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만대학교교사관
한국어



목차

평면도 3

상설 전시 5

 ◆대만대학교의 정신 5
 ◆중요 사적 소개 6
 ◆학교 상징 7
 ◆단과 대학별 영예 및 업적 9
 ◆우수 대학을 목표로 10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12
 ◆캠퍼스 생활 12
 ◆검토와 반성 13
 ◆캠퍼스의 변천사와 풍경의 발자취 13
 ◆세대를 초월한 추억의 단상들 14
 ◆구 도서관의 특색, 옛모습 재현 15
 ◆상영실 15
 ◆천류청(특별 전시홀) 16



국립대만대학교 교사관 01 | 02

안내 16

수집 및 소장품 17

추억의 사진 17

구술 역사 18

대만대학교 이야기 18

추진 사업 18

출판센터 서점 – 교사관점 19

메아리 20



평면도

檢討與反省

校園變貌與地景軌跡

跨世代座標記憶

舊總圖特色、舊貌重現

放映室

出版中心書店─校史館店

川流廳

사무실 회의실

안내데스크

입구

주관지(籌館誌)

a

b

cdefg

h

i

j

k

k

l



국립대만대학교 교사관 03 | 04

대만대학교 역사박물관(이하 ‘교사관’으로 칭한다.)은 2005년 6월 
22일 오전 천웨이자오(陳維昭) 총장님, 위자오중(虞兆中) 전 총장님,
리쓰천(李嗣涔) 신임 총장님, 중앙연구원 천치루(陳奇祿) 원사님께서 

함께 현판식을 거행하시며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관은 도서관에서 책임 운영
하며, 동문들이 모교에 돌아왔을 때는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또한 
각계 인사들에게는 대만대학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훌륭한 전시장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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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전시
대만대학교 역사 상설 전시장은 약 754제곱미터로, 전신은 구 도서관 중앙열람실이었습니다. 

1929년에 건설됐던 구 도서관은 5차례를 확충하면서 현재의 규모가 됐습니다. 높다란 천정과 

연이어진 아치형 창문은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70년 동안 열심히 공부에 전념해왔던 

모든 대대인이 걸출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줄곧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켜주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벗이 되어 대만대학교 100년의 모습과 발자취를 자세히 들려주듯 우뚝 

서 있습니다.

◆대만대학교의 정신

교사관 입구의 전시 공간은 대만대학교 창설 이념, 즉 ‘자주적 학술 풍토’,‘자유로운 교

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같은 국내 대학 중 독보

적인 학교 운영의 이념은, 바로 푸쓰녠(傅斯年) 전 총장님께서 그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혼란했던 시대에 학자의 가슴과 대장부의 기백을 갖추셨던 그분은 학교 내의 모든 이들이 시

대나 세상이 변할지라도 ‘이 대학을 우주에 바치리라는 정신’을 견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의 말을 인용한 것으

로, 글귀 속에 ‘우주의 정신’이란 본교의 설립 목적으로 이는 대만대학교는 우주 속에서의 

모든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 글귀 속에 ‘우주의 정신’이란 본교의 설립 목적으로 이는 대만대학교는 우주 속에서의 

모든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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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적

중요 사적 구역에서 여러분은 본교가 위치한 이곳에서 대만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대만대학교

가 어떻게 고작 ‘문정학부(文政學部)’와 ‘이농학부(理農學部)’ 등 두 단과대학만 있던 

타이베이 제국 대학 초기부터 점차 성장해 11개 단과 대학과 2개의 전문 단과 대학의 종합 

연구 형태의 현 국립대만대학교로 성장하게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사적’

전시 구역은 역대 총장님의 초상화와 연혁표, 총장님들의 학교 운영 이념, 사진, 아카이브 및 

문물을 전시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타이베이 제국대학

대만대학교의 전신은 일제 강점기의 타이베이 제국대학교입니다. 쇼와 3년(1928)에 설립됐

으며, 일본의 9개 제국 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업무 체제는 일본 구제(舊制) 대학의 강

