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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지난 2015년 10월 개관한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習
近平) 국가 주석이 서울대학교 방문 (2014년 7월 4일) 당시 약속한 1만여 점의 중국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기증받아 조성되었다. 본고에서는 자료실을 개관하게 된 배

경을 상세히 기술하고, 기증자료 현황과 자료실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설립 배경

  2014년 7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강연에서 “학술연구와 젊은이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라고 기증 동

기를 밝히며 중국과 관련된 도서 및 영상자료 1만여 점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11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도서 9,297권과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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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점 등 총 10,052점의 자료가 도착하여, 2015년 7월 1일 시진핑 기증도서 전달식

을 거행하였다.    

10,052점의 자료는 종당 5부씩으로 2부는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1부는 단행본

자료실, 나머지 2부는 중어중문학과와 국제대학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앙도서관에서는 본관 (구)관장실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0월 13일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개관하였다.

[그림 1]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입구 

Ⅲ. 자료실 현황 및 개관식

1. 한 눈에 보는 자료실 역사

시진핑 주석의 방문부터 자료 기증과 자료실 조성에 이르는 개관까지의 과정과 

개관 이후에 이뤄진 추가 기증과 여타 행사들을 [표 1]과 같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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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대학교 방문
강연에서 중국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 기증 약속

2015. 5. 11. 1차 자료 기증 10,052책(점)

2015.  7. 1. 기증도서 전달식

2015. 7. ~ 10. (구)관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시 콘텐츠 제작

2015. 10. 13.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개관

2015. 12. 10. 2차 자료 기증 540책

2016.  1.  31. 중국 위안구이런 교육부장관 자료실 방문

2016. 10. 15.
(예정)

<개교 7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특별전>
시진핑 주석 방문 기증자료 전시 예정

[표 1] 자료실 연혁

2. 자료실 현황

2.1. 명칭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은 크게 책과 열람시설이 갖춰진 자료실 공간과 시진핑 주

석의 서울대학교 방문을 기념하는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전시 공간은 시진핑 주

석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당시의 사진과 강연 내용, 기증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자료실의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국제협력본부장,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이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나

누었다. 그 결과 자료실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나면서도 주석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석이란 칭호를 넣지 않은‘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이름으로 채택하였다. 영문명은 ‘XIJINPING COLLECTION’으로 명명하였다.

2.2. 위치와 면적

자료실은 중앙도서관 본관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06.9㎡(32.3평)이다. 자료를 수장

할 적합한 공간을 모색하던 중 별도의 기증도서 자료실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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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실과 행정지원팀 과장실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였다.

2.3. 전시 콘텐츠

자료실 입구 전경의 사진 선택부터 내부 전시면 구성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

다. 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국제협력본부장, 중국대사관의 교육참사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서울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방문 당시부터의 기록을 살려 전시 콘텐츠는 크게 3면으로 구성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부터 강연, 기증자료에 이르기까지 연대기 순으로 배치

하였다. 1면은 방문 스토리로 2014년 7월 4일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방문을 시작

으로, 강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병종 교수가 그린 ‘서울대 정문’그림을 선물로 

건넨 사연을 넣었다. 2면은 방문 당시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진행하였

던 강연 내용을 요약하였고, 마지막 3면은 기증자료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료

를 기증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KBS 1TV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의 방한에 맞춰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중국의 꿈과 시진핑'을 DVD로 제작하여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전시 콘텐츠를 구성한 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 표현이었다. 자료의 90%가 중

국어로 된 자료였고, 중국을 테마로 조성한 글로벌한 자료실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기로 하였다.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주요 이용자층인 

중국 유학생과 언어교육원 연수생 등을 고려하여 중국어와 영어, 총 세 가지 언어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전시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료실 및 방명록 서각 소개 등도 세 가

지 언어로 나타내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실의 전체적인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수장 자료와 방영 자료, 기념물 및 열람

