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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국사편찬위원회는 1976년 이래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국외에 산재한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은 2001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ㆍ이전 사업’으로 본격화되어 비약적
으로 촉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ㆍ중국 및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한국 관련 자료들은 2014년말 현재 700만
여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14개국 50여 만건의 자료들을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집’과 ‘해외사료총서’를 통해 책자로 소개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 전자사료관 시스템(http://archive.history.go.kr)을 통해 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는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집Ⅰ
(총목ㆍ일본편)(2001),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Ⅰ(해외사료총서1,
2002)ㆍ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Ⅱ(해외사료총서8, 2004)ㆍ일본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Ⅲ(해외사료총서15, 2007)ㆍ일본ㆍ중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해외사료총서22, 2010) 등의 책을 통해 차례로 소
개해 왔습니다. 전자사료관에서는 40개 사료군 215개 사료계열로 정리하여
목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일부 이미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의 수집처와
자료 이력 및 주요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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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일본 자료들을 전자사료관 시스템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의 간행은 전자사료관 시스템에 국외 수집자료의 목록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전자사료관 시스템의 목록 작성에 기여하신 정리
용역자들과 ‘국외사료 조사 및 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일본 소재 한국관련 자료의 이용을
돕는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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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수집 자료 개관
1946년 3월 23일 ‘국사관’으로 출발한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 유일

의 국립 사료 편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체계적
연구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
의 일환으로 한국사 연구에 근간이 되는 사료의 조사와 수집에 주력해 왔
다. 발족 초기 사료 수집은 국내 사료 수집에 치중해 있었고, 국외 사료의
수집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미국ㆍ일본ㆍ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사 관련 국외사료 수집을 위한 담당자를 두게 되었고, 2001년에
시작된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및 이전 사업’으로 본격적인 국외사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1980년대~2001년까지 해외수집 목록은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
목록집ⅠⅡⅢ(국사편찬위원회, 2001)으로 간행하였다. 특히 일본지역 수집
목록은 제Ⅰ집에 망라되어 있는데, 주로 일본 외무성 문서와 구육해군성 문서,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문서 등이다.
수집 대상 시기는 일제 강점기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으
며, 전근대 한일관계자료 뿐만 아니라 해방 후 한국관련 자료까지 점차 확
대하여 왔다.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는 전근대 한일관계 자료, 근대 이후 일본의 침략
자료, 일제 강점기 통치 및 민족운동 탄압자료, 광복 이후 한일 관계 및 재
일한국인 자료, 나아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자료까지 넓혀가고 있다.
일본지역 자료의 수집처는 일본 외교사료관 등 주요 소장 기관을 중심으
로 시작하여, 각 대학도서관ㆍ연구소, 각종 재단ㆍ기념관, 지방공문서관 및
개인소장자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왔으며, 일본 소재 한국사료 관련 자료
집도 다수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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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소장 기관：日本國會圖書館, 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國立公

文書館, 外務省 外交史料館, 防衛省 防衛硏究所, 宮內廳 西陵部, 国文学
研究資料館
2. 일본 각 대학：東京大學(종합도서관, 종교과학연구실, 경제학도서관, 대

학사사료실, 근대일본법정사료센타), 京都大學(종합도서관, 인문과학연
구소, 종합박물관), 九州大學(조선사학연구실), 滋賀縣立大學(도서관박경식문고), 滋賀大學(경제경영연구소), 佐賀大學(小城鍋島文庫), 北海
島大學(도서관), 學習院大學(도서관, 東洋文化硏究所), 早稻田大學(도
서관, 대학사료센터), 神戶大學(도서관), 法政大學(도서관), 筑波大學
(도서관)
3. 각종 단체 및ㆍ사료관：愛知県 安城市歷史博物館, 奧州市立 齋藤實記念

館, 橫濱市史資料室, 横浜開港資料館, 北海道開拓記念館, 長崎縣立 對馬
歷史民俗資料館, 川崎市 ふれあい館, 德富蘇峰記念館(徳富蘇峰記念鹽崎
財團), 澁澤榮一記念財団 澁澤史料館, 東洋文庫, 在日韓人歴史資料館, 在
日韓國人問題硏究所(RAIK), 在日外國人敎育生活相談センタ― 信愛塾, 大
韓民國在鄕軍人會 日本支會
4. 지방공문서관：山口縣文書館, 神奈川縣立公文書館
5. 개인소장：琴秉洞, 신규섭, 한완상, 대일(對日) 과거사 정리 소송 관련자
6. 일본 소재 한국사료 관련 자료집,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10~1943),

