는 

남녀 학생기숙사

박명교	여사와	그	가족은	계명대학교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많은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하였고	특히	박명교	여사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학교

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와	제9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봉사한	바	있는	계명대학

교의	은인이다.

박명교	여사가	계명대학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계명대학	설립	초창기인	

1962년이다.	당시	시설확충과	재정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신태식	학장과	안

두화	목사는	1962년	2월	20만	달러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기부금

을	낸	총	100명	가운데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의	쉐턱	씨	부부가	10만	달러를	기

부했고	한국인은	모두	60명이	참여했는데	기부금이	3만1천	달러였다.	그	중	3

만	달러를	박명교	여사가	기부한	것이다.	지금도	3만	달러는	큰돈이지만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3만	달러는	매우	큰	재산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박명교	여사

과	그	가족이	계명대학을	돕는	일은	1992년	성서캠퍼스	조성자금	부족으로	몹

시	어려울	때	120여억	원의	기증을	거쳐	2007년	장남	정규진	회장의	5억	원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명교마을은	1989년	준공한	진리,	정의,	사랑동을	비롯하여	모두	9개	동	연면

적	54,331,75㎡(16,435평)의	2인	1실	남녀	재학생	2,500여	명을	수용하는	학생기

숙사와	외국인	교수	전용의	국제동(2,742.1㎡,	830평)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명

교마을	안에는	전국	최초로	영어	특성화	교육을	하는	켈리(KELI)하우스를	비롯

하여	중국어(CLIK),	일본어(JIKU)	특성화	하우스가	있고	800석	규모의	식당인	

만나동,	독서실,	헬스장,	탁구장,	야외운동장	등의	복지시설이	마련돼	있다.

명교마을에는	또	대구시	이외의	먼	거리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향토생활관	제도를	마련하여	포항,	경주,	김천	등	19개	지방시도의	40여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400여	명의	먼	거리	지방출신	학생들이	편리하게	기숙사	생

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명교마을은	1989년	대아건축연구소의	설계와	한일산업(주)이	시공한	관리

동,	진리,	정의,	사랑동과	2001년,	2002년,	2004년	모두	세	차례의	(주)현대건

축사사무소의	설계와	삼아건설(주)이	건축한	믿음동을	비롯한	5개	동,	그리고	

2010년	(주)현대건축사사무소의	설계로	화성산업(주)이	건축한	협력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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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생기숙사인 명교생활관은 1989년 준공한 관리동을 

비롯하여 2010년 준공한 협력동까지 모두 10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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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에 준공하여 그해 8월 21일부터 11일간 개최된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 체조, 배드민턴 경기가 열렸던 체육관

체육관 / 체육대학 

대운동장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Mens sana in 

copore sano)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

(Juvenalis)가	한	말이다.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체육관	북쪽	현관	위에는	이	

문구가	적혀있다.	1983년	한강	이남에	최초로	체육대학을	설치한	계명대학교

는	1990년	성서캠퍼스에	(주)현대건축사사무소의	설계로	한일산업(주)이	시공

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28.59㎡(3,487평)	규모의	실내체육관(2,890

관중석)과	1,100㎡(333평)의	강의,	연구동	외에	월드컵	공식	구장규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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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서울아시안게임 

육상 5000m 

금메달리스트 김종윤, 

88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 김재엽, 

94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98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안상미,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3년 연속 우승의 주역 

김태한 투수 코치 등을 

배출한 대한민국 

체육의 메카

18,397.8㎡(5,565평)의	대운동장을	2003년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와	(주)

한라주택이	착공하여	건축하였다.

대구·경북권에서	마루	면적이	가장	넓은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은	1층	주

경기장과	지하	창작실,	2층	체조,	유도	경기장	외에도	태권도	경기를	할	수	있는	

587㎡(178평)의	코리아태권도센터와	헬스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따라서	지

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체조경기장으로	사용되었고	2011

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에도	배드민턴	경기장	등으로	이용된	바	있다.

대운동장은	대구	최초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비롯해	우레탄트랙,	인라인스케

이트장,	스탠드를	갖춘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폭우가	내리더라도	3시간	후에	바

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다.	월드컵	공식	구장	규격을	갖춘	이	대운동장은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외부	트랙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연면적	1,289,1㎡(390평)	규모의	1,200명	수용	스탠드	아래에는	10여	

개의	학생	동아리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탁구장,	샤워장,	세면실	등도	따로	

마련돼	있다.	이	대운동장은	건축할	당시	한국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다.	

계명대학교는	1983년	지방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체육대학을	설치하고	체

육학,	무용학,	사회체육학,	태권도학과를	개설하여	체육교원	양성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히	체육특기생을	선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의	국위를	크게	

선양하는	많은	체육인재를	배출해왔다.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은	양궁,	야구,	테니스,	육상,	육도,	태권도	등	여러	종

목의	세계적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86서울아시안게임	육상	

5000m	금메달,	10,000m	은메달을	딴	김종윤,	88서울올림픽	유도	60kg	금메달

리스트	김재엽,	94릴리함레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98나

가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안상미,	2000년	조선일보	마라톤에	우

승한	김재경,	그	외에	양궁의	황숙주,	정창숙,	장혜진,	태권도에	오형근,	김창빈,	

김건일을	배출했고	1984년	창단된	야구부는	전국체전을	제패하고	백호기대회	

준우승을	했으며	한때	프로야구에서	이름을	날렸던	김상호,	김민호,	유명선,	최

재호	선수도	모두	계명대학교	야구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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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준공한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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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정문에	들어서면	멀리	정면	마주	보이

는	궁산	자락에	웅대한	사각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이	계명대학

교	설립에서부터	1978년	종합대학이	될	때까지	대학의	성장과	발

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제3대	학장	동산	신태식	박사를	기리는	

동산도서관이다.

동산	신태식	박사는	1909년	경북	청송에서	출생하여	대구	계성

학교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거쳐	일본	동북제국대학을	졸업하

고	계성중·고등학교	교장과	계명대학	제3대	학장을	역임하면서	

계명대학교	설립에서부터	1978년	종합대학	승격까지	대학의	성

장,	발전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영원한	계명인이다.

동산	신태식	박사는	계명대의	설립주체자	안두화	박사와	누대

에	걸친	각별한	인연으로	1953년	계명대	설립을	위한	제1회	기성

회준비위원회를	자신의	계성학교	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또	신

태식	박사는	당시	대한민국	중앙교육위원으로	계명대학	설립인

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1년	한국인으로서	최

초	제3대	학장에	취임하여	1978년	종합대학이	될	때까지	18년	동

안	수십	차례의	국내외	대학발전기금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	대학을	오늘의	계명대학교로	성장,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동

산도서관	앞	비사광장	가장자리에는	동산	신태식	박사를	기리는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시인의	헌시(獻詩)가	기록된	시비(詩

碑)가	있다.

이	시비는	2007년	신태식	박사	서거	3주기를	맞아	학교법인	계

성학원,	신명학원,	계명대학교의	이사회	결의로	세운	것이다.	신

태식	박사의	오랜	친구였던	시인	박목월이	1969년	동산	신태식	

박사	회갑에	지은	시,	‘나의	노래(신태식	선생	회갑에)’를	서예가	

근원	김양동	교수가	글씨를	쓰고	제자인	혜공	손인호	박사가	약

전을	썼다.

동산도서관 / 童山圖書館

대학발전기금조성 기념비

대학의 설립에서 

종합대학 승격까지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영원한 계명인 

동산 신태식 박사를 

기리는 동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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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신태식 명예총장을 기념하여 1992년에 준공한 동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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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자”라는 문장이 써있는 동산도서관

동산 신태식 박사를 기리는 시인 박목월의 ‘나의 노래’ 시비 - 신태식 선생 회갑(1969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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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에	준공한	이	동산도서관은	여느	대학캠퍼스의	구도와는	전혀	다

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정문	맞은편이나	캠퍼스	중심부에	

대학	행정본부인	본관을	건립하는데	이처럼	캠퍼스	중심부에	대학도서관을	건

립하게	된	것은	대학은	역시	학문의	전당으로	도서관이	가장	중심부에	상징적

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계명대학교의	남다른	철학에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주)가	착공한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1,612㎡(6,538평)의	웅대

한	이	도서관은	현대건축사무소의	설계로	ㅁ자형을	하고	있어	도서관	내부에서

의	동선이	순환적으로	수월하고	또	가운데	공간이	탁	트여	도서관	내부의	공기	

순환이	잘	되는	등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섬세한	배

려로	설계된	아주	훌륭한	건물이다.

동산도서관	현관에	들어서면	우측에는	동산	신태식	박사의	흉상과	약전을	기

록한	오석이	있고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마주	보는	

한	가운데	벽에	이런	문구가	검은	오석에	기록되어	있다.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자

BONUS	INTRA	MELIOR	EXI

이	문구는	계명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가	본인과	가족,	나아가	나라와	

인류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글귀다.	학문의	탁

월성을	추구하고	탁월한	학문의	윤리성을	앙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계명대학교로서는	최대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최대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	보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동산도서관	리모델링	후	2층에서	3층으로	새	단장을	해서	이전한	동

산도서관	전자정보실은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35년간	봉직하고	정년퇴

임을	한	고범	정만득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고범전자정보실이다.

고범	정만득	박사는	1932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

위(1963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1972년)를	받고	평생을	학자

와	교육자로서	살아온	온유한	선비였다.	특히	고범	정만득	박사는	계명대학교

에서	도서관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	여러	차례	주요보직을	역임하

며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자, BONUS INTRA 

MELIOR EXI’

고범 정만득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고범전자정보실

캠퍼스 중심부 정면에 

상징적으로 

대학 도서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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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도서관	7층에는	계명대학교가	지난	40여	년	동안	수집한	7만여	권의	한

적(漢籍)을	보관하고	있는	고문헌실이	있다.	이	고문헌실을	벽오고문헌실이라	

한다.

‘벽오’는	계명문화대학교	김남석	총장의	아호인데,	김남석	총장은	계명대학교	

동문으로서	1961년	계명대학	도서관	사서로	들어와서	계명대학	병설전문학교

의	교수,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총무처장,	기획실장,	도서

관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계명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매

우	크고	특히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여타	대

학	도서관과는	달리	많은	수의	한적을	소장하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

서	계명대학교에서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개교기념일에	김남석	교수	정년퇴

임을	기념하여	이	고문헌실을	‘벽오고문헌실’이라	명명했다.

2014년	현재	동산도서관은	170여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한적	7만여	

권	중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귀중본만	총	18종	67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

각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보물	국가문화재를	소장하는	도서관이	되었다.	이들	

보물	중에는	1445년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등	대학자들로	하여금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로	짓게	한	장편	서사시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보물	제

1463호)	초간본	제8-10책을	비롯하여	보물	제1465호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보물	제1702호	삼봉선생집(三峯先生集),	보물	제1629호	신한첩(宸翰帖)	등이	

포함돼	있다.

계명대학교가	한적과	고문서를	집중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초반

부터이다.	특히	기념문고를	설치하여	계명대학교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

로	하여	기증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1969년	8월	홍영석	교수의	오산(悟山)문고

(1,870권),	1974년	5월	이장연(李璋淵)씨	일청(一靑)문고(10여	책),	1975년	7월	

홍영백	씨	우신문고(528책)	등이	설치되어	3,000여	권의	한적을	수집했다.	

또	1977년	5월	이원주	교수의	선대의	향산(響山)문집	목판을	인수했고	1982

년	6월	이씨(李氏)문고(7,375책)를	당시	거액인	1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	가운데

는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진주성도를	비롯하여	용비어천가,	삼봉선생

집,	도은선생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벽오(碧梧) 

김남석(金南碩)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용비어천가 초간본 등 

보물 18종 67책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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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도서관	앞	비사광장	북서쪽	가장자리에는	1996년	5월	20일	계명대학교	

개교	4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계명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재(淨財)를	희사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한	대학발전기금조성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모두	4개의	큰	오석으로	구성된	발전기금조성기념비에는	1992년	120여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희사한	전	삼호그룹	회장	의양	정재호	회장과	2004년	50여억	

원을	기증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개인	1,300여	명과	120

여	개	단체의	이름이	녹명되어	있다.

대학발전기금조성

기념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및 동산도서관장을 역임한 벽오 김남석 박사를 기리는 벽오고문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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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관  / Smith Memorial Hall 

노천강당

성서캠퍼스	서편	궁산	기슭	솔밭	가운데	위치한	스미스관은	명건축이	설계

하고	삼아건설(주)이	시공한	지하1층,	지하5층	연면적	5,411,7㎡(1,637평)	건물

로	1994년	10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국제학대학(1979년	설치한	외국학대학을	

1995년	개편)이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미국북장로회	주한선교부	스미스	목사를	기념하여	스미스관이라	

부른다.	1954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담당	간사였던	스미스	목사가	

방한했을	때	계명대학교	설립자	안두화	목사와	초대	학장	감부열	박사는	그에

게	계명대학교	설립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스미스	목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미

국	뉴욕	당국의	승인을	얻어	계명대	설립기금으로	12만	5천	달러를	마련하였

다.	다만	이	자금	가운데	3만	5천	달러는	서울	숭실대를	위해	할애하고	계명대

학교	설립자금으로	9만	달러를	재배정하였다.	이	9만	달러는	계명대학교	대명

동	캠퍼스	부지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계명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스미스	목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국제학대

학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스미스관이라	이름	한	것이다.

국제학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스미스관	좌측에는	한학촌이	있고	우측에는	

8,000여	석	규모의	노천강당이	들어서	있다.	이	노천강당은	대명캠퍼스의	노천

강당을	그대로	따와	지은	것으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어느	좌석에서도	무대를	

볼	수	있도록	고대	희랍의	원형극장을	모델로	건축되었다.	1989년에	준공한	연

면적	729.99㎡(221평)	규모의	이	야외강당에서	입학식,	졸업식	등	학사행사	외

에	각종	대형	학생행사들이	펼쳐진다.

노천강당	주변에는	단풍나무,	벚나무	등	활엽수가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	남

다른	멋과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	강당은	대명캠퍼스	노천강당이	1962년에는	

건축되었으므로	27년	만에	성서캠퍼스에서	다시	재현한	것이다.

계명대학교 

설립자금 지원에 

앞장섰던 

미국 북장로회 

주한선교부 

스미스(John Coventry 

Smith) 목사 기념관

성서노천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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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John Coventry Smith)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1994년에 준공한 스미스관

1989년 준공한 노천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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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본관

1996년 준공한 성서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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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개교한	계명대학교가	지천명(知天命)을	앞두고	성서시대	

개막과	함께	제2창학을	선언하며	완공한	건물이	성서본관이다.	(주)

현대건축사사무소의	설계와	삼아건설(주)이	시공하여	1996년	2월에	

준공한	이	본관은	1955년	준공한	대명캠퍼스	본관이	모습	그대로	건

축되었다.	다만	대명본관은	연면적이	3,767m²(1,140평)이었으나	성

서본관은	5,153m²(1,560평)로	3분의	1정도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차

이점이다.

대명본관이	캠퍼스	내	가장	높은	바위언덕	위에	건립된	것처럼	성

서본관도	캠퍼스	중심부	야산	청석언덕	위에	건립되었다.	대명본관

이	캠퍼스	구조상	대구의	앞산인	비슬산을	등지고	북향	팔공산을	바

라보고	지은	것이어서	시련과	풍파가	많았다면	성서본관은	주산(主

山)인	궁산을	등에	업고	남향	비슬산을	멀리	바라보며	건축되어	풍수

지리상	자좌오향(子坐午向)의	복	많은	명당자리에	굳건하게	자리	잡

고	있다.

따라서	북향	고난의	대명캠퍼스	시절은	지나갔고	계명대학교	성서

시대는	생기왕성하여	사방으로	크게	뻗어나갈	좋은	시절을	만난	것

이라	할	수	있다.	성서캠퍼스	본관은	계명대학교의	희망찬	미래의	상

징물이다.	

대명본관과	같이	성서본관도	정면	2층	높이의	포티코에는	4개의	

큰	둥근	기둥이	받치고	있고	건물의	동서양쪽	끝에는	박공지붕이	아

름다운	모습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붕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돔,	큐폴

라는	멀리에서도	이	건물이	계명대학교	본관임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인	위용을	보이고	있다.	그	돔,	종탑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신

약	성경과	우리	학교의	기본법인	학교법인의	정관을	안치해	두었다.	

계명대학교의	여느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	본관도	붉은	벽돌에	여

름이면	파란	담쟁이가	올라가고	가을이면	이	담쟁이가	붉게	물들어	

낙엽이	지는데	그	사이로	하얀	창문틀이	무척	아름답게	보인다.	

계명대 희망찬 

미래의 상징물, 

성서본관

본관 지붕 돔 속에는 

성경과 학교법인 정관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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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본관	출입구	좌우	전면	벽에는	1736년	조선조	영조	때	대구읍성	축조	시

에	사용된	성곽돌들이	수직으로	여러	개	박혀있다.	이	성곽돌들은	20세기	초에	

일본인들에	의해	대구읍성이	해체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계성학교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본관	신축과	함께	구하여	여기에	부착시킨	것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가	우리	고장,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킨다는	다짐을	하고자	함이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면	좌측	대리석	벽에	계명대학교	교육이념인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의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리

이	글귀는	계명대학교	설립	당시의	교훈인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For	Christ	and	his	Kingdom’과	지금의	계명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of	Truth,	Justice	and	Love’에서	따온	

문구다.