시설로 나누어 보았다. 이후부터는 시진핑 주석 부부가 사용하였던 의자, 방명록 서각

을 비롯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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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 

수장 자료
 ∘ 도서 3,830책

 ∘ DVD 581점
방영 자료

 ∘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연 자료 

 ∘ KBS 다큐멘터리 ‘중국의 꿈과 시진핑’DVD

기념물
 ∘ 시진핑 주석 부부 방문 시 착석 의자

 ∘ 방명록 서각

열람시설
 ∘ 열람 테이블 및 의자

 ∘ 검색용 PC 등

[그림 2] 시진핑 주석 부부 서울대학교 방문 시 착석 의자

2.4. 방명록 서각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 방문 시 사인하였던 방명록은 우리 대학의 귀중한 사료

로서 그 원본은 후대에도 길이 보존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진핑 주석은 방명록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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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학교 모토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에 착안하여 ‘探索眞理 追
求光明(탐색진리 추구광명)’의 글귀를 남겼다. 자료실에 상시 전시할 방명록 대체본 

제작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모사본 또는 영인본 제작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시진핑 주석의 글귀는 양

지에 펜으로 쓴 것으로 개인의 고유한 필체의 속도 등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흉내 낼 

수 있어도 완전한 모사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시진핑 주석의 필체를 잘 

살릴 수 있는 서각을 택하여, 글귀는 나무에 양각으로 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

과 시진핑 주석이 남긴 글귀는 서울대학교 김성희 미술관장의 감수 하에 김승우 서예

가와 박민수 서각자의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그림 4] 참조), 특히 중국의 분위

기와 색채를 살릴 수 있는 황금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여 나무 재질이나 동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현재 방명록 원본 [그림 3]은 고문헌자료실 내 귀중본실의 오동나

무상자에 보관을 하였고, 서각은 상설 전시를 하였다. 시진핑 주석 방명록 원본을 서

각으로 제작한 상세 내역은 [표 3]과 같다.

[그림 3] 시진핑 주석 방명록 원본

      

[그림 4] 시진핑 주석 방명록 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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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민일보 기사 

구 분  내  역 비 고

제작 구분 양각(황금색)

목재명 은행나무 국내산

크 기 88 × 38.8 × 5 cm 가로 × 세로 × 두께

무 게 3.5 kg

표면 및 색상처리 스테인(작코)바탕에 연자색과 주황 
글씨 부분은 황금색   

  아크릴 칼라

 * 감수 : 김성희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동양화과 교수)

 * 제작 : 이승우 서예가, 박민수 서각자

[표 3] 시진핑 주석 방명록 서각 제작 상세 내역 

[그림 5]는 인민일보(人民日报) 1면과 2면을 장식한 시진  

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방문 기사와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국제뉴스 전문 보도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 Global Times)

에 실린 기사를 배너로 제작하여 자료실 입구 벽면에 부착

한 모습이다. 인민일보 2면 기사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전문으로 실은 것이다. 주요 내용으

로 시진핑 주석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강조하면서 “이익

을 보고 친구를 사귀면 이익이 없어질 때에 헤어지는 법이

다. 권세를 보고 사귀면 권세가 없을 때에 헤어지는 법이

다. 마음을 보고 사귀어야 오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통하고 의기를 투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5. 시설 및 비품

자료실에는 [표 4]와 같이 기증자료를 비치할 벽면서가와 열람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료실 내에서 기증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DVD와 같은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는 PC와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강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가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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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당시 글로벌공학교육센터 행사장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를 함께 

비치하였다. 