朝鮮新報 朝鮮時報, 復刻 民主朝鮮, 陸軍省大日記 史料集：大正篇, 朝日
新聞 外地版, 新聞總覽 復刻版 등
이외 기존 본위원회에 소장하고 있는 대마도종가문서는 2만 8,000점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수집 자료의 정리 소개를 위하여 본위원회는 2009년 전자사료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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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기록
학의 표준적인 자료 정리 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
료의 이력과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다수의 자료에 대해서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원본 이미지는 저작권 등 권리 문제를
고려하여 관내 열람과 일반 웹 열람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전자사료관 시스템은 사료군－사료계열－사료철－사료건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일본지역 수집 자료는 수집처 별로 사료군을 나누고, 그
하위체계에 사료계열－(하위사료계열)-사료철－사료건으로 계층적 구분
으로 정리하고 있다. 최상위 계층인 사료군은 소장처(수집처)에 해당하며
하나의 수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일 주제 자료를 여러 개인으로부터 수
집한 경우에는 해당 수집 프로젝트를 사료군으로 삼고 있다. 사료계열-사
료철-사료건의 구분은 원소장처(수집처)의 정리 체계를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원소장처의 정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출간 자료
집 구입의 경우처럼 원소장처의 정리 체계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수집 활동 기준이나 자료의 주제 기준으로 사료계열을 구분하기도 하였
다. 각 사료군마다 사료계열 이하의 정리 체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료군
의 사료이력 및 해설 영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본지역 수집 자료는 전자사료관에서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 검색을 통
해 일본 수집 자료를 소장처 또는 사료군 별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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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집 자료 디렉토리 검색창〉

일본지역 디렉토리 검색창에는 상단에 주요 소장처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고, 하단에는 사료군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40개 사료군을 정리하
여 놓고 있다. 일부 사료군은 특정 주제로 수집한 문서를 묶어서 정리하기
도 하였다. 동일 기관 내에 여러 하부 기관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큰 규모
의 대학에 다양한 도서관ㆍ자료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도서관ㆍ자료관을
사료군으로 삼아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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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사료군 검색창〉

사료군별 검색을 하려면 하위체계에는 사료계열－(하위사료계열)－사료
철－(사료건) 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사료군별 검색창으로 들어가면 상단
에는 사료참조코드, 하위자료수, 사료군 명칭이 있고, 하단에는 하위체계인
사료계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료계열은 각 사료군의 시기, 주제, 컬
렉션 등으로 구분하여 계열을 나누어 검색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료계열
중 내용이나 구조를 좀 더 세분할 중간 단위가 필요한 것은 하위사료계열
을 두었다.

일본지역 수집 자료 개관 5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사료계열：일본외무성기록(일본패전 전) 검색창〉

실제 사료의 열람은 사료계열 다음 단계인 사료철과 사료건에서 가능하
다. 사료철은 단위 사안별 분류된 사료의 집합이고, 사료건은 가장 구체적
인 최소 단위의 사료를 말한다. 수집 사료의 성격상 하나의 문서철이나 책
으로 묶은 상태로 사료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료철을 최
하위 단위로 잡았으며,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사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
을 시에는 사료철을 사료건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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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주요 자료 소장 기관 자료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자료(AJP021)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貴族院과 參議院의 도서관과 이전의 帝國圖書
館(1872년 설립)의 장서를 통합하여 1948년 도쿄(東京)에 세워졌다. 의회에
인접해 있는 나가타죠(永田町)에 도서관 본관을 1961년에 준공하고 1968년
완공하였다. 1986년에 신관을 개관하였고, 2002년 교토(京都)에 간사이
(關西)館을 개관하였다. 미국 의회 도서관 체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6개