성서본관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정면에	큰	백지	그림이	걸려	있고	

그	아래	라틴어와	한글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적혀있다.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TABULA	RASA’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白紙)’를	의미한다.	모든	

계명인이	그	백지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넣을지	생각하고	고민

하라는	의미다.	특히	계명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계명동산에	머무는	동안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고	개척,	도전

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계명대학교가	1996년	성서본관을	준공하였을	무렵	기독교	고등교육의	정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리’ 

계명의 초상화,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전면 현관 좌우에 

대구읍성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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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의 초상화 :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교육이념 대구읍성 성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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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앞 우물 정자 ‘井’

접견실 유리창 설형문자 :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인간의 나날은 짧고 어리석으나 신은 영원하고 지혜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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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본질을	표현하는	계명의	상징화를	본관	현관	정면	벽에	그리고자	하였으

나	그	그림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영국의	훌륭한	한	학자

가	계명대학교를	방문하였고	그	학자에게	“한	대학이	진정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그	학자는	“적어

도	몇	백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이제	한	세기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얼

굴을	가지려면	아마도	몇	희년(禧年)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계

명의	초상화를	‘백지,	TABULA	RASA’로	표현한	것이다.	

성서본관	접견실	유리창에는	특별한	그림이	각인되어	있다.	이	식각판화(蝕

刻版畵)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인류	역사의	초창기인	수메르(Sumer)시

대의	점토판에	새겨진	설형문자(楔形文字)를	따온	것이다.

이	쐐기문자는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인간의	나날은	짧고	어리석으나	

신은	영원하고	지혜로우시다.”라고	적고	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계명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쐐기문자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본관	앞	잔디밭에는	우물	정자	모양(井)의	돌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옛날에는	돌을	깎아	우물	‘井(정)’자의	조형물을	만들어	마을	샘	위에	올려놓

고	여기가	우물임을	표시했다.		샘(우물)은	물론	인류의	문화와	자연의	번성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	샘은	성경에	묘사되는	진리와	구원의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	‘井(정)’으로서	계명대학교의	설립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소명을	

뜻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서사시인	「용비어천가」

에	나오는	샘으로서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샘물이	바다에	이르도록	하는	깊

은	샘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계명대학교가	지켜나간다는	의지의	표

시기도	하다.

2014년	개교	60주년,	환력의	해를	맞은	계명대학교는	메인캠퍼스인	성서캠퍼

스	본관	앞	잔디밭에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靑金石)를	계명대학교가	추구

하는	우주적	진리와	인류공동체를	상징하는	“계명석”으로	세웠다.

Lapis	lazuli(靑金石)는	신석기	시대부터	장식용	구슬(기원전	70세기)로	애용

되었던	준보석으로서	갈데아	우르	지역(기원전	40세기),	수메리아(기원전	30세

기)	및	현	이란	지역(기원전	21세기)	무덤	등에서	발굴되었고	길가메쉬	서사시

접견실 창문 설형문자

본관 앞 잔디밭 

우물 정자 ‘井’ 

조각품 2점

‘계명석(啓明石)’인 

라피스 라줄리

(lapis lazuli, 靑金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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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 교석(校石) 청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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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8세기)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이집트의	투탕카멘(기원전	14세기)

의	눈썹에도	사용되었다.

Lapis	lazuli의	짙은	청색을	포함한	다양한	색채의	무늬와	결은	밤하늘의	은하

수를	비롯한	여러	성좌의	흐름을	옮겨	놓은	것	같이	보인다.	고대	문화인들은	

이러한	돌이	우주의	비밀과	진리를	품고	있다고	믿어	특별히	고귀하게	생각한	

것	같다.	특히	유대교	경전	전통에서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해온	은행나무는	

유일하게	방계(傍系)	후손목이	없는	단일	수종의	나무다.	은행(銀杏)의	어원은	

열매의	겉색이	은빛인	것과	그	모양이	살구나무	열매를	닮았다하여	살구나무	

행(杏)	자를	더하여	은행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은행나무를	압각수(鴨脚樹)라고도	하는데	이는	잎의	모양이	오리발	같이	

가운데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독일	문학의	거인	괴테는	은행잎을	동서양의	조

화,	모든	대립적	가치와	양상을	생동적이며	평화롭게	통합하는	상징으로	칭송

하기도	했다.	또	암수가	딴	그루인	은행나무를	공손수(公孫樹)라	부르는	것은	

심은	사람의	당대에는	결실하지	않고	손자대(孫子代)에	가서야	열매를	맺는데

서	연유한다.

이토록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유일성과	유구성을	함께	지니며	올곧은	선비의	

기상을	가진	은행나무를	계명대학교	교목으로	삼는	것은	계명대학교가	빛을	여

는	전당으로서	그	존재의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원산지가	한국인	이팝나무는	암수	딴	그루의	물푸레나무목	쌍떡잎식물로서	

5~6월이면	햇가지	끝마다	마주	갈라지는	꽃대에	흰	꽃이	만발한다.	이팝나무의	

이름에는	옛날	한국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서민들에게	이밥,	즉	입쌀밥이	매

우	귀했던	시절에	벼농사가	잘	되어	이밥	먹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이	나무의	흰	

꽃	핀	모습이	이밥같이	보였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라고도	하고,	꽃	피는	시기가	

입하(立夏)	무렵이므로	「입하」가	「이팝」이	되었다고도	한다.

계명대학교가	이팝나무	꽃을	교화로	삼는	것은	계명동산의	모든	계명인들로	

하여금	봄날에	만개하는	이팝나무	흰	꽃처럼	아름답고	청결,	정직하라는	의미

를	지닌다.

교화(校花): 이팝나무 꽃

교목(校木):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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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校木): 은행나무(좌), 교화(校花): 이팝나무 꽃(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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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전경(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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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쉐턱관 / The Ruth Shattuck Hall

 프랑크 쉐턱의 부인 루스 쉐턱을 기념하는 성서쉐턱관(1996년 준공)



성서캠퍼스 181

성서캠퍼스	동쪽	계명문화대학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쉐턱관은	(주)현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와	삼아건설(주)의	시공으로	1996년	10월에	준공한	지하	1

층,	지상	4층	연면적	6,952.460㎡(2,103)평의	직사각형	남향	붉은	벽돌건물인데	

이	건물을	쉐턱관(The	Ruth	Shattuck	Hall)이라	명명했다.

루스	쉐턱은	시드니	프랑크	쉐턱(1878~1976)의	부인으로	이들	부부는	미국	

위스콘신	주	니나에	살았다.	계명대학교	설립의	주체자였던	안두화	박사의	외

가가	위스콘신	주	니나에	있었고	쉐턱	씨와	안두화	박사	어머니(Caroline	N.	

Babcock)는	모두	미국의	종이회사	Kimberly-Clark	Kleenex의	상속자였기	때문

에	두	가문은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	이런	사연으로	대구에	계명대학을	설

립하고	초창기	외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때에	안두화	학장은	쉐턱	씨에게	재

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쉐턱	씨가	흔쾌히	계명대

학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계명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는	대학발전에	공로가	많았던	쉐턱	씨를	1966년	

명예	법인	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미국	위스콘신교회	평의원회	회장직을	두	

번에	걸쳐	맡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학교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쉐

턱	씨는	1976년	3월	4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쉐턱관은	건축	당시	가정대학이	입주하였으나	가정대학이	개편된	후	지금은	

법경대학과	교양교육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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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관

모두 6개 동 연면적 

29,806.26㎡(9,016평)의 

방대한 시설로 

2007년부터 

한국공학인증원의 

11개 인증프로그램

운영

공과대학과이	사용하고	있는	공학관은	모두	6개	동으로	성서캠퍼스	동북

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90년	말에	준공한	공학	1,	2,	3호관은	연면적이	모두	

19,678.05㎡(5,953평)이고	2000년에	준공한	공학	4호관과	구조실험동,	실습동은	

연면적이	10,128.21㎡(3,064평)이고	이외에	부속	건물이	여러	개	있다.	공학관	

내에는	25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포함하여	종합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시청

각실,	22개	컴퓨터	실습실,	140여	개	각종	실험,	실습실과	부속	공장들이	있다.

계명대학교	공과대학의	학문분야는	교통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

학,	화학공학,	화학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	경영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게임모

바일콘텐츠학,	에너지공학	등이다.	공학관	1~3호관은	환경건축이	설계하고	현

대건설(주)이	착공했고	제4호관은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주)성림

종합건설이	공사를	맡았다.

배석천(裵錫千)	교수는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5년	독일	도르트문트대

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1989년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

수로	부임했다.

배석천	교수는	23년간	공과대학	교수로서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

장,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공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한바	매우	컸다.	이에	계

명대학교에서는	공학	제4호관	시청각실을	2012년	6월	석천실(錫千室)이라	이

름하였다.

배석천 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석천실(錫千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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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3호관), 2000년(4호관) 준공한 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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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동문	좌측	도로변에	건축된	건물이	산학협력관이다.	(주)현대건

축사사무소가	설계하여	삼아건설(주)이	착공하여	1998년	준공한	이	산학협력관

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325.670㎡(2,216평)	건물로	2012년까지	대학원

이	사용한	건물이었으나	대학원이	2012년	신축한	동천관으로	이전하고	이	건물

에는	산학협력단과	대구은행	계명대지점과	레스토랑,	출판부	등이	입주해	있다.

산학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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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관



186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1999년	건축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정문은	대구의	대동맥인	달구벌대로

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를	바로	연결해주는	정남향의	거대한	문이다.	국내에

서는	보기	드문	고대	그리스	양식의	이	정문은	세	개의	구조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개의	구조물은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계명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들	구조물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건

축물이	성부	하나님과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	중	‘사랑’을	가리킨다.	그리고	구

조물을	받치고	있는	앞줄	12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은	예수님의	12제자,	뒷줄	12

개	기둥은	오늘을	살아가는	계명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12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	정문은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

아건설(주)이	건축을	맡았다.

성서캠퍼스	조성을	계획한	1978년부터	1982년	이전까지는	캠퍼스	부지	땅값

이	평당(3.3058㎡)	2백	원	내지	3백	원으로	20만	평을	구입한	바도	있었고,	도로

가로	가장	비싼	정문	주변의	땅값도	평당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였다.	그러

나	1981년	말	동산병원	유지재단과	학교법인의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관

선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고	학교가	혼란에	빠져	6년간	부지매입을	전혀	못했다

가	1988년	7월	신일희	총장이	총장	직선제로	복귀한	뒤	부지를	매입하려니	정문	

주변의	땅값은	폭등하여	평당	3백만	원이	넘었다.	

성서캠퍼스	정문	주변의	땅은	순천	김씨	문중	땅으로	3,000여	평을	3백만	원

을	넘게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어	초대	총장으로	성서캠퍼스	부지선정과	캠퍼

스	조성계획을	마련했던	신일희	총장은	부지매입을	일찍	하지	못하고	대학의	

재정손실이	너무	커	못내	아쉬워했다.		

성서캠퍼스 정문

계명인 상 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 정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대한 정문

교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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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에 준공한 성서캠퍼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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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을	들어서기	전	두	개의	책	모양의	오석(烏石,	검은	돌)에는	한자와	영어	

교명이	쓰여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구약을	상징하고	또	상

아탑으로서	계명대학교가	탁월한	동서양	학문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교명석이다.	우리	국어	한글	교명은	정문	가장	높은	구조물	상단에	새겨져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왕복	4차선	차도와	좌우	양측	폭	9m의	인도가	직선으로	

250m	가량	전개된다.	이	큰	도로를	비사로라고	이름한다.	비사(飛獅)는	계명대

학교의	상징	동물인	날개	달린	사자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스러

운	동물이다.	비사로	좌우	양측에는	계명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	수십	그루가	

네	줄로	도열하듯	나란히	서	있어	만추의	가을날에는	그	노란	단풍잎이	계명대

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반기고	도로	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는	키	작고	가지

가	옆으로	퍼진	아름다운	반송이	줄지어	있다.

비사로	끝은	동서로	본관과	봉경관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데	동산도서관	쪽

의	인도	가장자리에는	정문을	향한	구멍	뚫린	석상이	하나	서	있다.	그	석상이	

혜안의	‘계명인	상’이다.	책을	의미하는	평평한	반석(盤石)을	보고	서	있는	수직	

석상,	즉	계명인이	마음의	눈,	심안(心眼),	영안(灵眼),	혜안(慧眼)으로	펼쳐진	

책을	유심히	보고	있다.

그	책,	평평한	반석에는	계명대학교가	추앙하는	10개의	존재적	실체인	‘나,	

너,	계명,	이웃,	한국,	인류,	자연,	교회,	예수,	하나님’과	10개의	실존적	가치인	

‘진리,	정의,	사랑,	나라,	학문,	탁월,	윤리,	봉사,	은혜,	구원’이란	낱말을	계명

대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10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어,	불

어……’	등으로	새겨놓았다.

그리고	반석의	시작	부분에는	구약	창세기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를	창조하시니라.”를,	끝	부분에는	신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

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지어다.”라고	새김으로써	계명대학교의	창학이

념과	교육이념,	교육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계명인	상이	있는	비사로	끝	부분에서	동산도서관	앞	동서	도로까지	넓은	광

장에는	교목인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반송,	느티나무가	줄지어	있다.	그리고	광

장의	동서	양측	잔디밭에는	군데군데	외국인	조각가들의	석조	조각품들이	전시

돼	있고	가운데	끝자락	잔디밭에는	수십	개의	골동품	맷돌들이	전시돼	있는데	

신, 구약과 동서양 

학문을 상징하는 

두 권의 책 모양의 

교명석

비사로(飛獅路)와 

혜안(慧眼)의 계명인 상

비사광장과 

사은사문(思恩師文), 

사제자곡(思弟子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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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름다운	광장이	비사광장이다.

비사광장	중간부분에는	계명대학교	배지	모양의	두	개	기념비가	세워져	있

다.	앞의	것은	계명대학교	출신	제자들이	스승의	높은	뜻을	기리는	사은사문이

고	뒤의	기념비는	교수들의	제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제자곡이다.

2009년	5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제작된	이	사은사문에는	‘깨어	꿈	따라가는	

스승	따라	가리’라는	뜻	깊은	문구가	새겨져	있고	사제사곡에는	‘빛을	여는	계명

인아……	교육의	성취	넘어	개척자	되고……	존재의	제한	넘어	승화자	되거라’

라고	적혀있다.

혜안의 계명인 상

비사광장의 사은사문(思恩師文, 좌)과 사제자곡(思弟子曲, 우) 기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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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전경(2014년)



192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제일	높은	곳인	궁산	중턱에	위치한	아담스채플은	계

명대학교	설립의	주체자였던	안두화	박사	기념관으로	계명인들이	하나님께	경

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당이다.

남향의	아담스채플은	멀리서	바라보면	한가운데	우뚝	솟은	동판지붕	돔과	좌

우	모두	세	개의	삼각형	박공지붕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담스채플	꼭대기의	세	

개의	탑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믿음,	소망,	사랑	그리

고	계명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건물이	계명

대학교의	채플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담스채플	정면과	동서	양쪽에는	거친	석재로	기둥을	세운	포티코가	있고	

그	위에는	아치창과	소박한	장미창(rose	window)이	뚫려	있다.	주	출입문인	동

쪽	포티코	오른쪽에는	아담스채플의	공식명칭	‘Edward	Adams	Hall	of	Worship	

and	Praise’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고	출입문	옆	좌측	벽에는	흰	초석이	박혀	있

는데	그	초석	아래	검은	돌판에는	“여기	부착된	흰	초석은	성지에서	구해온	‘예

루살렘	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아담스채플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남쪽에서는	1층이지만	동서쪽으

로	들어서면	남쪽	1층은	지하가	되는	3층	건물이다.	2층	동편은	대예배실이고	

서쪽	2,	3층은	대학교회가	쓰고	있는	중예배실,	행정실이다.

대예배실	정면에는	3,770여	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거대한	오르간이	보인다.	

1999년	개교	45주년	때	13억	원을	들여	제작한	이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베를린

의	Karl	Schuke사가	디자인,	제작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오르간

으로	윗부분은	세	개의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파이프	오르간	하단에는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

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가	다음과	같이	라틴어로	적혀	있다.	

아담스채플 / Edward Adams Hall of  Worship and Praise

계명대 설립자 

안두화 박사 기념관

3,770개의 

파이프 오르간과 

160개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진 

아름다운 예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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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준공한 아담스채플



194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성서캠퍼스 195

1999년 준공한 아담스채플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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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여 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아담스채플의 파이프 오르간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인 아담스채플 ‘정원영’ 녹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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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	PRO	REGNO	VERITATIS	IUSTITIAE	ET	CARITATIS

대예배실	좌우	측랑에는	각각	7개의	큰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	기둥들

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천사,	일곱	금촛대,	일곱	나

팔을	상징한다.	기독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완

전한	숫자를	7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체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를	합한	것이	7인데	여기서	특히	어느	하나,	즉	1이	

빠지면	마귀의	수	6이	된다.	

학생	채플과	교직원	예배	등	교내외	행사	때마다	웅장한	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대예배실	좌

우	창문과	가운데	돔	천정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성경의	주요내용과	

계명대학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스테인드글라스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햇빛

이	스테인드글라스에	비치는	아침저녁이면	천연색	그림이	대예배실	내에	무척	

아름답게	비치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한다.	스테인드글

라스	창문	밑에는	그	그림을	제작하는데	헌금을	한	독지가들의	이름이	각각	녹

명되어	있다.

아담스채플	대예배실에는	모두	7~8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200여	개가	있

다.	그	의자에는	제작할	때	제작비를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녹명되어	있

다.	그	이름	가운데는	이런	사연이	깃들인	녹명자도	있다.

2000년경	어느	교양과목	담당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과	그	이유’

를	제목으로	하여	수강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냈다.	금강산도	나오고	타지

마할(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	1630~1648)등	세계의	유명	관광지가	다	

언급됐다.	그런데	어느	여학생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	학교의	

아담스채플을	꼽았다.	언덕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언제든

지	찾아가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광활한	마음의	세계를	차분

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여학생

의	깊고	순수한	마음을	높이	사서	그녀가	즐겨	앉던	의자에다	그녀의	이름	‘정원

영’을	녹명하였다.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아건설(주)이	시공하여	1999년	5월

에	준공한	이	아담스채플은	연면적이	3,689㎡(1,116평)의	3층	건물이다.