좌제 체제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문학과 정치 및 이학과 농학 등 2개의 단과 대학만이 설립

됐다가 타이베이 제국 대학 후반기에 들어서며 문리대와 정치대, 이과대, 농과대, 의대, 공대 

등 5개 학부와 3개의 대학원(열대의학, 남방인문, 남방 자료 과학) 및 예과(預科)로 발전됐

습니다. 그밖에, 대만대학교의 역사는 메이지 30년(1897)의 타이베이 병원 부속 토인 의사 

양성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대대 의학원의 전신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제국 대학교 시절의 4대 총장：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1928.3.~1937.9.)

미타 사다노리(三田定則, 1937.9.~1941.4.)

안도 마사츠구(安藤正次, 1941.4.~1945.3.)

안도 가즈오(安藤一雄, 1945.3.~1945.10.)

•국립대만대학교

2차 세계대전 후, 대만이 일본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국민정부는 중앙연구원 식물연구소 

뤄쭝뤄(羅宗洛) 소장을 대만에 파견해 타이베이 제국대학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했습

니다. 1945년 11월 15일 인수인계가 끝남에 따라 타이베이 제국대학은 국립대만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제도 개선 초기에는 문과, 이과, 법과, 의과, 공과, 농과 등 6개 대학이 설치되었

던 것이 현재는 문과, 이과, 사회과학, 의과, 공과, 생물자원 및 농학, 경영학, 공공위생, 전기공학 

및 정보학, 법학, 생명과학 등 11개 대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울러 치의예과, 수의학과 등 2개

의 전문 단과 대학 등도 생겼습니다.



대만대학교는 지금까지 10분의 총장님과 2분의 대리 총장님께서 계셨습니다: 

뤄쭝뤄(羅宗洛, 1945.10.~1946.7.)

루즈훙(陸志鴻, 1946.8.~1948.5.)

좡창궁(莊長恭, 1948.6.~1948.12.)

푸쓰녠(傅斯年, 1949.1.~1950.12.)

선강보(沈剛伯, 1950.12.~1951.3. 총장대리)

첸쓰량(錢思亮, 1951.3.~1970.5.)

옌전싱(閻振興, 1970.6.~1981.7.)

위자오중(虞兆中, 1981.8.~1984.7.)

쑨전(孫震, 1984.8.~1993.2.)

궈광슝(郭光雄, 1993.3.~1993.6. 총장 대리)

천웨이자오(陳維昭, 1993.6.~2005.6.）

리쓰천(李嗣涔, 2005.6.~현재)

◆학교의 상징

•교수(校樹)– 대왕 야자수

대만대학교의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좌우 

양측으로 높이 솟은 대왕 야자수인데, 이들 야자수는 야자수 길

을 따라 중앙도서관까지 이어지며 씩씩한 모습으로 열을 지어 

방문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자수 길은 타이베이 제

국대학 시기부터 조성돼 있었는데, 캠퍼스가 확충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자수 길은 지금까지 내내 대만대학교의 상

징이자 대대인의 영원한 자랑이었으며, 또한 학생들이 바라는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대왕 야자수는 1898년 대만에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 수입된 야자수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왕 야자수’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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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校花) – 진달래

대대인이라면 대만대학교의 교화인 진달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

습니다. 매년 3월경은 진달래가 가장 흐드러지게 피는 시기로 

이때 대만대학교에서는 ‘진달래 축제’를 성대히 거행합니다. 

꼭 오셔서 ‘진달래 성(城)’의 수려한 경치를 느껴보시기 바랍

니다. 타이베이 제국대학 시절 캠퍼스에는 진달래꽃을 드문드문 

심었었다가 1950년 말 푸쓰녠(傅斯年) 총장님께서 과로로 갑자

기 세상을 떠나시자 대만대학교에서는 철인(哲人)이셨던 그분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부근 농가에서 진달래 묘목을 250주를 모아

다 캠퍼스에 널리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대학교가 대규모

로 진달래를 심기 시작한 유래입니다.