의 분관과 33개의 지관을 통해 의원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컬
렉션으로는 헌정자료, 일본점령관계자료, 의회관청자료, 지도자료, 녹음
자료, 일본관계자료, 고전적자료, 과학기술관계자료, 아시아관계자료 등
이 있다.
【수집 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신문, 잡지 자료들이다. 사료계열은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신문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각 사료별로 국회도서관의 소장 기호 등을 밝혀 두어 이용자가 자
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의 한국 관련 인
사 관련 자료는 별도의 사료군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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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간행물 자료(하위사료계열 4건, 사료철 939건)
1) 朝鮮新聞(사료철 12건)
朝鮮新聞은 1908년 11월 20일 발행 인가된 일본어 신문으로 인천을 근거
지로 하다가 서울로 옮겼다. 실제 창간은 1888년으로 朝鮮新報라는 이름으
로 인천에서 발간되었다. 1908년 일본인 발행 신문의 인가 근거가 되는 법
률인 신문지규칙 시행 이후 새롭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무렵을 전후해서
朝鮮新聞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에는 京城日報, 釜山
日報와 함께 당시 조선에서 발행되던 3대 일본어 신문 중 하나이다. 일본 국
회도서관에는 1호(明治 41년[1908] 12월 1일)~7056호(大正 10년[1921] 3
월 31일)가 MF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일부 결본, 청구기호：YB-174). 이 중
제5571호(大正 6년[1917] 1월 1일)~제7056호(大正 10년[1921] 3월 31일)
까지 MF 12롤을 2007년에 수집하였는데 1908년 12월~1916년 12월까지의
조선신문(조선신보 포함)은 2001년 京都大學 인문과학연구소 소장본을 MF
형태로 50롤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京都大學 사료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의 관련기술단위를 통해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2) 한국 관계 일본 신문 스크랩 자료(사료철 656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제작한 신문 스크랩자료들이다. 일본 국회도서관
(도쿄 본관) 신문자료실에서는 194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의 주요 신문

을 분야별로 스크랩한 자료를 만들었다. 1948~1983년까지는 朝日新聞, 日
本經濟新聞을 중심으로 약간의 신문을 스크랩하였고 1984~1992년까지는
朝日新聞, 毎日新聞, 讀賣新聞, 日本經濟新聞, 産經新聞, 東京新聞을 주제별
분야별로 스크랩하였다(이 이후는 스크랩 작업 중지). 이들 자료는 일본 국
회도서관 신문자료실에서 國立國會圖書館新聞切抜事項名索引과 國立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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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書館新聞切抜分類表를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 이들 스크랩 자료 중에서 한국(북한 포함) 관계 자료를 선별하여

마이크로필름 100롤을 수집하였다. 이 하위사료계열에는 이들 수집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원 스크랩 자료가 주제별(예를 들자면 日韓交渉 등)로 묶
여 있어 제목 등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부제는
韓國朝鮮新聞切り拔き로 삼았다.
[검색도구：http://rnavi.ndl.go.jp/research_guide/entry/theme-honbun-700035.php]

3) 京城日報(사료철 232건)
京城日報는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이다. 일본 국회도서관에 경성일
보가 원 신문과 그의 MF 형태로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1915년 9월부터
1945년까지의 자료를 200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였다. 모두 232롤

이 수집되었으며 MF 롤 단위로 목록을 정리하였다. 1940년 10월까지는 거
의 누락이 없으나 1940년 11월부터는 결본이 많다. 일본 국회도서관의 청
구기호는 원본이 新-1070이며 MF가 YB-96이다.
경성일보는 1906년 8월 10일 인가를 받아 창간되었는데 실제 창간호는
9월 1일 발간되었다. 당시 통감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적 활동

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토오는 일제의 통감 정치를 적극적으로 선전할 목적
으로 당시 주한 일본공사관 기관지였던 漢城新報와 일본인이 발행하던 大
東新報를 매수하여 경성일보를 창간하였다. 창간 초기 사장은 통감부 촉탁
이자 조선신문의 편집장이던 이토 스게타나(伊東祐侃)가 맡았으며 초기에
는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을 함께 발행하였다. 1907년 4월 21일부터 한글판
발행이 중지되고 일본어판만 발행되었다.
경성일보는 통감부의 기관지로 발행되었으며 일제의 한국병합과 함께 조
선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면서 총독부의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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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제의 총독 정치를 선전할 매체로 일문의 경성일보, 한글의 매일신
보, 영문의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3종을 발간하였다. 매일신보는 한
말 항일언론이었던 大韓每日申報가 그 전신이었는데 일제는 대한매일신보
를 매일신보로 개제하면서 총독부의 기관지로 삼았다. 그리고 매일신보사
를 경성일보사로 통합시켜 하나의 신문사로 만들었다. 따라서 경성일보는
매일신보를 그 산하에 두고 있었으며 1938년 매일신보사가 경성일보사에
서 분리되어 독자적 회사가 될 때까지 경성일보 사장은 매일신보 사장을 겸
임하고 있었다. 1910년대에는 경성일보 사장 밑에 경성일보 편집국장이 매
일신보 국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매일신보는 독자적 편집국을 가지지 못하
였는데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간 한글 신문이 창간되면서 경성일
보 소속이긴 하지만 매일신보에도 독립된 편집국이 설치되었다. 반면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는 독립된 신문사로 남아 있다가 1930년에 경성일
보에 통합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관된 논조로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선전하는 기관지로서, 일제 침략의 선봉 열할을 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잠시 일본인들이 운영하다가 1945년 10월 31일자로 폐간
되었다.