대예배실 

의자 기증자 모두 녹명,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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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김상렬 법인 이사장 

기념관인 오산관 / 悟山館

성서캠퍼스	쉐턱관	북쪽에	위치한	오산관은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로	

(주)성림종합건설이	시공한	지하1충,	지상	4층,	연면적	5,975.03㎡(1,807평)	규

모의	환경대학	연구실,	강의동	건물로	2001년	11월에	준공했다.

환경대학관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계명대학교	법인	이사와	제

20~23대	이사장(1988~2001)을	역임한	오산(悟山)	김상렬(金相烈,	1927~2006)

박사의	계명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기념관이다.

김상렬	박사는	3·1운동가로	계성학교	총동창회장과	YMCA회장을	역임한	김

정오	장로의	아들로	1927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약학대학을	거쳐	영남대	

대학원에서	약학박사학위를	받고	1961년부터	대구가톨릭대	교수로	1993년	정

년	때까지	봉사했고	오랜	기간	계명대학교	법인	이사,	이사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1975년부터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1981년부터는	학교법인	남산학원	법

인	이사로	헌신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유기화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온화하고	청렴한	성품과	돈독한	신앙심은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

었다.

특히	오산	김상렬	박사는	1983년	계명대학교가	동산병원의	통합과	더불어	몹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관선	임시	이사로	취임하여	18년간	법인	이사,	13

년간	법인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곧은	성품과	높은	덕망으로	계명대학교의	안

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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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준공한 오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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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관 / 義洋館

  2003년 준공한 의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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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동산도서관	서편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의양관은	(주)현대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와	(주)흥산건설이	시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14,122㎡

(4,272평)의	붉은	벽돌	건물로	2003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경영대학,	이부대

학,	교직원식당,	휴게실	등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계명대학교	설

립초창기부터	성서캠퍼스가	한창	조성	중이던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계명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재산을	헌납한	의양	정재호	회장의	업적

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의양	정재호	회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193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방

직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1960~70년대	우리나라	재계	1위의	삼호그룹을	창

설,	한국경제의	재건에	크게	이바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인의	

한	사람이었다.

의양	정재호	회장과	계명대학교의	인연은	1930년대에	대구	서문시장	인근	계

성학교	가까이서	양말	공장을	경영하면서	마침	이웃이었던	신태식	계성학교	교

장과	각별한	친분을	갖게	되면서	맺어졌다.	모두	일본	유학을	한	사람들로서	오

래	동안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두	사람은	신태식	교장이	계명대	제3대	학장으

로	자리를	옮기면서	계명대학	초창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게	된	정재호	회장

이	그	후원자가	된	것이다.

1962년	20만	달러	계명대학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정재호	회장의	부인	박명교	

여사가	국내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3만	달러를	기증한	것부터	시작하여		1967년	

대명캠퍼스	교수연구관인	의양관	건립기금	전액과	당시로는	매우	귀한	후지카	

석유난로를	구입,	모든	교수	연구실에	기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2년	계명대

학교가	성서캠퍼스	조성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평생	모은	부산	

문현동	부동산(시가	120여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헌납한	계명의	은

인이	바로	정재호	회장이다.	또,	대를	이어	정재호	회장의	장남인	제주축산개발

(주)	정규진	회장이	2007년	계명대에	5억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헌납했다.

계명의 은인, 

의양 정재호 회장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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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	정재호	회장의	부인	박명교	여사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법인	이사와	제9대	이사장으로	봉사하였고	정재호	회장은	1968

년부터	1982년까지	학교법인	이사로	헌신하였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는	

1992년	정재호	회장의	계명대학교에	대한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학교법

인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였고	계명대학교는	지난	2007년	11월	의양관	현관	

우측에	정재호	회장	흉상을	제막하고	약전을	그	옆에	새김으로써	계명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후학들에게	기리고	있다.

의양관	동편	2층에는	5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이	회의실은	운제실

(雲梯室)이라	부른다.	운제(雲梯)는	인문대학	철학과	백승균(白承均)	명예교수

의	아호로	백승균	교수는	독일	튀빙겐(Tübingen)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

고	1977년부터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1년	8월	정년	때까지	25

년간	뛰어난	학자와	올곧은	스승으로서	학문의	발전과	후학육성에	헌신하였다.	

특히	백승균	교수는	계명대학교	재직기간	중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여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3층	높이의	의양관	운제실	좌우벽과	출입문	쪽	벽에는	매우	의미	깊은	세	개

의	그림이	걸려	있다.	운제실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는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베

로네제(본명	Paolo	Caliari,	1528~1588)의	「가나의	혼인잔치(The	Marriage	Feast	

at	Cana)」가	걸려있고	좌측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천재	예술가	산치오	라파

엘로(Sanzio	Raffaello,	1483~1520)의	「아테네	학당(The	School	of	Athens)」이	

걸려	있다.	또	운제실	정면	맞은편	벽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이

며	학자이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가	

걸려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린	그림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으로	

히브리	문화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테네	학당」은	고대	그리스의	관념세

계를	논하는	플라톤,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과	현인

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리를	향한	각자의	사상이나	업적과	관련된	자세와	제스

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희랍	문화의	전통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테네 학당」, 그리고 

「세한도(歲寒圖)」

백승균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운제실(雲梯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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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균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운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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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한도」는	우리나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文人畵)의	대표작(국보	제

180호)으로	추사	김정희가	1840년	제주도	유배	시에	그의	제자	우선(藕船)	이상

적(李尙迪,	1804~1865)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세한도에는	초라한	집	한	채와	자신을	상징하는	고목(古木)	몇	그루가	한	겨

울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김정희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제자	이상적은	통역관으로	중

국에	가서	스승이	좋아하는	최신서적	경세문편(經世文編)	120여	권	등을	몇	차

례에	걸쳐	사서	보내	주었다.	김정희는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렸

는데	이는	논어	자한(子罕)편에	겨울(세한,	歲寒)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

가	시들지	않고	변함없이	푸르다는	것을	사제	간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오래

도록	간직하며	잊지	말자(장무상망,	長毋相忘)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계명대학교,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으로서	스승과	

제자가	오래도록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가는	계명동산에서	히브리와	희랍,	그리

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상징하는	위의	세	그림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의양관	동편	1층에	400석	규모의	교직원	식당과	휴게실이	있고	그	안쪽에	50

석	규모의	내빈용	특식당이	있다.	이	특식당을	심제당이라	부른다.	심제는	1964

년	가정대학	가정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1991년	정년까지	27년간	학교와	학생들

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허필숙(1927~2011)	명예교수의	아호다.

심제	허필숙	교수는	조선시대	명필	허묵	선생의	후손으로	학자와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특히	조리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요리솜씨

가	매우	훌륭하여	여러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계명대학

교에서는	2009년	5월	개교	45주년을	기념하여	이	특식당을	심제당이라	명명하

였다.

심제(心齊) 

허필숙(許必淑) 

명예교수를

기념하는 

심제당(心齊堂)



성서캠퍼스 205

 히브리 문화의 전통을 상징하는 베로네제의 「가나의 혼인잔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사제간의 장무상망(長毋相忘)의 의미를 담은 「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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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박물관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성서캠퍼스	본

관	동편	평지에	신축한	행소박물관은	공간과	(주)현대건축사

사무소가	설계하고	영안건설(주)이	시공한	지하	1층,	지상	2

층,	연면적	6,709㎡(2,029평)의	박물관	전용	단독	건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행소	신일희	

총장의	계명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행소박

물관이라	명명했다.	

행소	신일희	박사는	동산	신태식	3대	학장	장남으로	1966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독일문학	전공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	교수를	거쳐	1974년	계명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1978년	초대,	제4~7,	9~10대	총장으로	재직하면

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계명대학교	발전

의	주춧돌이	되었고	특히	기적같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계명대

학교의	성서캠퍼스를	계획하고	마련한	장본인이다.	

이	박물관	지하에는	유물을	보관하는	유물수장고와	각종	교

육프로그램	행사를	하는	시청각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애용

하는	뮤지엄	카페(그라지아)가	있다.	1층에는	특별전시실(동

곡실),	세미나실,	뮤지엄	샵과	학예연구실,	그리고	영화,	드라

마	촬영장소와	여러	가지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	로비가	있다.	

2층	로비에는	국보	제147호인	울산	천전리	암각화가	정면	벽

에	실물	크기대로	그려져	있고	우측	제1전시실에는	계명대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실과	구석기,	신석기	유물과	대구	

인근	안동,	김천,	경주	등의	발굴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좌측	제2전시실에는	고령,	성주지방의	가야	고분	발굴유물

과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유물과	민속자료	1,000여	점이	전

시돼	있고	2층	남측	로비에는	1956년	대명캠퍼스	본관	종탑에	

설치되었던	초창기	대형	종이	전시되어	있다.

행소(行素) 

신일희(申一熙) 총장 

기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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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준공한 행소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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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박물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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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480㎡)은	1963년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국

립부여박물관장을	거쳐	1977년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4년	정

년	때까지	행소박물관	관장으로	27년간	재직한	동곡	김종철	명예교수의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여	동곡실(東谷室)이라	명명했다.

동곡실에는	2004년	개교	50주년	기념	민화특별전을	비롯하여	‘세계문명,	살

아있는	신화	대영박물관	대구전(2005)’,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사진전

(2007)’,	‘중국국보	대구전(2007)’,	‘대구의	박물관	엑스포(2008)’,	‘기산풍속도-그

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2009)’,	‘중국	고대	음식기구전(2009)’,	‘중국	근현

대	수묵화	명가전(2010)’,	‘Inside	the	DMZ	사진전(2010)’,	‘대한민국	현대화의	주

역	아산	정주영	회장	10주기	추모	사진전(2011)’,	‘조선	왕실의	탄생교육과	문예-

제왕의	길(2012)’,	‘신석기문화	특별전[대구·경북의	신석기	문화	그	시작과	끝]	

(2012)’,	‘계명대학교	소장	보물전(2013)’,	‘다시	보는	반구대	암각화(2013)’가	전

시됐다.	2014년에는	‘헝가리	합스부르크	왕가	보물전’과	‘대한민국	기독교	교육

의	선구자	동산	신태식	명예총장	10주기	추모	유물,	사진전’이	계획되어	있다.

1978년	5월	대명캠퍼스에서	개관한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에	단독	

박물관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그동안	꾸준히	발굴한	5~6세기경의	가야	고분

의	발굴	유물과	매년	수집,	매입한	청자,	백자,	민속품,	기증받은	동북아시아	화

폐와	특히	수준	높은	150여	점의	민화를	포함하여	20,000점의	귀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이	중	2,000여	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학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12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2

학기에는	화요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행소박물관에는	유물	아닌	귀한	유물	한	점이	2층	역사실에	전시되어	있다.	

어느	시골	가난한	집안	출신	졸업생이	서울의	유명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하여	

폐인이	된	지경에	계명대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을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준	모교

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무엇을	남기고자	아버지가	손수	삼은	짚신	한	켤

레를	선물한	것이다.	그	졸업생은	자신이	원하던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국	유학	후	서울의	어느	큰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그	짚

신을	매우	소중한	유물로	삼고	많은	재학생들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행소박물관은	재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	등	연간	60,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

가고	있는데	그동안	국제규모의	전시	실적이나	소장유물의	질과	사회교육	프로그

램,	시설의	규모	등에서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보물 제 1600호 

진주성도를 비롯한 

2만여 점의 

귀중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행소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은 

초대 박물관장 

동곡(東谷) 

김종철(金鐘澈) 

명예교수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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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한학촌

 계명서당의 청송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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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매우	깔끔하고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로	소문난	계명

대학교	성서캠퍼스의	궁산	기슭에는	전통	서원과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계명한학촌이	있다.	위치로는	궁산	중턱에	자리한	아담스채플	아래쪽이다.	서

쪽	끝에는	스미스관이	자리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동산도서관과	의양관,	봉경관

이	자리하고	있다.	한학촌	자리는	원래	솔밭으로	기존의	자연지형과	숲을	최대

한	살려서	한학촌을	조성하였다.

계명한학촌의	우거진	숲,	계곡의	시냇물,	연못	그리고	흙과	나무로	지어진	휴

먼	스케일의	전통건축은	콘크리트	건물	내에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몸

과	마음의	안식을	주는	치유의	공간이자	한국의	전통적인	공기를	들이킬	수	있

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장소다.

계명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영남은	그	어느	곳보다	빼어난	자연풍경과	더

불어	야은	길재(吉再,	1353~1419),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	퇴계	이황

(李滉,	1501~1570),	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같은	뛰어난	학자와	인

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특히	영주	소수서원(사적	제55호),	안강	옥산서원(사

적	제154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대구	도동서원(사적	제488호)	등	우

리나라	5대	서원이	모두	자리	잡은	고장이다.

2004년	5월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한	계명한학촌은	크게	

계명서당(446.85㎡,	135평)과	한옥민가인	계정헌(溪亭軒,	343.54㎡,	104평),	그

리고	정원과	기타시설로	연면적이	모두	856.20㎡(260평)에	이른다.

먼저	계명서당은	훈장이	유생들을	가르치는	강학당인	경천당과	경천당	정면

에	풍류를	즐기는	휴식공간으로서	언덕	위의	청송루가	있고	경천당	우측에는	차

를	즐기는	문다헌,	좌측에는	훈장이	생활하는	온지실이	있다.	경천당	앞뜰	좌우

에는	유생들이	자습하고	휴식을	취하는	구인재와	집의재가	있고	경천당	뒤뜰에

는	바르고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오죽(烏竹)	대밭이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다.

이	계명서당은	도동서원과	도산서원,	옥산서원	같은	유명서원의	형태를	본보

기로	하여	지은	공부하는	서당으로	서원(書院)이라	이름	하지	않는	것은	선비가	

모여서	학문은	강론하되	석학이나	충절로	죽은	사람을	제사하는	제당(祭堂)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 시티투어’에 

빠질 수 없는

 계명한학촌

경천당(敬天堂), 

청송루(靑松樓), 

문다헌(聞茶軒), 

구인재(求仁齋), 

집의재(集義齋), 

온지실(溫知室)로 

구성된 

계명서당(啓明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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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서당을	나와서	서쪽으로	선비교를	지나면	전통	양반민가	한옥이	ㅁ자형

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양반한옥은	여성들의	주거공간인	안채와	손님을	영접

하며	남자들이	주로	기거하는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한옥

은	대구의	입지적인	기업인으로서	계명한학촌	건축에	상당한	사재(私財)를	희

사한	바	있는	계정	우종묵	회장의	아호를	따서	계정헌이라	명명했다.

계정	우종묵	회장은	1923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려예식장	등	여러	기업을	

경영하면서	지역의	공익사회사업에	특별히	공헌한	공로로	1994년	국민훈장을	수

훈한	바	있는	우리	고장	모범기업인이자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인(善人)이다.

계명서당과	계정헌	사이에는	100m에	이르는	계곡이	있고	이	계곡을	따라	아

담스채플로	올라가는	돌계단	길을	가온길이라	하며	봄,	여름,	가을에는	솔밭	사

이로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여	많은	계명인들이	찾는	사색의	길이	되

고	있다.	계명한학촌에	생활공간인	계정헌과	학문의	세계를	상징하는	계명서당

을	연결하는	다리를	선비교라	부른다.

계명한학촌	계정헌	앞마당	앞에는	계명서당과	계정헌	사이로	흘러	들어온	물

이	모이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서편에	바람에	날아갈	듯한	정자	한	

채가	있다.	이	정자를	서운정(瑞雲亭)이라	한다.

서운(瑞雲)은	우리	학교	건축학대학	건축학과	이중우(李重雨)	명예교수의	아

호로	2004년	계명한학촌	건축	당시	이중우	교수가	건축설계를	맡아서	건축하였

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정자를	서운정이라	이름한	것인데	당초	이	정자의	이

름은	‘익청정’이었다.

서운	이중우	교수는	1941년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연세대를	거쳐	한양대학

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	1978년	계명대학교에	부임하여	2007년	정년퇴임	시

까지	건축학과	교수,	산업기술대학원장,	이공대학장,	공과대학장을	역임하며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계명한학촌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3개이다.	동산도서관과	의양관	사이의	

남쪽	정문은	일주문(一住門)이고	동쪽	아담스채플	가는	길에서	들어오는	동문

은	계명서당과	연결되는	문으로	학이문(學而門)이라	하고	서쪽	계정헌으로	들

어오는	서문은	백호문(白虎門)이라	한다.	백호문이라	명명한	것은	동양의	동서

남북을	지키는	상상	속의	4가지	동물,	즉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

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운정(瑞雲亭)과 연못

대구를 아우르는 

문화 공간

계정(溪亭) 

우종묵(禹鐘默)회장을 

기념하는 

계정헌(溪亭軒)과 

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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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명한학촌은	계명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

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적	전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

고	있다.	한학촌에는	다양한	한문강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전통문화	강좌가	

열리고	있다.	논어,	주역,	명심보감	강의를	비롯한	15개	강좌가	매년	운영되고	

있고	서화,	민화,	판소리,	가야금	강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말에는	어린이	1박	

2일	한옥체험,	널뛰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전통매듭,	한지공예,	명절체험,	전통

혼례	등으로	계명한학촌은	대구의	유명한	관광코스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이	계명한학촌에는	대구를	찾은	외국	저명인사들이	자주	와서	한국	전

통한옥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오찬과	만찬을	하기도	하고	기념촬영를	즐기기

도	한다.	지난	2015년	4월	12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된	제	7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물라투	테시호메	위르투	에디

오피아	대통령,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메니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야노쉬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압델리라	벤키란	모로코	총리,	얀	얄리아슨	유엔사무부총장,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이	이곳에서	환영오찬을	하면서	한국	전통한옥의	모

습을	감상하기도	했다.