•교가

대만대학교 역사상 3개의 교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교가는 

1947년에 완성된 것으로 중문학과 학과장이셨던 쉬서우창(許壽

裳)님께서 작사하셨고 대만 교향악의 아버지이신 차이지쿤(蔡繼

琨)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사가 너무 어렵

다고 여겨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단과대 학생대표 연합

회에서 학교 측에 새로운 교가의 작사와 작곡을 건의하였습니다. 

학교는 1968년 선강보(沈剛伯) 문과 대학 학장님께서 작사하시

고 중국 현대음악의 선구자이셨던 자오위안런(趙元任) 교수님

께서 작곡하신 새로운 교가를 공포하였습니다. 신(新)교가와 

구(舊)교가 사이에는 근 2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만

대학교에는 공식 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본 강점

기를 풍미했던 대만어 가요였던 ‘망춘풍(望春風)’을 지하 교

가로 불렀습니다.

•교훈
    돈품려학(敦品勵學, 품행을 바르게 하고 학문에 힘쓰라) 
    애국애인(愛國愛人,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라)

대만대학교의 교훈은 8개의 글자는 푸쓰녠 총장님께서 1949년 

제4회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했던 네 가지 

훈시인 ‘돈품(敦品), 역학(力學), 애국(愛國), 애인(愛人)’



에서 비롯됐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푸 총장님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 일부 교수님들은 교무회의에서 이 훈시 내용을 대만대학

교의 교훈으로 채택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이 안건은 보류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여러 총장님들은 친필로 이 8자를 졸

업생에게 선물하거나 혹은 붉은 글씨로 구(舊)체육관 외벽에 써 

놓거나 혹자는 학교 휘장 디자인의 중요 도안으로 채택하기도 했

습니다. 요컨대, ‘돈품려학 애국애인(敦品勵學 愛國愛人)’의 

8자는 대대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마침내 대만대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학교 휘장

대만대학교 휘장은 1982년 개교기념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학교 

휘장은 부종(傅鐘)을 주제로 삼고 대왕 야자수를 배경으로 삼았

는데 이는 ‘돈품려학(敦品勵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왕 

야자수 이삭의 새싹은 바로 쉼 없이 이어지는 대만대학교의 정

신을 상징하고 안에 있는 매화 모양은 ‘애국애인(愛國愛人)’

을 상징합니다. 바깥에는 구름과 번개의 ‘채운뢰문’ 도안이 

있는데, 이는 교훈의 정신이 현현하고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부종(傅鐘)은 푸쓰녠 총장님을 기념하여 주조한 것으로 수업 시

작과 종료 시에 21번 울립니다. 왜냐하면, 푸 총장님께서 생전에 

“하루는 단지 21시간뿐입니다. 남은 3시간은 깊은 사고를 통한 

자아 성찰에 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과 대학별 영예 및 업적

본 전시 구역에서는 11개 단과 대학의 간략사 및 학술 업적을 전

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 구역에서는 할아버지뻘 되는 압력계와 

의료 소독 솥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또한, 대만대학교 고고학팀이 대만 전 지역에 남긴 발자취

며, 대만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잠수정, 세계에서 처

음으로 태풍의 눈으로의 비행해 태풍 탐측에 성공한 무인 비행기 

팀, 건강식품 홍국(紅麴) 달걀의 원리도 탐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편 영상물을 통해 태양에너지 차, 오각병(烏腳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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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치료, 사망 세포의 수수께끼 풀기, 동물 유전자의 이식과 

복제, 학생들의 연극 공연 등, 자랑스러운 대만대학교의 업적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대만어 번역기를 체험

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우수 대학을 목표로

•연구센터

대만대학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화 민족의 훌륭한 세계 일류

의 연구형 대학으로 성장하리라는 일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비 지원의 힘을 빌어 캠퍼스 내에 여러 

연구센터 혹은 전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최첨단 학술 연구에 종

사하고 있습니다. 대학급 7대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사회고등연구원, 정보전자과학하이테크 통합 연구센터, 시

스템 생물학, 유전자체의학, 이론과학, 분자생의학 영상, 신흥물

질 및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과학기술 연구센터 등입니다.