품 목 수 량 비 고

벽면 서가 26 x 7개 “ㄱ”자형 7단 서가

열람 테이블 3개

열람 의자 18개

소파 ․ 협탁 2세트

벽면 TV 1대

일체형 PC 2대 한글·중국어 전용 PC 각 1대

스툴 3개

3단 사다리 2개 서가용 목재 발판

[표 4] 자료실 시설 및 비품 현황

[그림 6] 자료실 벽면 서가

3. 개관식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은 2015년 10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추궈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아이홍거(艾宏歌)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135·138호

국제협력본부장 및 주요 보직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

은 자료실이 협소하여 중앙도서관 본관 로비에서 거행한 다음([그림 7]), 시진핑 기증

도서 자료실로 이동하여 테이프 커팅을 한 후 자료실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7] 개관식 행사 (중앙도서관 본관 로비)

[그림 8] 개관식 테이프 커팅 (신성호 국제협력본부장, 홍성걸 
중앙도서관장, 성낙인 총장, 유근배 기획부총장, 추궈홍 중국대사, 

아이홍거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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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자료실 관람(중국대사, 총장, 중앙도서관장(왼쪽부터))

Ⅳ. 기증자료 현황

  1. 자료 현황

 시진핑 기증자료는 2015년 5월 11일 1차 기증분 총 10,052책(점)에 달하며, 도서 

9,297책과 영상자료 755점을 중국대사관을 통해 기증받았다. 자료의 주제로는 젊은이

들의 학술연구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국의 역사, 철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동북아 정세 등이 주를 이룬다. 시진핑 주석이 공학도인 만큼 공학 분야 자료들

도 다수 있다. 한편, 개관식 당시 자료실을 둘러보던 중국대사관 측에서 일부 비어 있

는 서가를 확인하고 자료의 추가 기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두 달 후인 2015년 12월 

10일 540책을 추가로 기증 받았다. 시진핑 기증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자료 기증은 본래 2014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진핑 주석 측에서 책 선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 당초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의 주제 및 분야 등을 고

려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책을 선정할지에 대해 중국 국가주석실, 외교부, 중국대사관

이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리스트를 시진핑 주석이 

일일이 확인한 뒤 최종 결재하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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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증일    기증내용  종 수 책(점)수  복본수

1차 기증 '15.  5. 11.
도서  9,297책
DVD  775점

2,010 10,052 5부

2차 기증 '15. 12. 10. 도서    540책   108 540 5부

합  계 2,118 10,592

[표 5] 기증자료 현황

[그림 10] 기증자료 목록

2015년 7월 1일 기증도서 전달식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시진핑 주석을 대리

하여 도서와 자료 명세를 전달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사진은 『시진핑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 한국 서울대학교 기증도서 및 동영상 자료 명세』 책자 목록으로 세로 

43㎝, 가로 28㎝, 두께 4㎝의 금빛으로 치장되어 있다. 

중국의 국가적 스승으로 추앙받는 루쉰 전집(총 18권)을 비롯해 현대의 중국을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인 중국 문화·사상·역사·법 관련 전집이 주를 이룬다. 중국 자금

성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유물을 연구하는 데 필수자료인 총서도 포함되어 있다. 

  기증자료는 1종당 5부씩 기증되어 이용하기 쉽도록 중앙도서관과 중어중문학과, 국

제대학원에 비치하기로 하였다. [표 6]과 같이 자료를 배분하였으나 5부가 안 되는 

자료도 있고, 실제 정리 과정에서 볼륨을 나누어 등록하게 되므로 기증 당시 책 수

보다 등록번호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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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장소  책 수  부 수

중앙도서관 
(6,624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4,410 2부

단행본자료실 등  2,214 1부

중어중문학과  2,196 1부

국제대학원(‘16. 2. 현재 중앙도서관 임시 보관 중)  1,232 1부

합 계 10,052 5부

[표 6] 1차 기증자료 비치 내역

 

  2. 자료 정리 현황

기증자료의 정리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은 단행본 3,830책

으로 자료별로 국내서 114책, 동양서 3,178책, 서양서 538책이다. 이 중에서 동양서가 

83%로 중국어 자료가 주를 이룬다. DVD와 같은 영상자료는 580점이다. 또한 단행본

뿐만 아니라 사전류는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참고자료실에 비치하였으며 영상자료는 

