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재단이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설립이 

허가되어 드디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말 운정 김종필 선생의 공업을 기리고 현창하고자 

뜻을 같이해온 동지들이 「운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친목단체의 성격으로는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여러 제약

이 있음을 직시하고 “한국현대사의 증인 JP화보집”(중앙일

보사 간)의 발간을 계기로 「운정김종필기념사업회」라는 명

칭으로 법인화 작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업

이라는 명칭이 생존인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관계기관

의 의견에 따라 명칭을 「운정문화재단」으로 정하고 지난해 

7월 발기인대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출범 역시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

여 제한적인 의견이 대두되었고 결국 전시, 출판, 장학 등

의 사업 보다는 운정 선생과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이나 

활용이 더 긴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때

마침 중아일보의 연재되고 있었던 증언록  “소이부답”을 

읽고 당시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정 선생을 방문하

고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사료들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

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아카이브」의 탄생 배경이 프랑스 대혁

명 기간에 신생 의회가 생산한 문서의 기탁과 보존 필요성

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에 기여하였던 주체로서

의 개인의 기록들을 국가 유산으로 간주하였고 1789년 프

랑스에서 Archives Nationales가 창설되었습니다.  1841년 

주제 분류의 한계를 극복한 퐁의 기원을 존중하는 respect 

des fonds가 성립된 것을 돌이켜 보아도 운정 선생과 관련

된 사료들이 국가기록원 산하의 설립된 (재)운정재단에 의

해 수행되도록 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제를 딛고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운정 선생

이 그래오셨듯이 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

에서 운정 선생의 국가 철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애국의 길

을 걸어온 족적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와 기록물 등은 가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문화유산이며 역사입니다. (재)운

정재단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신 운정

선생의 공적을 사료를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역사를 세

우고 건전한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후세가 잘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운정선생을 통하여 

 기록문화의 발전과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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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브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의 아카이브가 기록

물을 보존·관리하는데 중심으로 두었다면 (재)운정재단은 

단순히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록

물들을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즉 시·공간 제

약의 극복, 정보가공의 용이성과 이용자 요구의 확대에 따

라 아카이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아카이브의 필요

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입니다. 

운정재단은 운정 선생의 모든 애국의 족적과 유형무형의 

성취를 우리들의 정신문화와 기록문화 속에, 실용의 생활 

속에 녹여 담아내는 그릇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재

단에 관심과 후원은 운정선생을 통하여 기록문화의 발전과 

창달에 크게 기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료수집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빙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정재단 설립 주요 연혁

▶ 2013. 10. 15. 운정회 발기인 총회, 장소 : 동보성

▶ 2013. 12. 10. 운정회 창립총회,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참석자  394명

▶ 2015. 03. 25. 운정회 총회, 장소 : 동보성  142명 참석

▶ 2015. 07. 23. 운정회 해산 총회 장소 : 동보성  108명 참석

▶ 2015. 07. 23. 운정재단 발기인 총회 장소 : 동보성  108명 참석

▶ 2015. 12. 23. 운정재단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 2016. 01. 07. 운정재단 2017년 1차 이사회 개최 장소 : 하얏트호텔 2층

▲ 2016년 1월 7일 서울시내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운정재단 제 1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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