•세계 100대 대학을 향해

이 구역에서는 대만대학교의 매년 논문 발표 총합계(SCI/SSCI

에 수록된 논문 수), 대만의 기타 대학과 비교한 논문 발표 수, 

여러 세계 대학의 순위 등 각기 다른 지표를 통해 대만대학교가 

우수 대학으로 매진하는 구체적 성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저 전시 

본 전시 구역에서는 설치 예술의 표현 방식을 채택해 대만대학

교 석박사 논문 및 대만대학교 출판센터에서 출판한 학술 저작물

을 쌓아 학술을 상징하는 높은 담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욱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학문 추구 정신과 학교 

내의 교수진들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

에 1960년 이전 학부생들의 졸업 논문 친필 원고 10편을 전시하

고 있는데, 그중에는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님, 롄잔(連

戰) 전 부총통님, 노벨상 수상자 리위안저(李遠哲) 박사님의 논

문 등 대만대학교 출신 유명인의 친필 원고도 적잖이 많습니다.



•국제학술 교류

2011년 11월 21일까지 대만대학교는 총 세계 394개 대학

과 학술 교류 프로젝트를 체결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 지역 

161개, 대양주 지역 12개, 미주 지역 86개, 유럽 지역 134개, 

아프리카 지역 1개 대학을 포함하는데, 그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도쿄 대학교, 베이징 대학교 등 

세계 유명 대학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인당(名人堂)

대만은 1996년 총통, 부총통 국민 투표를 시행한 이래 2012년

까지 벌써 7분의 총통 및 부총통이 선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리덩후이(李登輝, 농업 경제학과), 롄잔(連戰, 정치학과), 

천수이볜(陳水扁, 법률학과), 뤼수롄(呂秀蓮, 법률학과), 마잉주

(馬英九, 법률학과), 우둔이(吳敦義, 역사학과) 님 등 6분이 대

만대학교 출신 동문이십니다. 현재 유일하게 노벨 화학상을 수상

한 대만 사람이신 리위안저(李遠哲) 중앙연구원 원사님 또한 대

만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걸출하고 우수한 대대인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어 대만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명예박사

대만대학교는 2001년부터 학술이나 혹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거나, 세계 문화 교류와 평화

에 탁월한 공헌이 있으신 분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

다. 2011년 현재까지 구전푸(辜振甫), 리위안저(李遠哲), 추이치

(崔琦), 양쭈유(楊祖佑), 가오싱졘(高行健), 쿵더청(孔德成), 추청

퉁(丘成桐), 린화이민(林懷民), 첸쉬(錢煦), 왕원싱(王文興), 리바

이리(林百里), 리이위안(李亦園), 한바오더(漢寶德), 펑왕자캉(彭

汪嘉康), 차오융허(曹永和), 후포(胡佛), 치방위안(齊邦媛) 님 등

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중앙연구원 원사

중앙연구원은 대만 학술 연구의 최고 기관입니다. 중앙연구원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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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세계 학술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중화권 학자들 중에서 선

발합니다. 2012년까지 수십 년 동안 중앙연구원에서는 약 449명

의 원사를 선발했는데, 대만대학교 총장 및 정교수 67분이 중앙연

구원 원사로 선출되셨고 그 숫자는 기타 연구형 대학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총통 과학상

