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issue 특집

26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0권 제6호 통권 제97호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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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회장님(우측)과 필자

한국교육시설학회 스므 번 째 생일을 맞으니 창립 멤버

의 한사람인 필자는 큰 감회를 느낀다. 20년  학회 설립

당시 있었던 여러 일이 생각나지만 그 에서도 작고하신 

김진일  회장님께서 창기 학회를 해 애쓰시던 모

습이 각별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학회가 

오늘의 버젓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김회장님께서 학회

를 해 기우린 노력과 정성에 비롯한다 아니할 수 없다.  

1993 여름 어느 날 필자는 회의 참석 차 강남에 있던 

주택공사 본부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김회장님을 뵙게 

다. 물론 그 에도 건축계 원로이신 회장님을 공식 인 

자리에서 뵌 은 있었지만 사 인 화를 나  기회는 

없었다. 회의를 마치고 을 나서는데 회장님께서는 잠

깐 보자고 하시며 교육시설학회 설립에 한 이야기와 이

에 곁들여 필자도 참여할 것을 권하셨다. 이러한 말 은 

그 때 즉흥 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소장교수 이던 

필자를 새로운 학회를 해 함께 일할 사람  하나로 미

리 꼽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 즈음만 해도 건축학계는 타 

학 교수들의 활동상황에 해 잘 알 정도로 울타리가 

넓지 않았던 시 이어서 회장님께서도 이미 필자의 신상

을 악하고 계셨던 듯 했다.

그 해 막바지에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 회 에서 발기

인 모임이 있었고 12월 27일에는 경기여고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학회 사무실은 당시 과학기술단체연합에 

계하고 계시던 회장님의 주선으로 과학기술회  내에 

방 한 칸을 쓰게 다. 창기에는 사무실이 좁아 회의가 

있을 때는 같은 건물 내의 한건축학회 회의실을 이용했

다. 추후 학회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좀 더 넓은 곳으

로 옮기게 된 것도 회장님께서 부지런히 발품을 신 덕

분 이었다. 회의 공간을 갖춘 새 사무실로 이사한 후 ‘이

제 다’며 흡족해 하시던 회장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창기 교육시설학회의 회원은 건축학 설계 교수들과 

교육공학 공 교수들, 교육부 산하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주축 이었다. 한 때, 이질 인 분야의 구성원들 간의 견해

차로 운 상의 마찰이 일었던 일도 있었지만, 회장님께서

는 ‘학회는 학술단체다’라는 원칙으로 일 하시며 이를 무

마하셨다. 필자는 회장님께서 곧은 심지로 단체를 통솔해 

나가는 과정을 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다.

그런가 하면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학회지 발간에 많

은 힘을 기우리셨다. 잡지형식의 학회지 ‘교육시설’ 발간을 

해 자주 편집회의가 소집 다. 회지발간의 풍부한 경험

을 갖추셨던 회장님께서는 표지 디자인으로 부터 각 페이

지 내용을 자 하나하나 몸소 꼼꼼히 첵크 하셨기 때문

에, 필자를 포함한 편집 원들은 에서 손 놓고 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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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 다. 계간으로 시작된 잡지는 회장님의 독려로 얼

마 안가서 격월간으로 격상 고 차츰 학술 논문지의 모습

을 갖춰 나갔다. 당시 잦았던 집행부의 모임은 가끔 국

음식  ‘만보장’ 만찬으로 호사를 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분은 사무실 인근의 분식센터 의 식당에서 소박한 

녁식사로 끝나곤 했다. 이런 자리에서 종종 회장님께서

는 일제시 와 6.25동란 등 격변기에 겪으신 인생역정 

하드라마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셨다. 

필자가 회장직을 맡았던 시기(2000～2002)에는 사 인 자

리에서 자주 회장님을 뵙게 되었다. 회장님께서는 학회운

에 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면 새벽같이 화를 

주시며 만나자 하셨고, 소찬을 들며 학회 발 에 한 제안

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즈음, 7차 교

육과정이 가져온 새로운 시설 수요로 한해에 7,80건에 이르

는 계획설계를 우리학회가 수탁하는 호황도 렸다. 국 

건축학과 교수와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성과 발표회 

시스템 이라든가, 이들 연구의 과실 을 립하여 해마다 

국의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의 재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교육시설을 견학시키는 공익사업 로그람 등은 이런 자리

에서 나온 회장님의 발상에서 구체화 되었다. 그런가 하면 

회장님께서는 학 보직교수직이나 여타 학회장직을 맡았

던 경험에서 습득하신 단체운 의 노하우도 들려 주셨다. 

가끔 이야기가 길로 나가 주제가 다양해 질 때면, 필자는 

회장님이 갖추신 역사에 한 방 한 지식과 소상한 기억력

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 6.25 동란시 다부

동 투에서 총상을 입으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는 가장 

인상 깊은 것들 의 하나다. 가끔 필자는 투철한 애국심과 

달변의 회장님께서 군인이나 정치지도자의 길을 택하셨더

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회장님이 기거 하시던 과천 자택은 늘 문이 열려 있

었고,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인자하신 사모님께서 몸소 거

실로 안내해 주셨다. 거실에 앉으면 소박한 가구와 벽에 

걸린 모친의 상 흑백사진 한 이 청렴한 선비의 소박

한 삶을 말해 주는 동시에 이산가족의 애환 같은 것을 생

각하게 해 주었다. 아마도 필자의 원 지가 회장님의 고향

인 함경도라 평소 말 하시는 억양에서 친 감을 느낀 터

에,  언젠가는 필자의 이름이 북에 있던 회장님의 동생 

이름과 같다고 하신 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필자는 인생의  선배인 회장님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필자도 회장님께서 교육시설학회 활동에 한

창이시던 연배에 이르 다. 그 동안 필자는 외람되나마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  한건축학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

서 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 했다. 돌이켜 보면 이 모

든 것이 회장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그분 ‘지도자 양성 

코스(?)’의 개인교습 덕이 아닌가 한다. 

때마다 보내오는 학회지 ‘교육시설’을 펼칠 때면 ‘남는 

것은 오로지 학회지 하나 뿐’이라고 하시며 학회활동의 증

거물로서 학회지의 요성을 강조 하시던 고 김진일 회장

님이 새삼 그리워진다. 지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20살의 

어엿한 성년이 된 한국교육시설학회의 모습에 매우 견

해 하셨을 것이다. 

1994 “교육시설”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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