4) 朝鮮地方行政(사료철 39건)
朝鮮地方行政은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에서 발행한 식민지 시기 지
방행정 관련 잡지이다. 이 잡지 중 일부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는데 이 중 일부를 200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였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모두 39호가 수집되었는데 20권으로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하위사료계열에는 권호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제본 책자의 해당 청구기
호가 붙어 있어 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朝鮮地方行政 중 국회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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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되지 않은 것은 사이토 기념관 수집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로
연결해서 살펴 보면 된다.

(2) 지도자료(사료건 15건)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지도 자료 중 한국 관계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주
로 국회도서관 지도실 자료들로, 일본 해군성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 日本 海軍省 水路部 제작；朝鮮全岸(1906), 朝鮮全岸(1896), 朝鮮叢島南
部(1900), 朝鮮(1911), 日本海及黃海(1936. 11. 2.), 木浦港及附近(1906),
朝鮮南岸及南西岸(1904), 漢江近海(1905), 釜山港附近(1936. 6. 12.), 統
營港(1934. 1. 12.), RUSSO-JAPANESE WAR MAP.(英和對譯東亞新地圖)
(1904), 白頭山：朝鮮咸鏡北道ㆍ咸鏡南道, 滿洲國間島省ㆍ吉林省ㆍ安東

省(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6. 2. 25.), 群山浦及附近(1899. 11. 4.), 三
島至大黑山群島：日本ㆍ朝鮮南岸及西岸(1916. 10. 26.), 羅州群島北部附
近(1908)

(3) 조선관계 지도자료목록(사료철 1건)
1993년에 간행한 국회도서관 소장 조선관계 지도자료목록으로 110쪽의

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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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AJP020)

憲政 資料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貴族院과 參議院의 도서관과 이전의 帝國圖書館
(1872년 설립)의 장서를 통합하여 1948년 도쿄(東京)에 세워졌다. 의회에

인접해 있는 현재의 도서관 건물을 개관한 것은 1961년이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체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6개의 분관과 33개의 지관을 통해 의원
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컬렉션으로는 헌정자료, 일본점령관
계자료, 의회관청자료, 지도자료, 녹음자료, 일본관계자료, 고전적자료, 과
학기술관계자료, 아시아관계자료 등이 있다.
본관 4층에 위치한 헌정자료실은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있는 몇 개의 전
문자료실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전문자료실과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헌정
자료실에는 다른 전문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도서ㆍ잡지류의 자료가 거의
없다. 헌정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일기와 서한, 집무용자료, 메
모 등의 원자료와 원자료를 촬영해 작성한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슈 등,
비도서자료가 대부분이다. 헌정자료실은 도서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문
서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장자료는 두 계열의 자료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幕末期부터 현
대까지의 정치가, 군인, 관료, 실업가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서류이다.
헌정자료실에서는 이 문서류를 ‘헌정자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구소장자
의 개인문서로 구별해서 헌정자료군으로 소장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점령기간 중의 점령행정의 실태
를 알 수 있는 GHQ / SCAP(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문서류를 중
심으로 하는 일본점령 관계 자료이다. GHQ / SCAP문서는 워싱턴의 미연방
정부 공문서관에 헌정자료실 직원을 파견해, 공문서관 소장의 원자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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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한 것으로, 마이크로피슈 약 32만 매에 가까운 분량
이다. 그 외에 미국무성, SWNCC(국무, 육군, 해군 삼성조사위원회), FEC
(극동위원회), USSBS(전략폭격조사단) 등의 일본점령에 관계있는 자료도