총통 과학상은 2001년부터 2년마다 대만 사회에 큰 공헌이 있고 

대만의 국제적 학술 위상을 높인 4명(이내)의 기초 과학 연구 

인재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대만대학교 정교수분들 중 매년 수

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쑹루리러우(宋瑞樓, 의학

내과 교수, 2001년), 류궈핑(劉國平, 화학과 교수, 2001년),린창

셔우(林長壽, 수학과 교수, 2001년), 주징이(朱敬一, 경제학과교

수, 2003년), 바오이싱(鮑亦興, 응용역학과 교수, 2003년),천젠

런(陳建仁, 유행병학과 교수, 2005년), 천딩신(陳定信,의학 내과 

교수, 2007년), 리런구이(李壬癸, 고고인류학 교수역임, 2009년) 

등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대만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배우고 진지하게 연구합

니다. 배운 것을 기꺼이 사회에 바치고 환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학생과 학교의 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헌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대만대학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관련 정보에 의거한 전시 주제는 아래의‘공공

위생 프로젝트 회고, 대만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신연구 개발 업적, 

SARS 방지의 선봉대, 지진 격리 신기술, 시터우(溪頭)의 중건, 

페이추이(翡翠) 댐의 모듈 시험, 붉은 개미 방지, 벼 품종 육성, 

농업기술팀, 농업 추진 가이드, 학과별 동아리의 사회봉사, 사회환경 

체험, 보조 과학 기술 연구’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 생활

교사관에서는 학교 업무나 역사를 전시하는 것 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문들에게 친밀감 및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캠퍼스 생활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의 

생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은 대만대학교 학생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의, 식, 주 및 교육, 그리고 여가 등의 여러 

추억들을 전시합니다. 진귀한 옛 사진들, 예전부터 전해오는 추억

담, 이제는 그 큰 짐을 내려놓은 오래된 교구 등을 통해 이미 졸업

한 졸업생은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은 과거의 소중한 생활상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검토와 반성

대만대학교는 대만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대학교입니다. 대만대학교 캠퍼스의 각종 사건들은 대만 사회 운동

과 그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교사관에 이들을 기꺼이 기록하여 

전 대만대 학생들이 언제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대만대의 

학풍을 저버리지 않고 대만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큰 종의 역할을 했던 학내 사건에

는 4•6사건과 백색공포, 대만인민자구선언(臺灣人民自救宣言), 

자유중국 인하이광(殷海光), 조어대(釣魚臺) 지키기, 봉화두견성

(烽火杜鵑城), 유엔 대만 거부 중국 입성 항의 사건, 철학과 사건, 

자유지애(自由之愛) 사건과 캠퍼스 보통선거, 야백합 학생 운동과 

지식인의 군인 내각 반대 및 100 행동 연맹 등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변천사와 풍경의 발자취

대만대학교 캠퍼스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인원수가 증가하고, 연구 분

야가 확대되면서 점차 확충되어 전 대만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의 주요 특색을 일반인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림과 설명이 함께하는 상호작용 

다매체 해설 시스템을 통해 대만대학교 캠퍼스의 전체 규모를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본교 규모

대만대학교 본교는 타이베이 제국 대학교의 본교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19년의 대만 총독부 농림전문학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는 대만대학교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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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의 인문적 깊이와 분위기의 틀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캠퍼스 내

의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항상 역사적 ‘과거’로써 인류의 ‘미

래’ 발전을 사고하도록 일깨워 주어 대만대학교의 사람이라면 모

두가 풍부한 인문 정신의 배려와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구역은 시간을 축으로 4시기로 분류해 대만대학교 본교의 변모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제국 대학교 시기, 대만대학

교 설립 초창기 시기, 사회 참여 시기, 자주적 캠퍼스 시기 등입니

다. 그 외에 또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4개의 학교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류궁전[瑠公圳], 저우산루(舟山路), 야자수길, 신 중앙도서

관 등입니다.