계명한학촌의	계명서당은	건축사사무소	마루가	설계했고	계정헌을	비롯한	

그	외	건축물은	정우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여	2004년	4월에	태화건설(주)이	모

두	준공했다.	다만	2011년에	준공한	일주문인	백호문은	건축사사무소	마루가	

설계하고	(주)선재가	건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8개국 정상들의 기념촬영 장소인 계명한학촌 계정헌 앞뜰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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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남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위치한	첫	건물이	지역	최초로	

전체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아담스대학(Keimyung	Adams	College)과	국

제협력단이	입주해	있는	동영관(국제관)이다.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삼아건설(주)이	시공한	지하	2층,	지상	5

층,	연면적	14,826.5㎡(4,485평)의	이	동영관은	2007년	12월에	준공한	건물로	준

공	당시에는	국제관이라	이름	하였다.	그런데	2008년	지역의	인터불고그룹	동

영	권영호	회장이	후학양성을	위해	계명대학교에	부동산	2,434,547㎡(736,450

평,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시가	40여억	원)을	희사하였다.	계명대학교에

서는	권영호	회장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이	국제관을	그의	아호를	따서	‘동영

관’이라	명명하였다.	권영호	회장이	기증한	칠곡군	동영부지는	지금은	약용식

물원으로	개발하여	1899년	미국약방으로	시작한	계명대학교	약학대학의	꿈이	

원대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다.

동영	권영호	회장의	삶과	사상은	한	편의	소설과	같다.

1940년	경북	울진의	한	어촌에서	태어난	권	회장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바다	사람이다.	1966년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권	회장은	원양어선을	타고	오대

양을	누볐고	1972년	수산회사의	스페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페인과	인연

을	맺게	된다.	1980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권	회장은	폐선	직

전의	헌	배를	한	척	구입하여	선주가	되었다.	그때	회사이름을	‘인터부르고’라

고	이름	했고	그	이름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	본	적

이	없을	만큼	성실과	끝없는	노력으로	인터부르고는	1990년	초에	선박업,	냉동

창고업	등	11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대그룹으로	발전했고	이제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국제적인	선박왕이	되었다.

동영관 / 東榮館

인터불고그룹 

동영(東榮) 

권영호(權榮浩, 1940~ ) 

회장 기념관

동영 권영호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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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준공한 인터불고그룹 동영 권영호 회장을 기념하는 동영관

권영호	회장은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거인이었다.	1986년	고향에	동영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5억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중국	길림

성에	노인과	빈민자	복지사업	등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많아	2005년	중국	정부

로부터	‘우의상’을	받은	바	있고	스페인정부	국민훈장,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

장	등을	수훈한	바	있으며	2001년	계명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계명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희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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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의 음악공연예술의 전당인 계명아트센터(2008년 준공)

계명아트센터

음악공연예술대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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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동남쪽에	위치한	계명아트센터와	음악공연예술대학관은	연면적	

38,289.850㎡(11,583평)의	연결된	두	동의	건물이다.	음악공연예술대학관은	지

하	1층,	지상	5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	음악공연예술대학이	주로	강의실과	레슨

실,	연구실,	연주홀로	사용하고	있고	계명아트센터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높이

의	거대한	공연장	건물로	넓은	광장과	지하주차장을	끼고	있다.

계명아트센터는	2천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무대,	조명,	음향)이	모두	갖추어

진	한강	이남의	최고의	공연장으로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등	그	어떤	공연

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영남의	큰	자랑거리다.	특히	좌석수가	정확히	1954석으

로	이는	계명대학교가	대명동캠퍼스	청석언덕	위에	초석을	놓았던	1954년을	상

징한다.

공연장	내부에는	연습실,	리허설실,	출연자	대기실,	휴게실,	지휘자실,	분장

실	등	공연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특히	초대형	무대는	역동

적인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리프트	2기와	무대장치	이동기기	4대가	갖춰져	있다.	

무대에	깔린	마루는	북미산	1등급	단풍나무로	흡음을	최소화하는	등	무대	음

향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객석	벽면에는	가변커튼을	설치하여	

공연	장르에	따라	잔향을	조절할	수	있고	공연장내에	54개의	스피커로	객석	어

디에서도	동일한	음향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무대	1층	맨	뒤쪽	좌석까지는	

35m로	어느	자리에서나	무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수백억	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계명아트센터는	그	미적	장관이	보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준공	다음	해인	2009년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인	금상을	받은	건축물로	이	아트센터	구상에서	완공까지는	2002년부

터	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건축학적으로도	계명아트센터는	입구의	주현관에는	원기둥	열주상부에	원

형의	넓은	캐노피를	설치하여	공연	중간	쉬는	시간마다	공연장	밖으로	나와	여

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우천	시에는	많은	관중이	불편함이	없이	쉴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배려를	하였다.	아트센터	앞	넓은	광장은	아무리	많은	사람

이	몰려와도	혼잡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고	또	나무와	벤치

가	마련되어	만남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광장은	바로	

큰	도로와	연결되어	관람객들이	쉽게	아트센터와	대구	지하철	2호선을	불과	몇	

분	사이에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장	지하에는	2층	구조로	300여	대의	차

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한강 이남의 

최고의 공연장, 

계명아트센터

2009년 

대구시 건축상 

최고 금상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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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아트센터 내부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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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아트센터는	2008년	푸치니의	「3대	사랑의	오페라」	공연에	이어	11월	뮤

지컬	「맘마미아」를	공연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2009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등	10여	개	대형	뮤지컬이	공연되었고	20여	차례	음악회가	열렸으며	2011

년에는	뮤지컬	「모차르트」,	「오페라의	유령」,	「광화문	연가」,	「명성왕후」와	오

페라	「아이다」	등	60여	차례의	공연이	있었고	2012년에는	피아노	시인	쇼팽

(Fryderyk	F.	Chopin,	1810~1849)의	음악세계를	기리고	전	세계	음악인재의	발

굴을	위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쇼팽피아노	콩쿠르가	개최되기도	했다.

계명아트센터는	지금까지	세계	4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캣츠」,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을	모두	공연하여	영남지방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아티스트	정명훈,	조수미,	백건

우,	모스크바	필하모닉,	마에스트로	금난새	씨	등이	계명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한	후	크게	칭찬을	한	멋진	공연장이다.

1961년	종교음악과로	출발한	음악공연예술대학은	2013년	현재	1,100여	명의	

학부생들이	음악가와	음악교육자,	공연예술분야에	장차	뛰어난	예술인을	꿈꾸

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다.	특히	1999년	음악공연예술대학	내에	설립된	계

명쇼팽음악원과	2010년에	개원한	계명리스트음악원은	국외의	저명한	교수,	음

악인을	초빙해	재학생들에게	개인레슨을	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계명쇼팽음악원과	관련하여	아트센터	우측	음악공연예술대학관	사이에는	

넓은	광장이	건축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분수대가	있으며	서쪽	잔디밭에는	피

아노의	시인	쇼팽	동상이	제막돼	있다.	이	아름다운	광장을	계명대학교에서는	

‘쇼팽광장’이라	부른다.

1961년에	출범하여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계명대학교	음악예술공

연대학은	1977년	‘계명오페라단’	창단과	계명합창단,	계명실내악단,	계명심포닉

밴드,	무용단	설립	등으로	교수,	졸업생,	재학생이	국내외에	매년	수많은	연주를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명동산을	거쳐	간	수만	명의	졸업생들이	교육자로서,	전문	음

악인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푸치니 

「3대 사랑의 오페라」, 

뮤지컬 「맘마미아」,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등 

연간 60여 차례 

공연으로 대성황

쇼팽광장과 

계명쇼팽음악원, 

계명리스트음악원

영남 

음악공연예술의 본산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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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연예술대학	1층에는	계명의	은인	의양	정재호	회장과	부인	박명교	여

사의	장남인	제주축산개발(주)	해담	정규진	회장을	기념하는	해담콘서트홀이	

있다.

계명대학교	초창기인	1960년대부터	성서캠퍼스	조성시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정재를	희사했던	정재호	회장과	박명교	여사	가족

은	대를	이어	장남	정규진	회장이	2007년	계명대학교에	5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

부하였기에	음악공연예술대학의	300석	규모의	이	연주홀을	그의	아호를	따서	

‘해담콘서트홀’이라	명명하였다.	

해담	정규진	회장의	선친	정재호	회장은	경북	예천	풍양의	삼강마을	출신으

로	1932년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양말	공장으로	사업

을	시작했다.	그	양말	공장은	신태식	계명대학교	명예총장이	계성학교	교장시

절,	교장사택과	담	하나	사이로	이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1970년대	

12개의	큰	회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제일의	그룹	회장이	된	정재호	회장	가족은	

신태식	박사와의	인연으로	2대에	걸쳐	계명대학교를	계속하여	크게	돕고	있다.	

계명아트센터와	음악공연예술대학관은	(주)현대건축사사무소와	(주)토담이	

설계하고	(주)유성건설이	2008년	1월과	8월에	준공했다.

해담콘서트홀 

(제주축산개발(주) 

정규진 회장 기념관)

 쇼팽광장의 피아노 시인 쇼팽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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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계명대학교	동상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에	간호선교사	크리스틴	카

메론이	부임하여	동산병원	내에	간호	사업이	시작되었다.	1923년	대구,	경북지

방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만연하자	간호선교사로	사역하던	브루언	

간호사가	1924년	5월	5일	동산병원	내에	동산병원	부설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이다.

이렇게	설립된	간호대학은	1980년	계명대학교와	동산병원의	통합	이후	1989

년	기존의	동산간호전문학교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개편하였고	

1993년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GS건설(주)이	시공하여	2009년	12

월에	준공한	성서캠퍼스	간호대학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6,803.23㎡(2,058

평)으로	2013년	5월	계명대학교	개교	59주년을	맞아	‘전갑규관’이라	명명했다.	

1915년	경북	청송에서	출생한	전갑규	여사는	1933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전

신인	동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당시	

동산기독병원에	간호사로	봉사했다.	이	때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신태식	박

사를	만나	결혼하여	승격과	동산병원의	통합,	성서캠퍼스	조성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계명대학교로	발전하도록	헌신하는데	크게	내조를	하였다.

		특히	전갑규	여사는	남다른	역사인식으로	21세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간호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예견하고	계명대학교에	1989년	간호학과

의	창설과	이를	뒷받침할	1993년	간호대학	신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계명

대학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전	계명인의	귀감이	된	

전갑규	여사의	지대한	공적을	후세에	오래도록	기리고자	간호대학	건물을	‘전

갑규관’이라	명명하였다.

전갑규관 / 田甲圭館

90년의 역사를 

가진 간호교육의 메카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대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전갑규(田甲圭, 

1915~1994)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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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준공한 간호대학 교사인 전갑규관

메풀실(산초실, 山草室) 우리나라	현대	간호학의	어머니로	평가받는	메풀	전산초(田山草)	박사는	

1921년	소설가	늘봄	전영택과	독립유공자	채혜수의	딸로,	평양에서	태어나	

1941년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수,	연세대	간호대학장,	동산간

호전문대학장(1987~1992)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간호학의	발전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다.	따라서	계명대학교에서는	2009년	12월에	

준공한	전갑규관의	4층	N415호실을	메풀	전산초	박사의	아호를	따서	메풀실이

라	명명하고	전산초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1999년	전산초	박사	타계	후	자녀들은	매년	전산초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계

명대학교	간호대학에	학술대회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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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에	계명대학교	동상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설립한	장인차	박사는	

1908년	제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증하자	제중원에	근무하는	청년	7명을	선발

해서	그들에게	근대의학	강의를	했다.	강의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치료학,	내

과학,	산과학,	외과학,	약품조제,	영어	등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왕

진을	나가서	분만을	돕거나	가벼운	치료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학교육은	병원에서	필요한	의학전문인을	직접	양성했다는	측면에

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이	강의는	영남	최초의	근대의학교육으로	근대의학

사에	길이	남을	일이며	사실상	여기서부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동산캠퍼스에서	설립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캠퍼스	이전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성서캠퍼스	서편에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경일건설(주)이	시공하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1,151.33㎡(6,398평)의	

의과대학관을	준공하여	2010년에	모두	이전하였다.

1985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1986년,	1987년에	

이어	모두	29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의사국가고시에	10번이나	100%	합격률

을	자랑하는	의학의	명문으로	발돋움하였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은	2013학년

도까지	모두	2,028명의	의료인을	배출하였다.

계명대학교에서는	2009년	성서캠퍼스	서편에	건축한	의과대학	건물의	대강

당을	2012년	5월	장인차(Woodbridge	O.	Johnson)	의료선교사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	존슨홀이라	명명했다.

장인차	의료선교사는	미국	일리노이	주	게일즈버그에서	출생하여	펜실베니

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선교사로	대구에	와서	한강	이남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제중원과	최초	약국인	미국약방을	개원한	공로자이고	특히	나환자가	많

았던	대구·경북지방에	대구병원을	세워	나병	퇴치에	크게	공한한	개척자이다.	

특히	장인차	선교사는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캠퍼스의	조성을	개척한	사람이고	

대구,	경북이	사과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한	장본인이다.

의과대학관

107년 역사를 가진 

영남 근대의학의 

선구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1986년부터 

10회에 걸쳐 

의사고시 100% 

합격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존슨홀



성서캠퍼스 227

2009년 준공한 의과대학관



228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그는	1897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1912년	건강상	이유로	한국을	떠날	

때까지	15년간	한국인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고	1951년	7월	19일	글렌데일

(Glendale)요양원에서	82세로	소천했다.	

제중원을	개원한	후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

금의	동산언덕에	새	병원을	짓고	1905년	도서실을	처음	만들었다.	그	뒤	1958년	

미국의	자선사업가	드윗	월리스(Dewitt	Wallace)의	자료	및	시설	기증으로	의학

도서실이	공식기구로	발족하였고	1980년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의과대학	의

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0년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1993년	의학도서관	간호학	분관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건물이	준공되면서	2010년	의과대

학	건물	2층으로	의학도서관을	이전하였다.

의학도서관에는	국내외	의학도서,	자료뿐만	아니라	학술잡지,	시청각	자료	

등	10만여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도서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	국내외	학술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저널	6,000여	종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의학도서관은	영화,	음

악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성서캠퍼스	서편	달구벌대로와	대구	지하철2호선과	인접한	넓

은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20층,	1,033개	병상규모의	친환경	메디컬	센터인	새	

병원을	건설	중에	있다.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KMD	ARCHTECTS가	설계하고	(주)대우건설,	

세원건설(주),	(주)신흥건설이	컨소시움으로	착공하여	오는	2015년경에	준공할	

이	새	병원은	국내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건물임을	인증하는	친환경	건

축물(LEEＤ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인증과	세계	최

대의	의료서비스	인증기관인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획득을	목표로	설계되어	글로벌한	병원으로서	새로운	모

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새	병원은	의과대,	간호대,	약학대,	의과학연구동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이	병원이	개원하면	지금까지	양질의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던	지역의	모든	환자들을	만족스럽게	치료하는	대구·경북

의	자랑스러운	건강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학도서관

‘메디시티 대구’의 

자랑거리 

새 병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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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건축과	보정의	설계와	(주)서한의	시공으로	2012년	5월	계명대학교	

개교	58주년을	기념하여	준공한	동천관은	지상	5층,	연면적	5,748.240㎡(1,739

평)의	대학원	건물이다.	성서캠퍼스	정문에서	비사광장에	이르는	비사로	끝	부

분	오른쪽의	붉은	벽돌	건물로	깔끔하고	아름다운	이	동천관의	창문과	녹청산

화동판지붕,	그리고	2층	높이의	이오니아식	여섯	개의	둥근	기둥이	받치고	있는	

포티코는	계명대학교의	전통을	보여주는	건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대학원	강의실,	최첨단	동시통역시설과	디지털회의시스템을	모두	갖춘	국제

세미나실	등이	마련된	이	동천관은	1974년부터	오늘까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와	이사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동천	정순모(1931~		)	목사	기념관이다.

1954년	부산대,	1959년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정순모	목사는	1960년	경남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2001년	정년까지	평생을	대구	동로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활동을	하였다.	한때는	부산	금성중,	고등학교와	대구	계성중,	고등학교	교

사와	교목으로	봉사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계성학원,	신

명학원의	이사와	이사장으로	헌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	매우	큰	공로자이다.	특히	정순모	목사는	1978년	계명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1980년	동산기독병원과의	통합,	의과대학의	설치,	성서캠퍼스	조성	등

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바	있고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	수호에

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계명대학교에서는	1991년	동천	정순모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2012년에	건축한	이	대학원	건물을	정순모	목사의	아호를	따서	동

천관(東泉館)이라	명명하였다.

동천관 / 東泉館

동천(東泉) 

정순모(鄭舜謨) 법인 

이사장 기념관

오랜 기간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장으로 봉사하며 

종합대학 승격과 

의과대학 설치 등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동천 정순모 목사 

기념관



230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



성서캠퍼스 231

동천 정순모 법인 이사장 기념관인 동천관(2012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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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동북쪽	제일	가장자리의	건물이	건축학대학관인	덕래관이다.

(주)현대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세원건설(주)이	시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한	이	덕래관은	지상	4층,	연면적	4,354.35㎥(1,317평)의	철근콘크리트	붉

은	벽돌	건물로	건축학대학	소속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계획학,	실내환경디자

인학,	생태조경학,	전통건축학과가	사용하고	있다.

건축학대학관을	덕래관이라	이름	하는	것은	1959년부터	1983년	정년	때까지	

25년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와	성서캠퍼스의	많은	건물을	건축하였던	덕래	

추성엽(1921~		)	장로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명명한	것이다.