관정관 멀티미디어플라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기증도서에 별치기호 ‘XIJINPING’을 부여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

성 및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였다. 분류는 DDC를 적용하여 단행본자료실 도

서와 같이 주제별로 유사 학문을 연관 지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10. 13. 단행본정리실 제공)

구  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소 계 비도서 합 계
시진핑

기증도서자료실 114 3,178 538 3,830 580 4,410

단행본자료실 57 1,587 267 1,911 　 1,911

참고자료실 　 2 2 4 　 4

관정관(비도서) 　 　 　 　 299 299

합 계 171 4,767 807 5,745 879 6,624

딸림(시진핑) 63 152 　 215 　 215　

딸림(중앙대출실) 32 76 61 169 　 169　

딸림 합계 95 228 61 384 0 384

[표 7] 1차 기증자료 중앙도서관 비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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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실 운영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은 정보관리과 참고자료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의 자료는 열람만 가능

하며, 동일 도서를 단행본자료실에도 비치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분 내     용

중앙도서관 
본관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열람용

단행본자료실 대출 가능

이용 시간 평일 09:00 - 18:00

이용 문의 참고자료실 Tel. (02) 880-5313

[표 8] 자료실 이용 안내

4. 향후 운영 방안

중앙도서관은 특화된 자료를 관리‧제공하고, 한‧중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을 닦기 위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계속 개선‧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2016년 서

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도서관에서는 <개교 7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 방문 기증자료가 전시될 것이다. 시진핑 기

증도서 자료실은 중국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연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균형 있는 장서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 목록과 해제 작성 

등을 통해 소장자료의 가치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자료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자료실 개관은 필자가 단행본수서실로 발령 받자마자 맡게 된 업무였다. 자료실을 

설계하여 시공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동 업무에 쉽게 착수할 수 있었다. 

건축, 가구 제작·구매, 자료 정리, 배열, 개관에 이르기까지 규모는 작지만 모든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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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다.

진행 과정 동안 현장 점검을 수차례 해주셨던 관장님과 국제협력본부장님의 열정

을 잊을 수 없다. 또한 콘텐츠 기술 내용이 많아 애를 먹고 있을 때 매끄럽게 풀어주

시던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영어, 중국어 번역을 위해 국

제협력본부 직원과 도서관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한 문장, 한 문장 체크하였던 기억

도 새롭다.

보다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행정지원팀 담당자, 개관식 일정

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나와서 함께 애쓴 동료가 있어 더없이 든든했고 수서·정리

실, 참고자료실 직원이 함께 모여 한 책 한 책 배열하고 나니 어느덧 자료실은 멋진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관식 행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행사를 도와주었

던 학술정보개발팀 동료들과 개관식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었던 도서관 직

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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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전시 콘텐츠 

❍ 전시 1면 

방 문 | 访问 | VISIT

중국의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시진핑 주석이 년 월 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강연에서 만여 점의 중국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서울대학교에 기증할 것과 서울대학교 학생 명을 중국 대학생 캠프 에

초청할 것 을 약속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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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2면 

강 연 | 演讲 | LECTURE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중국의 협력과 평화 그리고 화합을 강조하며아시아의미래인

양국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연천 총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정부 국민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방문은 새로운 문민적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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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3면 

기증 | 捐赠 | DONATION

2014年  7月  4日 시진핑 주석 도서기증 약속 (习近平主席承诺捐赠图书)
2015年  7月  1日 시진핑 주석 도서 기증식 (习近平主席图书捐赠仪式)
2015年 10月 13日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개관 (习近平主席捐赠图书资料室开馆)

기증자료는 중국의 역사서와 철학 문화 예술 자연과학 공학 동북아 정세 관련 

서적 권과 영상자료 점으로 총 점이다 성낙인 총장은 도서

기증식 축사에서 소중한 기증자료는 진리탐구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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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관식 행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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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안내 리플릿(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