•캠퍼스 분포

대만대학교 학교 용지 총면적(35,000헥타르)은 약 대만 총면적의 

1/1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에서는 각 캠퍼스의 역사와 특

색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본교, 의과 대학 및 의과 대학 캠퍼스, 

쉬저우루(徐州路) 캠퍼스, 쉐이위안(水源) 캠퍼스, 실험림, 산지농

장, 안캉(安康) 농장, 원산(文山) 식물원, 이란(宜蘭) 임해워크스

테이션, 주베이(竹北) 캠퍼스, 윈린 후웨이(雲林 虎尾) 캠퍼스 등

입니다. 이 밖에도 2005년에 선출된 대만대학교 12대 풍경을 소개

하고 있는데, 신 중앙도서관, 취월호(醉月湖) 호수, 야자수길, 부종

(傅鐘), 학교 정문, 부원(傅園), 시터우(溪頭) 다쉐츠(大學池) 연못, 

대만대학교 병원 구관(舊館)건물, 생태 연못, 저우산루(舟山路) 길, 

농장, 공통 교실의 소나무 세 그루 등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추억의 단상들

시대가 바뀌면서, 대만대학교 캠퍼스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됐습

니다. 대만대학교 교사관은 2011년 11월 개교기념일에 앞서 설문 

조사 투표를 통해 대대인들이 생각하는 ‘열공 및 토론’, ‘연애

와 데이트’ 및 ‘동아리 활동’의 으뜸 장소를 조사하고 관련 이

야기들을 추려 모아 이곳 캠퍼스에서 일어난 그 누군가와 그들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각 캠퍼스의 풍경을 통해 각기 다른 세대를 

살았던 대대인의 캠퍼스 생활의 기억들을 되살려내 세대를 초월한 

대대인의 생활상의 변천사를 그려냈습니다.



◆구 도서관의 특색, 옛 모습의 재현

천천히 대만대학교 교사관을 구경하시면서 떠나실 때 도서관을 고

쳐 새로이 탄생한 이곳 대만대학교 교사관을 잊지 마세요. 구 도서

관의 모형과 설명을 통해 꼼꼼히 고적의 아름다움도 느끼시면서 옛 

구 도서관 사진을 관람하시면서 그 옛날 향수에도 한 번 젖어 보시

지요.

◆상영실 •구술 역사 DIY 

대만대학교의 추억의 강을 건너시다 보니 옛날 젊은 시절의 추억이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대만대학교 교사관은 여러분께 잊혔던 많

은 대만대학교의 역사를 알려 드립니다. 자, 이제 교사관에서 여러분 

기억 속의 대만대학교를 남겨 보시지요. 주저하지 마세요. ‘구술 

역사 DIY’ 녹화실로 어서 성큼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대만대학교

의 과거와 현재를 얘기해 보세요.

•대대인이 전하는 대만대학교 이야기

교사관은 각 학년도에 졸업한 대대인을 초청해 그 시대 대만대학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시어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았던 대대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시지요.

•대만대 사람들 

대만대학교에서는 대만 사회의 각계각층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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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끊임없이 

창조와 변화를 추구하며 대대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실에서는 훌륭한 대대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푸쓰녠(傅斯年) 전 총장님의 이야기인 ‘그 사람 그 

일화’, 두충밍(杜聰明）박사님의 이야기인 ‘대만 의학의 아버

지’, 인하이광(殷海光) 님의 이야기인 ‘자유사상가’, 작가이자 

대대 교수이신 린원웨(林文月) 님의 이야기인 ‘당대작가 영상’, 

쉬위촨(許玉釧) 박사님의 이야기인 ‘노기사의 물리세상’, 다큐

멘터리 ‘대만대학교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천류청(川流廳)