추성엽	장로가	계명대학교에	처음	건축한	건물은	지금은	철거된	대명캠퍼스	

교수촌인	뱁칵마을	22동	주택이다.	그	후	1961년	감부열관	건축과	1962년	먼	거

리의	성당못에서	마차로	물을	길러오고	시립화장터에서	전기를	빌려	대명캠퍼

스	노천강당을	건축하는	등	대형	건물	10여	동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뒤돌아보

니	20년	전	기념식수한	포플러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	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1921년	대구	달성군	다사에서	출생한	덕래	추성엽	장로는	건축학을	배우기	

위해	1942년	일본	오사카	제도전문학교에	유학하였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귀

국한	추성엽	장로는	1954년	대구	대봉교회에서	계명대학	설립을	위한	헌금을	

하면서부터	계명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59년	4월	계명대학	건축담당

자로	임명을	받은	추성엽	장로는	1983년	정년	때까지	그	기간에	건축된	계명대

학의	수많은	건축물의	건축담당자로서	헌신을	했다.

대명캠퍼스의	교수사택	뱁칵마을과	백학관(1960),	노천강당(1963),	감부열

관(1963),	남학생	기숙사	쉐턱홀(1963),	대명쉐턱관(1965),	의양기념관(1967)에

서	아담스관(1971),	윌슨관(1975),	수산관(1976),	동산관(1978),	비사관(1980)

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벽돌의	장인	덕래	추성엽	장로의	작품이고	1983년	정

년	후에도	성서캠퍼스의	영암관,	학군단,	체육관(2003)	건축까지	모두	그의	작

품이다.

덕래관 / 德來館

성서캠퍼스 

동북쪽 가장자리 

건축학대학 건물

덕래(德來) 

추성엽(秋成燁) 장로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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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래 추성엽 장로 기념관인 덕래관(201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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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한강	이남	약국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약방을	개설하여	계명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의	전신인	제중원과	함께	의료봉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계명대학교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뿌리를	가진	계명대학교는	1978년	종합대학이	되고	1980년	동산병원

과	통합한	후	이	같은	전통을	살리기	위해	30년	동안	줄곧	계명대학교는	약학대

학	설치를	희망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약학대학	신설	및	충원	억제정책에	따

라	매번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0년	마침내	약학대학	신설을	인가받고	

2011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A.D.F,	미르건축이	설계하고	(주)유성건설이	2011년	7월에	기

공하여	2013년	2월에	준공한	약학대학관이	보산관이다.	총	공사비	15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0,696.43㎥(3,236평)의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붉은	벽돌건물을	

준공하였다.

보산관 / 普山館

30년 만에 신설한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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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법인 설립이사 보산 신후식 목사 기념관인 보산관(201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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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서편	백은관	뒤쪽에	위치한	제2학생회관인	아람관은	(주)삼우건

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주)대림종합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3월에	준공한	지

상	4층,	연면적	966.95㎡(293평)	규모의	건물로	계명대신문사,	계명대학교	교육

방송국,	학습동아리,	식당,	공모전	준비실,	도서열람실	등이	입주한	학생복지건

물이다.

이	건물을	‘아람관’이라	명명한	것은	‘아람’의	사전적	의미가	밤(栗)이나	상수

리	열매와	같은	나무	열매가	무르익은	상태나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학생회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들이	되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는	우리	고유어	그림

씨	가운데	가장	좋은	뜻을	가진	낱말이	‘아름답다’인데	이	낱말의	말줄기가	‘아

름’,	‘아람’이기	때문에	이	학생회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아름

답게	되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아람관 / 제2학생회관

이	밖에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는	1996년에	건축한	전산교육원(2,287.800

㎡(692평),	1996년),	취업지원센터(1,078.920㎡(326평),	2000년),	학군단(3,214.9

㎡(973평),	2001년)	등이	있다.

그 밖의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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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후기

계명동산을	찾아온	지	어언	43년이	되었습니다.	계명동산은	나에게는	배움의	전

당이었고	삶의	터전이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이	동산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났고	그	분을	가까이서	배우고	본받고	흉내	내

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또	학부	때나	대학원생	때	국내외	최

고의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의	길과	글쓰기를	배울	수	있어서	그	긴	세월도	하나도	아

깝지	않았습니다.

계명동산에	머무는	동안	이번	「계명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와	유래」에	이르기까지	

수만	장의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	몹시	괴로운	때가	많았지만	생각을	모두	정리(탈고)하고	난	뒤	가질	수	있는	

뿌듯함과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함께	고생을	하신	교양교육대학의	이경규	교수님,	동산의료원의	

박문희	선생님,	사진작가	박창모	선생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	책이	우리	계명대학교	역사의	산	기록이	되고	특히	계명정신을	배

우고	익혀야	할	계명의	후배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는	좋은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찬위원장		손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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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와 상징성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커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사람과	동물이나	별	

차이	없이	오욕칠정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묶여있다.	사람은	도구와	언어를	사용한다

는	점에서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동물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상호소통을	위해	나름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동물	세계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부각되는	점이다.	심지어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7%	이상	같다

고	한다.	물리적인	존재	조건에서는	차이를	찾을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것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역량이	

탁월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근본	원리는	뭘까?	상

징이	아닌가	싶다.	일찍이	인간	종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상징을	꼽은	사람은	독일

의	철학자	E.	Cassirer이다.	카시러는	인간을	‘상징적	동물(animal	symbolicum)’로	이해

하고	인간사	전체를	상징으로	규명하려	했다.	상징으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상징

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야말로	동물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서양의	사유방식으로	보면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발전했다.	

아담의	다음	세대(카인)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에덴	동쪽의	문명이	에덴동산과	결정적으

로	다른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가꾸어진(cultivated)	세계라

는	점이다.	아담	세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일체의	직접성이	상실된	것을	의미

한다.	에덴	낙원은	직접성의	낙원,	즉	자연	그	자체였다.	아담과	이브는	천	조각	하나	걸

치지	않은	맨몸으로	자연의	일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존재

로	위로는	하나님과도	직접	소통했고	아래로는	동물계와	그러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은	모든	대상과의	직접성,	즉	원초적	관계를	상실한다.	

당장	몸부터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몸은	옷이라는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이후	자아의	표현이든	세계와의	관계든	모두	간접적으로	혹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신과의	소통도	제사와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다.	맨눈으로는	태

양을	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인간은	어떤	대상도	그	자체로	인식할	능력이	없다.	간접적

으로,	어떤	매개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이	간접성의	요체가	상징이다.	「아가서」에

서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시덤불	속의	백합	eine	Lilie	unter	Dornen”이라고	표

현한다.	여인의	뛰어난	미모는	백합이란	매개,	즉	상징화를	통해야만	실감나게	드러난

다.	마찬가지로	신의	사랑은	그	자체로	표현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신의	사랑은	여인

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란	매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극

히	구상적인	매개를	통해,	즉	상징화를	통해야만	한다.	그러한	상징이란	항상	의미를	동

반하고	또	새로운	의미화를	향해	열려있다.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공간에	따라	

늘	변하고	새로워진다.

카시러는	상징의	가장	고급한	형식을	학문에서	보았다.	학문은	무엇보다	언어로	표

현되는바,	언어는	고도의	상징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	대학이

라면,	그	대학의	캠퍼스	역시	상징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계명대	캠퍼스

는	60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상징적	체계를	만들어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필자는	캠퍼스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살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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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사(飛獅), 

계명대학교의 

상징수(象徵獸)

계명대학교의	첫	번째	상징물은	비사(飛獅),	즉	하늘을	나는	사자이다.	캠퍼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박물관	건물	앞뒤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	외에도	학교의	각종	기물이나	용지에	비사가	로고로	새겨져	있다.	그러

면	계명대학교가	비사를	대학의	제1	상징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	비사는	계명대학교

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던	1979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비사란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듯이	날개	돋친	사자로	‘대지를	박차고	창공을	나는	

기상’을	표현한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용맹과	승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수호의	의지를	담고	있다.	비사는	아래로는	민족적	비전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위로는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	사자의	날개는	‘빛의	원천을	찾아	솟구치는	자유

의	깃발이며	우렁찬	포효는	거룩한	진리의	처소에서	만인을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을	나

타낸다.

그런데	이	비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전통에는	없는	상징수라고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사자는	한국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닌	데다	나는	사자

(winged	lion)는	좀	생경한	결합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계명대학교의	기독교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상징은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잘	아는	대로	계명

대학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처음부터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있

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대학의	이념만	봐도	알	수	있다.

비사는	성경에	근원하는	것으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을	드러낸다.	나는	사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구약성경	「에스겔」이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미

래의	환상을	보던	중	날개	달린	네	생물을	본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

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

수리의	얼굴이었다.”	(에스겔	1.10)	이	네	생물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대변하는	것으

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에스겔의	비사는	BC	6세기	바빌론	포

행소박물관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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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자는	당연히	야수의	제왕으로서	용맹과	권위를	상징한

다.	에스겔의	사자와	유사한	이미지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계시록」에	다시	나온다.	이	

책의	저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아래와	같은	미래의	환상을	본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

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

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

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세력,	동서남북,	천사장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

엇보다	네	복음서를	뜻한다.	즉,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대변한다고	본다.	마태복음은	

사람,	누가복음은	소,	요한복음은	독수리,	마가복음은	사자이다.	여기서	사자는	마가복

음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자,	특히	날개	달린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비사

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곳은	창세기	49장이다.	말년의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축

복하며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는	중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

성이	복종하리로다.”

본관 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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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박물관 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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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후손이	미래의	구원사를	담당할	거라는	말인데,	그	주체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	어린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존재를	

예언한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의	가계에서	태어난다.	비사는	이렇게	세상의	구

속을	끊어버리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대변한다.	이러한	사자의	특징이	마가복음	안에	잘	

드러나	있다.	마가복음은	4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에	기초하여	저술된	것으로	본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문체가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데	있다.	전체가	16장으로	네	복음

서	중에	가장	짧다.	예를	들면	‘유두스’라는	부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즉시’,	‘바로’라

는	뜻이라고	한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이다.	실천의	대상

은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행동과	실천의	표본이었다.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출발한다.	세례요한의	설교는	‘광야의	

외침’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로	사자의	포효처럼	우렁차고	강력한	메시지라는	뜻이다.	마

가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다.	죽음을	극복

하고	승천하는	사자의	이미지에	다름	없다.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사자는	죽어서	삼	

일	만에	새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예수님에	비견된다.	또	사

자는	눈이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한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아래만	보는데	사자는	멀리	

그리고	위를	본다.	역시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의미를	둔	것에	상응한다.

그런데	계명대학교에는	이런	부활과	비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하늘	지향적인	비사상

과	함께	보호하고	수호하는	의미의	벽사(辟邪)형	사자상도	많이	있다.	이것은	비사와	달

리	동양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가장	크고	장엄한	사자상은	행소박물관	정문	앞에	

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길의	입구에는	유사한	사자상이	출입을	지키고	있다.	이	지상의	

사자는	중국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목에는	방

울을	걸고	있고	오른	발로	야명주를	움켜쥐고	있다.	방울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

는	무당이	방울을	흔들어	악귀를	쫓아내듯이	벽사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좋은	메

시지를	널리	알리는	선포의	의미가	있다.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청춘을	보호하되	학문적	

열매를	세상에	전파하는	대학의	역할에	걸맞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발아래	놓인	야명

주(夜明珠)는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보석이니	계명(啓明)과	의미	상통한다.

역사적으로	방울을	단	사자는	불교와	관련이	있다.	사자는	예전	인도	지역에	넓게	서

식하던	동물이다.	따라서	불교는	자연스레	사자의	이미지를	상징화했는데	이미	싯다르

타의	탄생부터	사자와	엮여있다.	「전등록(傳燈錄)」에	의하면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이

미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며	진리를	설파할	준비를	했는데	이때의	소리가	사자의	포

효(獅子吼)처럼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사자후(獅子吼)라는	말이	생겨났고,	진리

를	당당히	설파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한국	역사에	사자상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불교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진리나	지혜를	당당히	설파하는	것은	굳이	불교의	책

무만은	아닐	터,	오늘날	대학이야말로	그	사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성서	캠퍼스	내에	이러한	석사자상이	있는	곳은	주로	건물의	현관이나	길의	입구이

다.	많은	경우	둥근	북	위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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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명대학교의	대명	캠퍼스는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1954년	설립	당시

의	모습은	청석으로	뒤덮인	황량한	야산이었다.	나무나	가시덤불도	자랄	수	없을	만큼	

척박한	곳이었다.	그	산을	깎아	어엿한	대학으로	만들기까지의	노고와	역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겠기에	대명	캠퍼스에는	당시에	깎아낸	돌	하나

를	원형의	돌그릇에	담아	놓았다.	청석돌은	정문에서	미술대학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있

는데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서양화가	정점

식	명예교수의	서체이다.	

실로	초창기	대학	설립자들의	의지와	역경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역사이다.	유일

한	재정지원	처였던	미국선교회에서	받은	돈은	9만	달러가	전부였다.	대학을	건립하기

에는	턱없는	액수이기도	했지만	28명이나	되는	땅	주인에게	부지를	매입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쟁	이후라	미군부대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와	장비가	남

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얻어오거나	싸게	사들이기	위해	학장도	처장도	발	벗고	

쫓아다녔다.	캠퍼스의	지형을	측정하고	설계도를	그리는데	도구가	없어	깨진	거울과	삼

각대	위의	화판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문	닫은	공군교회를	찾아가	설교단과	의자를	얻

어왔고	먼	산에	올라가	묘목과	꽃나무를	파왔다.	초대학장이었던	감부열	목사는	지프차

가	있었지만	1.5마일의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했다.

청석돌, 

계명 출발의 

산 흔적

대명캠퍼스,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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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캠퍼스 전경(1963년)

재계에도	정치권에도	손	내밀	연줄이	없었던	계명대로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많은	사

람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	와중에	계명의	미덕인	절약정신이	싹튼	것은	큰	소득

이다.	계명의	절약정신은	제	3대	학장	신태식	박사의	생활에	극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는	학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

해	한	대학의	학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6~70년대의	한국은	많은	고아

들을	해외로	입양시켜	보내야	할	만큼	열악한	사회였다.	당시에	2명의	아이를	입양	지까

지	데리고	가는	사람은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	아르바이트를	신택식	학장이	

십	수차례	감행했다.	칠순에	가까운	노구의	학장이	14시간에서	20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울어대는	아이를	돌보며	보냈다는	사실은	초인의	경지다.	오늘날	계명이	표방하는	절약

운동은	우연히	생긴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저	돌은	60년	전	계명

의	출발을	담고	있는	생생한	상징물이라	하겠다.	거기서	장엄한	성서캠퍼스의	현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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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명인 상, 

계명인이 

꿈꾸는 모습

정문을	지나	곧바로	가면	도서관으로	가는	광장이	나온다.	이	광장	입구에	커다란	돌	

두	개가	놓여있다.	하나는	사람처럼	서	있고	하나는	널따랗게	누워있는	형상이다.	다

듬지	않아	울퉁불퉁한	이	야석이	‘계명인	상’이다.	가로로	놓여	있는	넓적한	돌에는	석

판처럼	많은	단어가	새겨져	있다.	그것은	계명대학교가	추구하는	10개의	존재적	실체

와	10개의	실존적	가치를	내용으로	한다.	열	개의	실체란	나·너·계명·이웃·한국·

인류·자연·과학·예수·하나님이고,	열	개의	가치는	진리·정의·사랑·나라·학

문·탁월·윤리·봉사·은혜·구원이다.	이	20개의	단어를	10개	국어로	새겼으니,	한

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독일어·불어·노어·나전어·희랍어·히브리어가	그

것이다.	그리고	돌의	윗부분에는	구약성서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가,	아랫부분에는	신약성서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가	새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계명대학교의	창학	정

신·교육이념·교육지표를	명시한다.	따라서	계명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실체와	

가치를	늘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고	경외하며	삶의	본질로	삼는	것이다.	저	거친	돌이	빛

나는	대리석처럼	빛날	때까지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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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광장 계명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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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석에 새긴 교명 성서	캠퍼스	정문에는	거대한	책이	두	권	포개져	있다.	교명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계명대학교’를	책	제목으로	하여	각각	한자와	영어로	새겨놓았다.	두	권의	책이	의미하

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동과	서를	아우르는	학문을	뜻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뜻하

기도	한다.	돌은	표면이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는	오석이다.	말	그대로	까마귀처럼	검다	

하여	오석(烏石)인데,	단단할	뿐	아니라	듬직하고	소박하다.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정이	드는	돌이다.	

정문 교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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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校標)의 의미 계명대학교의	배지는	학교의	지향점을	선명한	상징성으로	보여준다.	전체	형상은	방

패이고	위쪽은	학사모를	본	뜬	것으로	대학의	학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붉은	색	

불꽃은	정열과	생명을	드러내는데,	세	줄기인	것은	계명대학교의	이념인	진리,	정의,	사

랑을	상징한다.	바탕의	청색은	의지와	희망을	표현하고	비스듬하게	나있는	백색의	선은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길은	가파른	정도를	넘어	높은	고지나	천상을	향하고	있다는	느

낌을	준다.	이	길을	가는	과정,	즉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먼지	예감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언덕길이	많다.	특히	제일	꼭대기에	

웅장하게	서	있는	아담스채플에	이르는	길은	길고	가파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당에	올라가	수업을	해야	하는	1학년	학생	중에는	다리	아프다고	불평하는	이들

이	더러	있다.	대구	시민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외부인이	이	길을	걷기	위해	찾아오는

지	안다면	자신의	철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든	어차피	쉬운	길은	아니다.배지

초창기~1973 1973~1974 1974~1976 1976~2014초창기

배지의 변천

2014~현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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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플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조형물이	서	있다.	세월의	풍파

를	담은	커다란	돌	위에	한글과	한자로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다.	옛	문체로	마태복음	7

장의	명문을	새겼다.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내용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

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이니라”	(마	7.13)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적	언사이다.	이	길을	따라	채플로	올라가면	우측에	또	

세	개의	석조물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위의	말씀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즉,	맨	앞에	

있는	것은	사각형,	그다음은	육각형,	마지막의	것은	원형이다.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은	그러한	기하학이	아니

라	조형물의	중간에나	있는	구멍(문)이다.	즉,	사각형	안에는	다시	사각형의	문이,	육각

형에는	육각형의	문이,	원형에는	원형의	문이	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구멍의	크기이

다.	맨	앞의	사각형	구멍은	매우	크고	넓고	그다음	육각형은	좀	더	작고	마지막	원형은	

큰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다.	이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까?