교사관 뒷 건물 동쪽에 있으며, 면적은 약 302 제곱미터의 홀입니

다. 2007년 개교기념일에 ‘천류청’이라 명명되어 사용되기 시

작한 이 홀은 학교 역사 특별 전시홀입니다.‘천류청’으로 이름한 

유래 중 하나는 약학과 동문이신 리화린(李華林) 선생님의 ‘천

류（川流） 재단’에서 교사관 특별 전시홀을 마련토록 기부하

신 고마운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자 그 재단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

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대만대학교 역사 

특별 전시 행사와 참관 인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

는 뜻으로 천류청은 이들 2개의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천류

청 홀의 첫 전시회는‘대만대학교 박물관 연합 전시’로, 그 연합 

전시에서는 대만대학교의 학술 연구와 교육 활동 외에도 남는 시간

에 지역 사회에 들어가 평생 교육의 장을 여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하는 대만대학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이드 안내
오랜 전통의 대만대학교의 주요 역사에 대한 참관 희망 방문객의 더

욱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관에서는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자원

봉사자 서비스를 마련해 여러분을 위해 30분 정도의 ‘학교 역사 

향연’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명에서 20명까지 교내•외 각

계 단체는 누구나 3일 전에 전화로 안내(중국어, 영어, 일본어) 예약



을 저희 교사관으로 신청하시어 저희와 함께 대만대학교 100년사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사관 둘러보기(온라인 안내) http://elearning.lib.ntu.edu.tw/ntu_

history/index.html

수집 및 소장
기록물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문물로 정감을 나눈다……

대만대학교 역사의 산증인인 많은 문물은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용 연한이 지나거나 폐

기되기도 하고 혹은 사용자들이 대만대학교를 떠나면서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교사관이 설립

된 후, 교사관에서는 대만대학교와 관련된 가치 있는 역사 문물에 대한 완벽한 보존을 업무의 

최대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교사관에서는 타이베이 제국 대학의 초대 총장이신 시데

하라 히로시(幣原坦) 선생의 서예 작품, 타이베이 제국 대학 시절의 옛 실험 기기, 대만대학교 

초창기 직원들의 직원증 및 날인, 대만대학교 교수의 격려 아래 제작했던 대만 내에서 자체 제작

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첼로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
어떤 기억들이,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기억될까요……

어떤 풍경들이 우리에게 피안(彼岸)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대만대학교 옛 사진들은 대대인이 모교에서 

보낸 청춘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널리 대만 전 지역에 분포해 있는 

대만대학교 각 캠퍼스의 부단히 변해온 풍광과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관은 대만대학교의 옛 사진들과 옛 이야기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여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아주 재미난 대만대학교의 옛 사진(주제: 

대만대학교 풍경이나 건물, 대만대학교 인물 엿보기, 대만대학교 생활 

초창기 직원들의 직원증 및 날인, 대만대학교 교수의 격려 아래 제작했던 대만 내에서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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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아리, 대만대학교 에피소드, 대만대학교 주변 건물 및 환경 변천)들을 갖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대만대학교 교사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사진은 디지털 작업을 거쳐 재제작된 후에 다시 

반환해 드립니다.

대만대학교 추억 만들기(옛 사진들) http://photo.lib.ntu.edu.tw/Memory/

구술 역사 
대만대학교는 이제 여든 살이 넘었습니다. 공식 문서 외에 과거의 많은 중요한 시기와 생활의 단

편들이 모두 대대인들의 졸업, 이직, 혹은 은퇴로 사라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다시 모으고, 흐려진 발자취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관이 진행하는 ‘구술 역

사’ 방문 작업입니다. 점차 사라지는 역사의 편린들을 다시 찾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중요

한 역사적 시기에서도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대대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대인의 그때 그 시절(구술 역사) http://www.lib.ntu.edu.tw/gallery/Oral/

대만대학교 이야기
학교에서 편찬한 대만대학교 정사 외에 대만대학교에는 재미있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야사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수 대를 