이는	모두	문을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단순한	구멍이	아니다.	맨	앞의	크고	넓은	사각

형	문은	지옥문을	뜻하고	두	번째의	육각형	문은	연옥문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	원형

의	작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쯤	되면	바로	단테의	『신곡』을	연상할	수	있

을	것이다.	개신교적인	전통이라기보다는	가톨릭	전통에	맞닿아	있다.	간단히	말하면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문은	천국	문이고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지옥문이다.	

그런데	이	도형은	단순히	들어가는	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간	목적지의	현

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사각형은	가장	거칠고	수용력이	약하다.	서로	찌르고	배척한다.	

반면에	원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한다.	천국의	이미지에	상응할	뿐	아니라	훌륭한	

지성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좁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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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채플 큰문과 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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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캠퍼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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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웅장한	계명대학교의	정문은	상징성으로	가득하다.	세	개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중	삼각형	지붕이	있는	중앙의	건물이	가장	크고	돋보인다.	각	건물은	앞뒤	4개씩	이오

니아식	기둥이	바치고	있다.	즉,	앞줄에	12개,	뒷줄에	12개의	돌기둥이	선명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분위기를	띠는	이	장엄한	정문은	1999년	개교	45주년을	맞

아	준공했다.	여기에	내재한	수적	상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3개의	독립된	건

물은	삼위일체를	뜻하면서	동시에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정의,	사랑을	의미한

다.	앞의	12개	대리석	기둥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뜻하고	뒤의	12개는	계명인	전체를	뜻

한다.	12는	한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조직성을	표현한다.	중앙에	돋보이는	4개의	기

둥은	신약성서의	4	복음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그	앞에	놓인	두	권의	책을	

이해할	수	있다.	4	복음서가	인류	구원의	영적	서책이라면	오석으로	된	'계명대학교'와	

'Keimyung	University'는	동서학문을	아우르는	대학교의	학문성을	나타낸다.

캠퍼스의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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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서	캠퍼스에는	돌(바위)이	참	많다.	새로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이	많다.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이	있어야	인식이	되는	법이다.	캠퍼스에	바위를	세워

둔	이유가	뭘까?	일단	조경을	위해서인	것	같다.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드넓은	캠퍼스

를	장식하는데,	웅숭깊은	정취를	느낀다.	나는	좀	더	다른	함의도	읽는다.	가볍고	조급

한	이	시대의	지성을	눌러	잡아주는	문진의	뜻을	말이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를	묵직하

게	잡아주는	것이	문진(文鎭)이라면,	오늘날의	캠퍼스에	지성의	문진이	필요하지	않을

까?	대학은	철	따라	유행	따라	변화무쌍한	세상과	달리	시류에	초연한	묵직한	맛이	있어

야	하지	않나	싶다.	유치환은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

(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는	바위”라고	했다.

실로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군데군데	놓여	있는	돌을	보는	감동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5월에는	아주	특별한	돌	하나가	들어왔다.	본관	앞	잔디밭에	세운	커다란	청금석을	

말한다.	청금석(靑金石),	서양	사람들은	lapis	lazuli라고	하는데	lapis	라틴어이고	lazuli

는	페르시아	어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라피스	라줄리’라고	쓰는	경우가	많

은바,	대체로	보석이나	장신구로서	청색의	돌을	말한다.

본관	앞에	세운	돌은	라피스	라줄리	원석으로서	청색에	금색이	많이	섞여	있다.	단순

히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무늬를	띄고	있다.	자세히	보면	우주의	모습이	담

겨	있다고	한다.	한	바퀴	돌며	바라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형상이	가지각색이다.	높이	

2.5m에	폭	1.6m,	무게	6.7t의	돌이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산인데,	중국	푸젠성	샤먼(廈

門)의	석재	상에서	사들였다고	한다.	얼마인지는	모르나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

을	펼쳐	구매한	것이다.	계명대가	캠퍼스에	저	청금석을	세운	뜻은	뭘까?	대학이	교석을	

세우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지만	돌중에도	청금석을	택한	이유가	뭘까?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다.	청금석은	밤하늘을	닮았다고	생각하여	일찍부터	

신성한	돌로	인식되었는데,	특히	청색은	지혜를	상징했다.	이	상징성이	계명대학교의	교

육이념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맥락도	밝혀놓았는데,	모세가	십계를	새긴	

돌이	청금석이다.	역사적으로	청금석의	청색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	의지를	북

돋운다고	하여	예술가들에게도	사랑을	받아	왔다.	계명석	라피스	라줄리는	금색이	많이	

섞여	있는데,	만일	전체가	파란색이면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	된다.	밖에	세워	둘	수도	없

을	것이다.	요즘	좀	떨어져서	보면	녹색	잔디를	바탕으로	파란색과	금색이	절묘한	조화

를	이룬다.	파랑은	하늘,	녹색은	자연,	금색은	인간,	천지인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라피스	라줄리는	세계의	문화사	속에	자주	등장한다.	1922년에	발굴되어	일약	세계

적인	문화재가	된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가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되어	있다.	특히	청색

의	라피스	라줄리로	둘레를	친	눈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지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

도이다.	부활과	신성에	대한	동경이	라피스	라줄리에	현현되어	있다.	라피스	라줄리는	

문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19세기	중엽에	발굴되어	고고학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수메르의	유적은	문학계에

는	더	큰	파란이었다.	여기서	발견된	「길가메쉬	서사」	때문이다.	「길가메쉬	서사」는	호

머의	작품이나	창세기보다	1000년	이상	앞서	기록된	인류	最古의	문학	텍스트이다.	내

용상으로도	문학적	의의가	지대하다.	주인공	길가메쉬는	기원전	2500년경에	산	우륵의	

왕이었다.	그는	친구(Enkidu)의	죽음을	보고	불사의	비밀을	찾아	나선다.	천신만고	끝

교석(校石) 

청금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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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금석 (Lapis Laz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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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교석 (Lapis Lazuli, 청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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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로초까지	획득하지만	맛도	보기	전에	뱀에게	빼앗기고,	결국	인간의	유한성	앞에	

무릎을	꿇는다.	대신에	이름만이라도	영원히	남기겠노라고	자신의	행적을	돌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했다.	그	돌이	다름	아닌	라피스	라줄리였다.	이미	4500년	전에	라피스	라

줄리는	미와	신성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이다.	

계명석	라피스	라줄리,	개별	계명인은	끊임없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간다.	그러나	

계명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과	작품은	남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계명의	이름도	존속할	

것이다.	소멸	혹은	죽음을	비극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누가	비극을	피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비극에	대한	정신적	태도이다.

여기에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가	「라피스	라줄리」란	시를	통해	답을	시도하고	있

다.	1936년에	나온	이	4연의	시는	생의	존재론적	비극을	감내하는	방안으로	예술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stanza)은	라피스	라줄리에	부조浮彫된	중국	현자의	모습

을	서술하고	있다.	온갖	흥망성쇠의	세월을	깊은	흔적으로	담고	있는	라피스	라줄리	위

에	한	폭의	그림이	돋을새김으로	그려져	있다.	현자로	보이는	두	사람의	노인이	오얏	가

지가	드리워진	산	중턱의	정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세상은	온갖	슬픈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현자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다.	한	현자가	음악을	부탁하니	현을	타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그러자	노쇠한	현자들의	눈이	기쁨에	반짝인다.	이	변용

(transfiguring)의	기쁨이	예이츠가	의도한	‘비극적	기쁨	tragic	gaiety’이다.	여기에	예술의	

역설이	있고	미적	창조의	신비가	있다.	또	청(天)과	금(地)의	놀라운	조화가	여기에	있

다.	예이츠는	앞서	3연에	이렇게	쓰고	있다.	모든	것은	무너지고	다시	건설된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는	자는	유쾌하다	구축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다시	짓는	과

정에	인간의	기쁨이	있다.	계명대학교	본부의	뜰에	청금석을	세운	뜻은	계명의	영원한	

발전을	소망함에	있을	것이다.	발전은	어떤	정태적(static)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시작하는	열정과	기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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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성서	캠퍼스에는	길이	많다.	길은	길로	연하여	있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길처럼	‘가지	

않을	길’은	없다.	자유의	상아탑이	아닌가.	대학의	길,	뭔가	생각을	요청하는	화두	같다.	

단순히‘사람이나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만을	의

미하지는	않음은	분명하다.	이	시대에	잘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캠퍼스의	길이란	진리

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길이라	할	것이다.	그	길이	수없이	많음은,	진리로	가는	길이	하나

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하지	않나	싶다.	계명	캠퍼스	안에는	100여	개에	이르

는	학과가	있고,	모두	나름의	길	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적	조직이다.	캠퍼스의	길

은,	한문의	'道'나	독일어의	‘Weg’처럼	가시적인	공간에서부터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라는	고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내포한	의미가	다양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의미심장한	캠퍼스의	길	앞에	또	뭔가	범상치	않은	물

건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鼓)이란	게	뭔가?	예전부

터	북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알릴	때,	사람을	모으고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

해	사용	됐다.	전투에서는	진격이나	퇴각	명령	같은	결정적인	액션을	지시할	때,	두드리

곤	했다.	북은	또	민생정치의	미디어로도	활용되었던바,	조선시대의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수단이었다.	다만	의도와는	달리	얼마	안	가서	동네북이	되면

서	진정성이	퇴색되었다고	한다.

북은	문화사적으로	인간이	가장	일찍(BC	5,800)	만든	Instrument	중의	하나이다.	북은	

사냥할	때나	집단	노동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다.	또	굿이나	제의에도	사용되어	악귀

나	부정한	힘을	몰아내는	벽사의	기능도	했다.	문화	인류학적인	개념을	빌리자면,	북은	

‘천상과	지하세계로	가는	통로	Zugang	zur	Ober-	und	Unterwelt’를	여는	힘으로	통했다.	

자신을	온통	비움으로써	아름다운	울림을	선사하는	게	북의	존재방식이라면,	우리	대학

인이	따라도	괜찮은	덕목이	아닐까?	황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가끔	캠퍼스의	돌	북에	귀

를	기울여보면	어떨까.

캠퍼스의 돌북

 봉경관 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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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자상의	의미한	유사한	차원에서	계명대학교는	캠퍼스	여러	곳에	코끼리상을	세워

두고	있다.	특히	행소박물관	뜰에는	네	쌍의	코끼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주로	자연색인	

회색이	많지만	흰	코끼리	상도	있다.	코끼리의	상징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인도문화와	

관련이	있다.	인도	지역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코끼리가	매우	영리하고	유익한	동물이라

는	것을	알았다.	코끼리의	의미는	처음부터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흰	코끼리(白象)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부처님

을	잉태했다고	한다.	코끼리는	힘이	세면서도	유순한	동물인데	그래서	위용과	덕을	상

징한다.	부처님의	오른쪽	협시보살인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잘	알려

져	있다.	보현의	자비와	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흰	코끼리는	매우	상서로운	힘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밀양의	표충사에는	흰	코끼리	그림이	있고	파주	보광사에는	흰	코끼

리를	몰고	가는	보현동자의	벽화가	있다.

코끼리는	영리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가	사람보다	2~3배	크

다.	죽은	동료나	가족의	뼈를	알아보고	수십	년	전에	만난	사람도	기억한다고	한다.	심

지어	자신이	죽을	때와	장소까지	알고	있다고	한다.	죽을	때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코끼리	무덤'으로	가서	죽음을	맞는다고	하니	거의	영물에	다름없다.	코끼리는	나이가	

많은	암컷을	우두머리로	무리를	이룬다.	무리는	서로	돕고,	긴	코로	어루만지며	다양한	

소리나	몸짓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입거나	병든	코끼리를	돌보기도	한다.	코끼리

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정이	많다.	일본으로부터	선물	받은	코끼리에	대해	조선왕조실

록은	사납긴	해도	정이	많고	가족애가	강한	동물로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코끼리상은	위용,	지혜,	덕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에는	코끼리와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온다.	고승을	지칭할	때	용상(龍象)이라는	말을	쓰고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칠보	가운데	하나를	상보(象寶)라고	한다.	덕망	있고	존귀한	사람이	타는	

것을	상가(象駕)라고	하는데,	이는	코끼리가	경전을	싣고	서에서	동으로	왔다고	해서	유

래한	말이다.	티베트에는	십우도(十牛圖)	대신	십상도(十象圖)를	쓴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와	상징성을	담지	하고	있는	코끼리가	캠퍼스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계명대학

교의	문화적	포용력이	지혜를	지향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코끼리 상

동천관 코끼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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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캠퍼스의 시비 「나의 노래」, 신태식 박사에게 바치는 시

	동산도서관	앞	광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념물과	조각	작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

다.	이	중에	무엇보다	신태식	박사의	시비가	시선을	끈다.	계명대	제3대	학장이자	초대

명예총장이었던	신태식	박사에	대해선	여러	권의	책이	나와	있을	만큼	그	업적이	장대

하다.	그러나	그	누구의	상찬보다	뜻	있는	헌시	한	편이	있으니	바로	박목월의	작품이

다.	박목월이	신태식	박사	회갑	때	(1969)	헌사한	시로	<나의	노래>란	제목을	달고	있다.	

2007년에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	시를	커다란	대리석에	새겨	동산도서관	앞에	세웠다.

대체로	존경심은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

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근거리에서	오는	존경이야말로	참

된	존경이라	할	수	있다.	평생	친구로	지낸	박목월(1916-1978)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

표시인으로서	신태식	박사를	‘그분’으로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시화했다는	사실이	뭘	말

하겠는가.	신태식	학장의	인물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가	말하듯이	박목

월은	신태식	박사의	‘위대한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짐작할	수조차	없지만	그게	조국

의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실로	신태식	박사는	그	

후에도	30년이	넘게	‘의로운	근심과	원대한	꿈’으로	교육에	헌신하다가	2004년에	타계했

다.	그리고	저	시비를	통해	다시	우리의	스승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산도서관 헌시; 나의 노래 기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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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뜻은

어진	뜻으로	이어지고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서	영원한,

사람의

큰	길을

한결같이

꼿꼿하게	걷는	분을

나는	평생

지켜보아	알고	있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	분의	

환한	눈

시련	속에서

굳게	입	다문

그분의

인내와	의지

나는	옆에서	보았음으로

알고	있네.

만일

나의	證言이

미약한	것이라면

우리	母校의

돌덩이	하나하나가

풀	포기포기가

입을	열어

증명해	줄	걸세.

그분이	이룩한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나는

측량할	도리	없지만

啓聖을	거쳐	갈

조국의	젊은	세대...

그	으로	뻗힌

아득한	대열이

두고	두고

밝혀	주리라	믿네.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이

일일이	치부해	두셨으리라	믿네.

은발	빛나는

그분

등	뒤에

환한	빛이

어리는	것은

나와	같은	詩人의

환상이지만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꼿꼿하게	또한	꼿꼿하게

큰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옆에서	뒤에서	멀리서

지켜보아	알고	있네.

앞으로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지만

오늘은	

그분

머리칼	한	오리마다

의로운	근심과

원대한	꿈과

신이	깨우쳐	주시는

슬기로움으로

빛나는	것을

나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네.

나의 노래 박	목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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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자곡 思弟子曲」, 제자에게 보내는 감사의 시

도서관	앞	광장에는	학교	배지	모양의	아름다운	화강석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에	시

가	새겨져	있다.	2009년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세워진	시비인데,	「사제자곡」으로	제자

를	생각하는	스승의	노래이다.	통상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

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것은	그	반대의	모델이다.	스승도	열심히	따르고	배우는	학생들

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감동적인	시를	쓴	사람은	계명대의	영원한	스승인	행소	신일희	박사이다.

비사광장 사제자곡(思弟子曲)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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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되기	전에	태어나서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진	것	없이도	의젓하고

주어진	힘없이도	이마	푸른	너

양지바른	배움의	터에서나

독버섯	피는	음침한	곳	그	어디서나

겸허하지만	굴하지	않는	너

어제에	대한	부끄럼	없이

성실한	탐구로

내일의	세상을	위해

빛을	여는	계명인아

교육의	성취	넘어	개척자	되고

자유의	주장	넘어	수호자	되고

권리의	행사	넘어	배려자	되고

행복의	추구	넘어	부여자	되고

축복의	수혜	넘어	봉사자	되고

존재의	제한	넘어	승화자	되거라

思弟子曲 신	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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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명동	캠퍼스의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	언덕에는	흥미로운	형상이	하나	보인

다.	아담스관	앞뜰이기도	한	곳인데,	가지를	자른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가지	위

에	나무로	만든	새가	몇	마리	서	있다.	바로	솟대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새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좀	독특하다.	통상	솟대는	잘	다듬어진	나무인데,	여기는	나무	한	

그루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계명대의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2003년	9월에	들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해	대명동	캠퍼스의	수많은	나무가	뿌리를	드러

내고	쓰러졌다.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캠퍼스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복구되긴	했지만	쓰러진	거목들을	복구할	

수는	없었다.	실제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저	솟대에서	대명동	캠퍼스의	

아픈	역사와	함께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생명력을	읽어낼	줄	알아야겠다.				

한국에서	솟대의	문화적	의미는	물론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통상	솟대는	나무나	돌

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세운	것으로	한	때는	민간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늘로	직립한	솟대는	고대	북방	아시아의	우주나무와	새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세운	솟대는	잡신을	막고	부정적인	기운을	제어하는	기능을	했다.	솟

대의	흔적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미신으로	간주하여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주나무는	왕래의	요충지로서	우주의	중심에	있고	새는	그러한	공간을	연결하는	일

종의	사자使者이다.	새의	종류로는	기러기나	까마귀도	있지만	오리	같은	철새가	많은

데,	새로운	세계로의	초월을	뜻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한국의	천신사상과도	일맥상통

한다.	새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는	뿌리	깊다.	청동	유물에	새가	자주	나오고	고려고분

벽화에는	유명한	삼족오가	그려져	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초월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었다.	특히	오리는	땅과	친화적이고	알을	낳는다는	점에서	농경문화에서	중요하

게	여겼다.

솟대를 세운 뜻

대명캠퍼스 아담스관 솟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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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대

솟대의	새는	그	방향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다.	머리를	남쪽으로	두어	비와	바람을	기

원하는가	하면,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비를	기원하기도	한다.

대체로	한	마리의	새가	앉아	있지만	Y자형의	나뭇가지에	두	마리가	마주	보기도	하고	

세	마리가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솟대는	단독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장승과	짝을	이루

는	곳이	많다.	이	경우	양자는	서로	보완	보강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징성	짙은	솟대가	성서	캠퍼스의	계명한학촌에도	여러	군데	있다.	가장	한

국적인	전통을	구현하고	있는	계명한학촌에	다시	한국인의	오래된	민간신앙의	자취가	

복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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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성서	캠퍼스에는	오석으로	된	조형물이	많이	있다.	오석은	한자로	‘까마귀처럼	윤기	

나는	검은	돌(烏石)’이란	뜻이다.	그러나	오석이	모두	검은	것은	아니고	흰	색깔도	있다.	

오석은	소박하지만	쉽게	싫증이	나지	않고	만질수록	정이	드는	돌이다.	오석은	예전부

터	고급	벼루,	도장,	문패,	비석,	디딤돌,	조경석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보령에서	나는	오석은	천년의	세월을	견딘다고	하여	최고의	돌로	인정받았다.	국

보	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도	보령	오석으로	만든	것인데	1000년이	넘었는데

도	여전히	매끄럽고	곱다.	

오늘날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오석은	예술적	형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양

에서는	일찍부터	오석을	영적	힘이	있는	돌로	생각했다.	즉,	악령이나	나쁜	에너지를	막

아주는	돌이라고	믿었고	자아	조절과	원기회복을	돕는	‘힐링의	돌	stone	of	healing’으로	

이해했다.

보산 추모비

2013년	2월에	준공한	약학대학의	건물	명칭은	보산관이다.	보산(普山)은	학교법인	

계명대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계명대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신후식	목사

의	아호이다.	이	보산관에는	건물을	가로지르는	터널	같은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보산

을	생각하게	하는	추모비가	있다.	두	개의	검은	기둥을	마주	세워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

도록	했다.	즉,	십자가는	빈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	

십자가는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	보낸	목사	신후식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보산은	향

년	10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스스로	장수의	비결을	바보같이	마음	비우고	사는	것이라

고	했다.		

오석의 조형물

보산관 보산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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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기념비

대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동천관은	2012년	개교	58주년을	맞아	준공되었다.	아

주	고전적인	스타일의	외형이지만	안에는	최상의	국제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건물의	이름	동천은	1973년부터	계명대학의	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정순모	목사의	호이다.	동천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우측	

기둥	옆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다.	검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둥근	오석을	둥글

게	깎아	그	위에	글을	새겼다.	동천	정순모는	계성중고등학교	교목,	대구신학교	강사,	계

명대학교,	계성학원,	신명학원	등의	이사와	이사장직을	맡으며	교육의	자율성	및	정체

성	수호에	크게	이바지했다.	계명대의	종합대학	승격과	동산기독병원의	통합,	의과대학	

설치,	성서캠퍼스	조성	등에	크게	이바지했다.

동천관 동천 정순모 이사장 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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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에른스트 발라흐의 

조각 정신

우리	학교	캠퍼스에는	곳곳에	조형물이	많이	있다.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면서,	

또한	깊은	의미를	내장하고	있는	예술작품이다.	두	손을	쓰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조형

(造形)적	욕구가	있다.	여기서	기술이	나왔고	예술이	나왔다.	Art는	17세기까지만	해도	

주로	기술이란	의미로	쓰이다가	이제는	거의	예술로	통한다.	기술이나	예술이나	인간의	

조형	욕구가	손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오늘날	자연예찬이	지구

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조형적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돌

이나	금속	같은	고체에서도	조형적	유혹을	느낀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에서	인간의	

견고한	정신을	읽어낼	수	있다.

성서	캠퍼스의	조형물에는	어떤	정신이	조형되어	있을까?	예술을	감상하는데	반드시	

배경	지식이나	이론적	소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해	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사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계명인

으로서	캠퍼스의	조형물에	대해	좀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캠

퍼스의	수많은	조형물	중에서	필자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에른스트	바를라흐의	

조각이다.	현재	성서캠퍼스에는	그의	조각이	7개	배치되어	있다.(본관	앞:	독서하는	수

도사,	채플	쪽	가온길:	독서하는	수도승,	음대	입구:	노래하는	남자/플롯	연주자,	채플	진

입로:	러시아	여자	걸인,	채플	남쪽:	태양	숭배자/추위에	떠는	소녀)	

물론	이것은	진품은	아니고	대리석으로	본뜬	모작이다.	진품에서만	나온다는	아우라

(Aura)는	없을지	모르나	의미를	읽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바를

라흐가	누구이기에	그의	조각이	계명대	캠퍼스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

에른스트	발라흐(Ernst	Barlach,	1870-1938),	그는	독일의	표현주의를	대변하는	예술

가	중의	한	사람으로	조각가이자	극작가이다.	미술사와	문학사	양쪽에	다	한	章을	차지

하는	팔방미인형	예술가이다.	발라흐는	1870년	독일의	북서부에	있는	베델에서	태어나	

의사인	아버지가	일하던	라쩨부르크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뛰어났고	언어와	회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함부르크와	드레

스덴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1895년에는	파리에	가서	문학	수업도	받았다.	이후	본격적

에른스트 발라흐 (1870-1938) 에른스트 발라흐의 드로잉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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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조각,	건축,	시,	희곡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었다.	바

를라흐의	작품은	대체로	북부	독일의	묵직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깔고	있다.	또	의사인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고통과	고뇌에	찬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바를라

흐	자신의	삶도	순탄하지는	못했다.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심신이	병약했다.	장남으로서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짐까지	

져야	했다.

바를라흐의	초기	작품은	대체로	예술에	대한	열정과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	함께	작동

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재능에	비해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주목

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1906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1906년	초가을	동생이	엔

지니어로	일하는	러시아에	갔다가	경이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일종

의	계시	eine	Offenbarung”이었다고	술회했다.	도대체	러시아에서	뭘	보았기에?	바를라

흐가	본	것은	존재의	원초적인	혹은	근원적인	모습이었다.	광활하고	원시적	대지와	자

연에서	태고의	신비감을	느꼈고	고단한	농부들과	거지들을	보고	삶의	비극적	근원을	엿

봤다.	동시에	이들의	단순	소박한	신심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고결한	인간애와	구원의	가

능성을	느꼈다.	바를라흐는	이	모든	것을	예술적	영감으로	가슴	속에	쓸어	담았다.	명

작으로	평가되는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이	러시아	체험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바를라흐는	

1938년	로슈톡에서	죽기까지	조형물	500여	점,	드로잉	2000여	편,	판화	100여	점,	희곡	8

편	등을	남겼다.	이	많은	작품	중에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7개의	조각	작품이	성서	캠퍼

스에	들어와	있다.	언급한	것처럼	원작이	아닌	모작임에	주의해야	한다.

독서의 경건함 (본관 앞/가온길) 

이	조각상은	본관	앞	소나무	밑에	있는	것으로	우측의	그림처럼	원작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1930년에	「독서하는	수도사」란	제목으로	세상에	나온	작품이다.	머리에서	발

끝까지	강력한	선이	수직으로	내려져	있다.	외부	세계와	단호하게	담을	쌓고	있는	형상

이다.	즉,	양팔은	책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담의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만큼	책	읽는	시간이	소중하고	신성하다는	이야기이다.	독서에	필요하

지	않은	장식품은	하나도	몸에	달려	있지	않다.	빙켈만이	고대	그리스	조각에	붙인	공식

을	떠오르게	한다.	‘고귀한	소박성과	조용한	위대함	Edle	Einfalt	und	stille	Größe’이	그

것이다.	바를라흐는	독서에	관심이	많아	독서하는	사람을	많이	형상화했다.	독서	삼매

경에	빠진	모습은	독서를	넘어	무아의	묵상으로	보인다.	경건하다	못해	자아	망각의	경

지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추기경	칼	레만은	바를라흐의	조각을	보고	이렇게	말한	바	있

다.	“묵상의	독서를	통해	인간은	사물의	근본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인간은	독

서하는	사람이다.”

채플로	가는	가온길	가에도	독서하는	사람의	조각이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두꺼운	책	한	권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다.	역시	몸

에는	일체의	장식이	배제되어	있다.	무슨	책을	보는지	모르나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엄숙하고	경건하다.	이	작품이	모사한	원작은	1932년에	완성된	「독서하는	수도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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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연예술대학 노래하는 남자

본관 독서하는 수도사 가온길 독서하는 수도승

음악공연예술대학 플롯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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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릎에	책의	무게가	이중으로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종이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내

용의	무게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는	두	사람의	내밀한	친화력과	일

치감이다.	운동회	때	보듯이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려도	호흡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한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대학은	여전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	곳

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의문이다.	대학생들의	독서부족은	어제오

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디지털	기기의	침투로	인해	제대로	된	독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영혼의	책	읽기,	저	바를라흐의	조각이	반성하는	계기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음악의 형상 (음대 앞)

바를라흐의	조형적	의지는	음악도	대상화했다.	바를라흐에게	음악은	평생	예술적	영

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바흐의	음악을	듣고	“하늘로	치솟는	절정”을	체험했는가	하면	베

토벤을	‘과거에서	미래까지	한결같이	작용할	거인’으로	평가했다.	바를라흐는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을	직접	형상화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도	“음의	신성한	소

리”가	동기를	제공했다.

계명대학교	음대	앞에는	음악과	관련하여	바를라흐의	조각이	두	점	배치되어	있다.	

음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왼쪽에는	앉아서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리석으로	조각되

어	있다.	이것은	1928년에	발라흐가	만든	「노래하는	남자」의	모작이다.	노래하는	남자

의	모습은,	두	눈을	감고	내면으로	깊이	침잠한	형상이다.	노래에	깊이	집중하고	있으나	

몸은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인가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나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

은,	거의	해탈한	모습이다.	노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음성을	경청하는	모습이다.	노래가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음성을	따르는	행위라면	노래는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된다.	이러한	음악을	-쇼펜하

우어식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시화할	수	없는	순순한	형식으로서	음악을-	고

체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형상금지에	대한	정면도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금기를	깨고	도전하는	것이	또	예술가의	본성	아니겠는가.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겠다

는	선의가	곧	신성에	도전이	되는	예술가의	운명이라고나	할까.		

	음대	입구의	오른	쪽에는	「노래하는	남자」와	비슷한	양식의	조각이	하나	더	있다.	

「플루트	연주자」라는	제목인데,	발라흐가	1936년에	만든	청동상을	모사한	것이다.	한	

소년이	커다란	천을	둘러싸고	돌	위에	앉아	플롯을	불고	있다.	외로운	산골의	양치기가	

아닌가	싶다.	소년다운	종아리	아래로	소박한	신발이	보인다.	소박한	것은	신발만이	아

니다.	모자와	몸을	두른	천도	아무런	장식이	없는	평범한	것이다.	아마도	음악은	내면에

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다.	소

년의	형상은	피리를	불고	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잊고	자아의	깊이에	빠져	있는	모습

이다.	우리는	통상	조각의	명작을	생각할	때,	미켈란젤로를	떠올리고	로댕을	생각한다.	

섬세하고도	박력	넘치는	근육질	몸이	우리를	경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섹시함이	유혹

적이다.	그러나	바를라흐는	그	모든	육신적	화려함을	배제하고	오로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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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채플 러시아 걸인 상

아담스채플 추위에 떠는 소녀

아담스채플 태양 숭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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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인간 실존의 모습 (채플 입구) 

채플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잔디	언덕에	아주	특이한	조각이	하나	놓여있다.	엎드린	

여인의	형상인데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상체가	체조선수처럼	앞으로	휘어져	있고	

전방으로	길게	뻗은	손에는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있다.	바를라흐가	1906년	볼셰비키	혁

명	직전의	러시아를	방문한	후	만든	「러시아	여자	거지」란	작품이다.	바를라흐는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했다.	여자	

거지라고	하지만	누구인지,	개체성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손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가려져	있고	바라보는	눈빛도	없다.	가난과	함께	겸손이	철철	흐른다.	그럼에도	-이것이	

포인트다-	전혀	비굴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지가	앉은	방향이다.	헌금을	들

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향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	

구걸하고	있다.	돈을	한	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좀	나눠달

라는	것이다.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말이다.	봉사와	축복의	참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조각이다.	

신앙의 형상 (채플 남쪽)

	아담스채플	앞에는	두	개의	대리석	조각상이	화사한	빛을	발하며	서	있다.	왼쪽에는	

젊은	여자이고	오른쪽은	건장한	남자이다.	언뜻,	마리아와	예수가	아니겠는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좀	특이하다.	왼쪽의	여자는	보름달처럼	둥근	얼굴에	천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다.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애통해	하는	피에타의	자세도	아니다.	멀

리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따뜻하다.	널리	세상을	끌어안는	여인의	품을	느낄	수	있다.	

역시	사랑과	포용은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적	속성이	아닌가	싶다.	구약의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여호와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형상’으로	묘사한	바	있는데,	모성의	

보편성을	그렇게	강조했다.	즉,	포옹하는	생명의	원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생명	보편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	조각상은	마리아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바를라흐가	이	조각에	붙인	제

목은	「추위에	떠는	소녀」이다.	1917년에	제작한	것으로	원작은	동이	재료다.	추위에	떠

는	소녀가	왜	장대한	채플	앞에	서	있을까?	여러	가지	상념을	일으킨다.	이런	내면의	소

리를	듣는다면	지나친	감상일까?	‘교회	안의	믿는	자들이여,	추위에	떠는	바깥사람도	좀	

생각하라!	한	몸	감쌀	천	조각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행히도	

저	소녀의	모습은	추위에	억눌린	표정이	아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인상이다.	비

록	세상이	춥고	힘들지만	어떤	신념으로	잘	이기고	있는	모습이다.	바를라흐	특유의	내

적	힘의	안정성과	굳건함이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다.

	「추위에	떠는	소녀」의	우측에	나란히	서	있는	조각상은	장대한	남자의	모습인데,	

「태양	숭배자」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역시	발라흐의	작품으로	1910년경에	완성한	것

이다.	‘태양숭배자’는	말은	아주	이교도적인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게	왜	교회	앞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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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라흐의	문학적	사유	속으로	잠시	들어갈	필요가	있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를라흐는	일차적으로	조각가로	명성이	높지만	문학사에도	

한	장을	차지하는	중요한	극작가이다.	그는	당시	꽤	유명했던	시인	도이블러(Theodor	

Däubler)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의	조각	작품에	많이	투영되어	있다.	

가령	도이블러의	「북방의	빛」을	통해	「태양	숭배자」의	지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북방의 빛

오	빛나는	태양,	당신의	금빛	햇살

내	정신을	매혹하여	일깨웁니다.

내	마음이	떠날	때	당신은

신성한	고통의	계명으로	나를	칩니다.	

오	태양이여,	당신이	뜻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영혼과	가장	내밀하게

닮았습니다.	마치	열기가	씨앗을

발라내듯	당신의	긍휼이	나를	존속시킵니다.	

사랑하는	태양이여,	나도	당신처럼	맨몸입니다.	

당신이	벌거숭이인	나를	지배합니다.

오직	당신을	따르니	그것은	순정한	희열입니다.

내게	당신의	계명은	정녕	불가결한	것입니다.	

-	도이블러	-

이것은	단순히	이교도적인	태양숭배의	차원에서	나온	언사가	아니다.	극히	영적이고	

신비적인	신앙고백이다.	한	마디로,	여기서	태양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

다.	놀랍고	경이로운	모든	존재의	대표	단수로서의	태양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는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고	경탄하며	경외심을	표하고	있다.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감싸는	왼쪽의	소녀와	달리	자아를	망각해	버릴	만큼	신의	섭리에	경도되어	

있다.	위대한	깨달음과	발견의	근저에는	언제나	경이와	성찰이	있기	마련이다.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탐구함에,	무엇보다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린아

이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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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명대학교의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속성이	있다.	

우선	은행나무는	1목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는,	후손이	없는	오직	하나뿐인	나무이다.	