걸쳐 내려온 캠퍼스의 옛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사관은 학교 

역사 자유 토론방 블로그를 개설해 정감이 어린 재미난 캠퍼스 이야

기들을 나누고 수집하여 서로 다른 세대의 대대인들 간에 서로의 정

을 나누고 응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역사 자유 토론방(블로그) http://gallery.lib.ntu.edu.tw/

추진 사업
교사관은 상설 전시 외에 많은 캠퍼스 역사와 생활 단상에 대한 소개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

니다. 그래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행사, 특별 전시회, 학교 역사 학술 강연, 출판 등 다양한 

추진 행사를 개최하여 대만대학교를 방문한 분들께 종합 대학교다운 다방면 연구와 왕성한 활력



을 느끼도록 하여 더 많은 분들이 교사관을 방문하고 대만대학교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

습니다.

출판센터 서점─교사관점
교사관 상설 전시 구역과 천류청(川流廳) 복도 사이에 있는 ‘대만대

학교 출판센터 서점’은 서점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됐습니다. 내부는 예전 구 도서관의 열람실의 옛 모습을 표현하

고 있습니다.

‘대만대학교 출판 센터 서점’은 대만대학교의 학술 출판물의 교류 

플랫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화한 색조가 자연의 햇살과 더불어 

교사관의 건물과 서로 어우러지는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편안하고 쾌

적한 전시 공간 및 교사관의 축소판의 느낌이 듭니다.

2011년 11월 15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대만대학교 출판센터 서점 – 교사관점을 정•식•개•점

했습니다.

메  모

서       명：

참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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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Q01：대만대학교 교사관은 언제 설립됐

습니까?

(1) 1928년　　

(2) 1945년　　 

(3) 2005년

Q02：대만대학교의 전신은?

(1) 도쿄 제국대학　

(2) 타이베이 제국대학　

(3) 베이징 대학교

Q03：일제 점령기의 타이베이 제국 대학

의 최초의 두 단과 대학 중 아닌 것

은?

(1) 문리대 및 정치대 

(2) 이과 대학 및 농과 대학  

(3) 의과 대학 및 공과 대학

Q04：대만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무엇입

니까?

(1)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　

(2) 자주적 학술, 자유로운 교풍

(3) 예의염치(禮義廉恥)

Q05：대만대학교의 첫 총장님은 누구이

십니까?

(1)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　

(2) 뤄쭝뤄(羅宗洛)　

(3) 푸쓰녠(傅斯年)

Q06：대만대학교의 교수(校樹)는 무엇

입니까?

(1) 봉황목(鳳凰木)　

(2) 대왕 야자수(大王椰)　

(3) 빵나무

Q07：대만대학교의 교화(校花)는 무엇

입니까?

(1) 진달래　 

(2) 목면화 　

(3) 매화

Q08：대만대학교의 교훈(校訓)은?

(1) 우주 정신　

(2) 돈품려학, 애국애인　

(3) 우수 대학을 목표로, 최고를 

     향해

Q09：대만대학교 부종(傅鐘)은 푸쓰녠 

총장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

입니다.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종

이 몇 번 울립니까?

(1) 18번　

(2) 21번　

(3) 24번

Q10：대만대학교 학교용지는 전 대만

지역에 35,000헥타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대만 총면적의 　　　을 

차지합니다.

(1)1/10　

(2)1/100　

(3)1/1000

정답：(3) (2) (3) (2) (2) (2) (1) (2) (2) (2)



국립대만대학교 교사관
타이베이시 루즈벨트로 4단 1호

위      치：대만대학교 본교 정문으로 들어와 야자수 길 좌측 약 150미터 지점
개관시간：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요일 및 국정 공휴일은 휴무）

No. 1, Sec. 4, Roosevelt Road, Taipei, 10617 Taiwan(R.O.C)

E-mail: historygallery@ntu.edu.tw

http://www.lib.ntu.edu.tw/gallery/home.htm

출판일자: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