이러한	속성을	띈	나무는	지구	상에	은행나무밖에	없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세계의	나

무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구	상에	살고	있는	나무이다.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1억	3,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에도	존재한	‘살아	있는	화석’이다.	이

처럼	은행나무가	지구	상의	나무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

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계명대학교도	앞으로	은행나무처럼	115년	전통

을	이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혈단신이지만,	후손이	많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오랜	세월	살아남은	것은	세상의	다른	나무를	비롯한	생명체들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오래	살려고	노력했다면	결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살

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천	년	이상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존재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문명도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시켰기	때문이고,	살

아남지	못한	문명은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一以貫

之)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존재이다.	위대한	존재는	중용의	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다.	은행나무는	세상의	모든	것과	소통하면서도	자

신의	모습을	간직한	위대한	존재이다.	중국	원산의	은행나무는	한국,	일본을	거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로	들어가	그곳의	토양과	기후,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고	있지

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은행나무의	소통능력은	계명대학교의	행정	지표인	융합	정신과	잘	어울린다.	융합은	

모든	생명체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덕목이다.			

교목: 은행나무

비사광장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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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계명대학교는	계교	115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교목(은행나무)	외에	교화도	지정했

다.	오월에	활짝	피는	흰	꽃은	아름답고	정결하다.	아울러	사랑과	자비의	꽃말을	담고	

있는	나무이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이는	계명대학교의	설립목적과도	잘	부합

하여	교화로	선정했다.	현재	교내에	약	40그루가	있으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은	성서캠

퍼스	본관	진입로	왼쪽의	정원에	있다.	이	나무는	1995년	본관	신축공사	때	경산의	법인	

농장에서	옮겨	왔으며	약	100살	정도로	추정한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뭇과에	속하고	

우리나라	외에	중국에도	많이	서식한다.	학명	Chionanthus는	눈(雪)같이	흰	꽃이라는	

뜻이다.	이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처음에는	여름	초입,	즉	입하

(立夏)에	꽃이	핀다고	하여	‘입하목’이라	했는데	이것이	발음상	이팝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꽃이	잘	익은	쌀밥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즉,	쌀밥을	

뜻하는	이밥의	방언이	이팝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은	팝콘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나

무	이름에	‘팝’이	붙는	것은	꽃이	팝콘처럼	피는	경우라고	한다.	이팝나무는	풍치수(風致

樹)로	많이	심는다.	또	일본에서는	이팝나무를	차엽수(茶葉樹)라	부르는데,	잎으로	차를	

만들어	먹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예부터	남부	지방에	많이	있었고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도	많다.	이팝나무에는	얽힌	설화도	많은데	유명한	것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열여덟	살에	시집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그

녀는	시부모님께	순종하며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며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고	구박하며	시집살이를	시켰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집	며느리

를	동정하고	칭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큰	제사가	있어	며느리는	조상들

께	드리는	쌀밥을	지었다.	항상	잡곡밥만	짓다가	쌀밥을	지으려니	혹	밥을	잘못	

지어	시어머니께	꾸중	듣는	것이	두려워	며느리는	밥에	뜸이	잘	들었나	보기	위

해	밥	알	몇	개를	먹어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제사에	쓸	밥을	며느리가	먼저	퍼먹었다며	온갖	학대를	했다.	며

느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뒷산에	올라가	목을	매어	죽었다.	이듬해	며느리가	

묻힌	무덤가에서	나무가	자라더니	흰	꽃을	나무	가득	피워	냈다.	동네	사람들은	

이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가	죽어서	생긴	나무라	생각했으며,	이	나무를	이팝나

무라	불렀다.			

교화: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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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박물관 이팝나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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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계명대	캠퍼스에는	크고	작은	돌확(호박돌)이	많다.	돌확은	옛	선조들이	돌의	안을	

파내어	여러	가지	모양의	용기로	만든	것이다.	절구로	사용된	것이	많지만	여물통이나	

물통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돌확은	지역에	따라	확돌,	호박통,	호박돌	등으로	불렸다.	

캠퍼스의	돌확은	옛	선현의	지혜를	대학	차원에서	구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돌그

릇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많이	모아	담아	둘	수	있는	자연적이면서도	튼튼한	저장

소이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확실한	실용성이	있다.	또	비가	오면	오랫동안	물이	담겨	

있어	주변의	공기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돌확에서	얻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계

명인들도	질박하면서도	튼튼한	돌확처럼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지

성의	그릇으로	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돌확에	수확해	놓은	재료나	내용물은	다음	단계에서는	맷돌에서	가공된다.	

계명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놓여	있는	커다란	맷돌의	의미이다.	맷돌은	조형물이나	골동

품으로는	그리	세련된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캠퍼스의	맷돌은	장

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답적	취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	고유한	기능에	의미

를	두고	있다.	맷돌은	곡물을	갈아	부드러운	가루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곡물은	가루가	

되어야만	다양한	음식으로	재탄생된다.	이	맷돌이	대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다.	맷돌처럼	습득한	정보와	지식의	곡물을	갈고	갈아	분말로	만들어	흡수	소화하므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확(호박돌)·

맷돌·우물 井·

단지

본관 우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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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 맷돌

대명캠퍼스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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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턱관 장독

영암관 장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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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캠퍼스	본관	앞에는	우물을	이해할	수	있다.	커다란	돌을	다듬어	

우물	井자로	맞춰놓은	샘의	형상을	말한다.	자고로	샘은	인류문화의	발전과	자연의	생

육	번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	샘,	즉	井	자의	조형물이	학교	잔디밭에	두	개	배치된	것

은	두	가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경에	연원하는	것으로	진리

와	구원의	샘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암시한다.	이는	계명대학교의	정체성

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다른	하나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물이	깊은	샘'으로	계명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표현하는	상징의	맥락의	다음	차원은	옹기(독,	항아리,	단지	등의	

총칭)이다.	캠퍼스의	곳곳에	아름답고도	그윽하게	놓여	있다.	옹기는	크기와	용도에	따

라	거대한	독에서	조그마한	단지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캠퍼스	조경	상으로도	정

겹고	예스러움의	멋을	연출하지만	옹기의	실제	용도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장독은	이미	3세기경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우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해온	필수

적인	용기다.	옹기는	크기나	모양에	따라	용도가	천차만별이다.	간장,	고추장,	된장과	

같은	장을	담는	독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음식을	담아두는	독도	있다.	독은	

물탱크로도	쓰였고	김치를	담아	발효,	숙성시키는	기능도	담당했다.	장독과	김칫독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은	채소나	곡물이	나지	않은	겨울에도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

었을	뿐	아니라	별미를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이나	단지의	기능이	계명대에서도	발

휘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전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즉,	계명인들은	열

심히	탐구하고	개발한	지식을	발효시켜	유용한	작품으로	전환하고	발효된	지식은	다시	

숙성시켜	인류에게	유익한	지혜로	형상화해	내는	학문의	옹기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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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행소박물관	정문	우측에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커다란	종이	하나	걸려있다.	원래	대

명동	캠퍼스	본관에	있던	것을	개교	50주년을	맞아	옮겨온	것이다.	종이	걸려있는	두	개

의	기둥은	비사의	두	날개를	의미한다.	날개를	타고	울려	퍼지는	계명의	정신과	학문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기둥을	받치고	있는	담은	계명대	건물을	대변하는	붉은	벽

돌과	대구	읍성의	벽석으로	쌓았다.	말하자면	대구를	지리적	배경으로	한	계명대의	정

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종에는	계명대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드워

드	아담스의	정신이	담겨있다.		

아담스(Edward	Adams)는	1895년	미국에서	부산으로	파견된	선교사	안의와(Rev.	

James	Edward	Adams)의	장남이다.	1895년	미국	캔사스주에서	출생해	15세	때인	1910

년	중국	산동성에	있는	지푸	내지선교회	운영학교를	졸업한	후	부친이	공부한	미국	맥

코믹신학	교를	졸업했다.	192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된	안두화는	황해도	재

령선교부에서	활동하다가	1925년	대구선교부로	옮겨왔다.	여기서	농어촌선교에	중점

을	두고	사역을	펼치는	중	농어촌	교역자	양성을	위해	대구성경학교	교장에	취임해	후

진	양성에	힘을	썼다.	1950년을	전후해서	경북	여러	곳을	순회전도하며	토지를	사	주민

들에게	나눠주는	등	농촌교회와	농민들의	자립을	위해	힘썼다.

그	외에도	안두화선교사는	아동복지회	한국지부	위원	및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이사,	

연세대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이사,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지부	책임자	등을	겸임하기

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2월에는	계명기독대학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했다.	1958년	9월에	제2대	학장으로	봉직하다가	1961년	9월	퇴임했다.	6·25동란	때	피

난민을	제주도로	피난시키는데	큰	활약을	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

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안두화선교사는	1963년	7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

다.	그리고	1965년	9월	미국	오리건	주	로스버그에서	별세했다.	이렇듯	안두화는	계명

대를	설립해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대구	경북지역의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

런	그의	정신이	이	종에	오롯이	담겨있다.

종, 

계명정신의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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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박물관 광장 초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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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제중관은	플레쳐	2대	원장이	성금을	모아	1931년	지은	건물이다.	제중관은	1899년에	

설립한	제중원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병원으로	성장했

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때는	경찰병원으로	사용했고	육이오	때는	경찰병원	대구분원으

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중앙에	돌출된	포치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

루고	있다.	2010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해	현관(중앙포치)	부분만	철거하여	

의료선교박물관	청라언덕으로	옮겨	놓았다.	정면	중앙에	‘since	1899’라고	새겨져	있다.	

이	기념	포치는	대구	지역	향토사와	의료사	및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5월	31

일	등록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붉은	벽돌의	띠에	하얀	석조물	안에는	제중관의	

역사에	관한	사진이	비치되어	있다.

제중관 포치

(동산의료원 구관) 

동산캠퍼스 제중관 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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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청라언덕 노래비 한국	사람들이	애창하는	가곡	「동무생각」에	나오는	‘청라언덕’은	동산의료원	안에	있

다.	청라는	한자로	푸를	청(靑),	담쟁이	라(羅)	‘푸른	담쟁이	넝쿨’이	휘감겨	있는	언덕이란	

뜻이다.

당시	계성학교를	다니던(1911-196)	박태준이	인근	신명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을	짝

사랑했는데,	이	여학생은	늘	저	언덕길을	지나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내성적인	박태준

은	말	한번	못	붙여보고	끝났다고	한다.	훗날	마산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은상

이	이	풋풋한	사연을	듣고	시를	쓰고,	박태준이	곡을	붙인	것이	「동무생각」이다.	애틋한	

소년의	첫사랑이지만	동무생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	무척	폭넓게	느껴진다.

동산의료원은	대구	중구문화원과	함께	박태준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2009년	청라

언덕에	‘동무생각	노래비’를	세웠다.	동무생각은	모두	4절로	되어있는데	1절은	봄을	노

래한	청라언덕의	이야기이고,	2절은	노산이	사는	마산의	가포해변을	배경으로	여름을	

노래했으며,	3절은	다시	가을을	노래한	이곳	동산의	이야기이고,	4절은	겨울의	노래로	

고궁	대구읍성에	눈	내리는	밤의	정취를	노래하였다.	1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동산캠퍼스 청라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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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성서	캠퍼스에는	2006년	대구에서	거행된	청년비엔날레	국제	조각	심포지움에	출품

된	작품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주로	동산	도서관	앞에	집중적으로	전시되어있다.	이는	

대구를	찾은	세계의	청년	예술가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고,	대구의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뜻도	있다.		

청년의 

예술적 기상, 

‘청년비엔날레 

2006’ 

물고기자리 (방유신)

‘나의 아들아 나는 목숨을 잃었지만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동물

들이 추위에서 벗어 날 수 잇게 되어 행복하

다.’ 동으로 소년이 타이어에 앉아 하늘을 쳐

다보는 모습.

The Tower (Alessandro Canu)

자신의 고향인 사르데냐(Sardegna)의 통적

인 조형을 현대의 삶과 결부하여 작업을 전

개 함. 희 대리석 통석을 조각하여 타워 형으

로 만든 작품.

화류 (지헌명)

사람의 내면세계와 자연 즉 사계의 흐름과 

동화하는 것. 화강석 통석을 조각하여 오른

손 모양을 표현하였으며 손바닥에 문양이 

있음.

Sound (Slip Sicko)

젊은 나이만큼 공간과 매스의 역동성에 관

심을 두고 있다. 대리석 통석을 조각하여 물

갈기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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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본능(내면) (이창희)

화강석을 진흙처럼 부드럽고 역동적으로 다

룬 게 제목에 걸맞다. 즉, ‘생’ 혹은 ‘본능’을 

표현 한 것으로 생명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생이란 결국 운동이고 흐름

이듯이 화강석 통석을 조각하여 물갈기하고 

중앙을 오려 물처럼 휘어지게 해놓았다.

HARMONY (Giorgie Cpajak)

조화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많은 것들이 서

로 뒤섞여 어우러져 있다. 자연물로서 해, 

달, 구름 등이 있고 인간의 손길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와 오벨리스크가 있다. 작품의 재

료인 대리석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두고 위

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상을 최소한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SM-0647 (김운용)

모성을 상징하는 자궁을 테마로 제작되었

다. 표면돌기는 새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두꺼운 철판을 원형으로 휘어 용접, 도장하

여 대형 접시처럼 보이는 작품.

Respire (Luca Marovino)

단순한 기하학적 작업으로 보이나 매스 내

부에서 교차하는 기하형태들을 통해 빛과 

어둠, 다른 공간의 교차를 보여 주며, 삶의 

문제와 깊숙이 관여 하고 있다. 대리석 통석

에 중앙창을 뚫고 꼭지를 받침석에 세움.

Nature-Human-Space (Norbert Jager)

매스(Mass)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삶(탄생)

과 죽음에 대한 것을 조형화 함. 흑백의 원석

(대리석, 화강암 통석)을 조각하여 사람의 형

태를 각각 양각, 음각하여 2작품이 1Set를 

구성함.

Ancient Religion (Heny Mahmoud Fisal)

이집트의 고대문명과 현대조각의 조화를 볼 

수 있다. 물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는 느

낌을 풍부하게 표현함. 통석을 조각하여 물

갈기한 부분(검은 바탕)에 이집트 상형문자

와 같은 도형을 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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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성서	캠퍼스에는	곳곳에	돌로	만든	조형물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이것은	캠퍼스에	

예술의	향취를	더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치한	것이다.	대체로	중국	석재	조형물인데	중

국센터에서	예술성이	높은	것을	골라	구입했다.	42점의	석재	민속품	중에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캠퍼스의 석조 예술

중형수조(중국민속품)

수조로 받침대와 분리되며 수조의 사방에 사

자머리 조각이 있음. 봉경관 북편 화단.

인물상 (중국민속품)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광장 솔숲. 도광15년

이라고 새겨져 있고 악사가 동물의 등에 타고 

악기를 연주하고 모습이다.

문양석(중국민속품)

행소박물관 서편 현관. 새문양이 있는 북위에 

사자 두 마리가 있다.

문무인물상 (중국민속품)

행소박물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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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상(중국민속품)

본관 전면 양측 잔디밭. 사암계열의 석질로 짐승모

양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져 한국의 민

속품과 흡사한 분위기가 난다.

사자상(중국민속품)

동문 진입로 좌우측.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힘이 가

장 세고 용맹하여 수호의 의미가 있다. 머리의 화려

한 갈기가 돋보인다. 

해태상

행소박물관 서문 앞. 해태는 동아시아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의 동물

이다. 원래는 해치(獬豸)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통상 

목에는 방울을 달고 있고 몽은 비늘로 덮여 있다.

원숭이석등(중국민속품)

행소박물관. 6조각을 조립하여 석등형태가 되고 맨 

위에 원숭이를 올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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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성서	캠퍼스의	여러	곳에는,	즉	중요한	길	입구에는	돌로	깍은	석등이	길을	밝히고	있

다.	실제로	불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일찍이	디

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며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	참	사람을.	대학이라

고	참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터,	열심히	절차탁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진리를 밝히는 석등

쌍사자 석등

쉐턱관 네거리 희망의 숲 진입로. 사자 두 마

리가 등을 맞대고 협력하는 자세로 등을 들

고 있다. 등은 물론 부처의 광명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막석등

변전실 건너편 공대로 가는 계단 입구. 장명

등이라고도 하는데, 네모난 기둥이 받치고 

있다. 부정한 기운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

로 불을 밝혔다.

신라석등

봉경관 동편. 불교에서 등불은 부처님의 진리

를 비춰 중생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채플로 가는 길이니 유사한 의미에서 진리를 

밝히는 등불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삼발이원형석등

동천관 뒤 중앙 계단에 있는 것으로 세 개의 

발로 받침대를 이루고 있다. 등의 갓이 유난

히 큰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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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기타 캠퍼스의 

조형물

돌하르방

영암관 앞 장독대. 원형은 제주도에 많이 있

는 것으로 하르방은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은 1971년에 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오

래되지는 않았다. 돌하르방은 일종의 문지

기로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나쁜 기운을 쫓

아내는 방사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하르방은 험상궂지  않고 인자한 얼

굴을 하고 있다.

천사가족

아담스채플 앞 잔디밭. 천사에게는 가족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조

각한 조형물. 

신랑각시 상

영암관 장독대

청석사각기둥

영암관 남문 쪽 진입로

관우상

체육관 뒤편 현관. 삼국지의 장수 중 가장 용

맹하면서도 지덕을 갖춘 인물이다. 계명대

학교 체육인들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용머리 거북상

동천관 뒤 서쪽 계단

기마상부조판석

동천관 파고라 옆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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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6년이	된	대학의	역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116살	계명은	어떤	모습일

까?	성서캠퍼스에	있는	본관	정문으로	들어서면	마주보는	벽에	커다란	백지	한	장이	붙

어있다.	무슨	의미심장한	추상화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아래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잘	아는	대로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

로	'백지'란	뜻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정신이	백지처럼	빈	상태라는	의미에서	일찍

이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즐겨	썼던	말이라고	한다.	116년	계명의	역사가	백지라면	앞으

로	누가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할까?	계명인의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TABULA RASA, 

백지를 바라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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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계명의 초상화: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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