수집해,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후 정치사, 점령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회의 정치사료 수집은 1937년 衆議院에 설치된 헌정사편찬회에 의하
여 착수되었으나, 본격적인 자료수집은 1949년 국회 분관 도서과에 헌정자
료수집계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1938년에 貴族院과 衆議院에서 헌법제
정 5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헌정사편찬을 목적으로 자료수집에 착수했으
나, 제2차대전의 발발로 그 사업은 중단되었다. 헌정자료실의 설치는 중단
되어 있던 자료수집을 계속하는 목적과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귀중한 문
서류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그 출발점이다.
현재의 헌정자료실은 1986년 구 헌정자료실과 현대정치사자료실이 통합
한 것이다. 헌정자료실은 일기와 서한, 집무용 자료와 메모 등 개인문서류를
기증이나 구입, 위탁,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원 소장자
별로 자료군을 설정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참고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
｢憲政資料｣の檢索ガイド(http://www.ndl.go.jp/jp/data/kensei_shiryo/kensei/
kenseiguide.html)；조성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개｣(일

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 해외사료총서 1, 국사편찬위원회, 2002,
127~193쪽).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한국 관련 인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88개의 사료계열로 정리하여 소장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사료참조
코드 번호 순으로 [AJP020_02~AJP020_90(AJP020_21 누락)] 편집하여, 계열
별 자료 내역과 현황, 그리고 주요 수집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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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헌정자료 목록>

사료참조코드 일련번호

계층

자료명

AJP020_02

1

사료계열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 목록집

AJP020_03

2

사료계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關係文書

AJP020_04

3

사료계열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關係文書

AJP020_05

4

사료계열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關係文書

AJP020_06

5

사료계열 아다치 미네이치로(安達峰一郞) 關係文書

AJP020_07

6

사료계열 아베이 이와네(安部井磐根) 關係文書

AJP020_08

7

사료계열 덴 켄지로(田健治郞) 關係文書

AJP020_09

8

사료계열 아키타 키요시(秋田淸) 關係文書

AJP020_10

9

사료계열 히라오카 코타로(平岡浩太郞) 關係文書

AJP020_11

10

사료계열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郞) 關係文書

AJP020_12

11

사료계열 히라타 토스케(平田東助) 關係文書

AJP020_13

12

사료계열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關係文書

AJP020_14

13

사료계열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關係文書

AJP020_15

14

사료계열 가쓰라 타로(桂太郞) 關係文書

AJP020_16

15

사료계열 다카하시 카메키치(高橋龜吉) 關係文書

AJP020_17

16

사료계열 후루사와 이소지로(古澤磯次郞) 關係文書

AJP020_18

17

사료계열 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 關係文書

AJP020_19

18

사료계열 미야지마 세이치로(宮島誠一郞) 關係文書

AJP020_20

19

사료계열 곤도 세이쿄(權藤成卿) 關係文書

AJP020_22

20

사료계열 오키 타카토(大木喬任) 關係文書

AJP020_23

21

사료계열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關係文書

AJP020_24

22

사료계열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郞) 關係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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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일련번호

계층

자료명

AJP020_25

23

사료계열 와타나베 치후유(渡邊千冬) 關係文書

AJP020_26

24

사료계열 쓰즈키 케이로쿠(都筑馨六) 關係文書

AJP020_27

25

사료계열 스즈키 칸타로(鈴木貫太郎) 關係文書

AJP020_28

26

사료계열 스즈키 사부로(鈴木三郎) 關係文書

AJP020_29

27

사료계열 스즈키 타카오(鈴木隆夫) 關係文書

AJP020_30

28

사료계열 마사노 노부아키(牧野伸顯) 關係文書

AJP020_31

29

사료계열 메가다(目賀田)家文書(目賀田種太郎)

AJP020_32

30

사료계열 오자키 사부로(尾崎三良) 關係文書

AJP020_33

31

사료계열 가시와바라 효타로(柏原兵太郞) 關係文書

AJP020_34

32

사료계열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 關係文書

AJP020_35

33

사료계열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關係文書

AJP020_36

34

사료계열 미시마 미치쓰네(三島通庸) 關係文書

AJP020_37

35

사료계열 니시 토쿠지로(西德二郞) 關係文書

AJP020_38

36

사료계열 니시하라 카메조(西原龜三) 關係文書

AJP020_39

37

사료계열 이시카와 야스지로(石川安次郎) 關係文書

AJP020_40

38

사료계열 호소사코 카네미쓰(細迫兼光) 關係文書

AJP020_41

39

사료계열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關係文書

AJP020_42

40

사료계열 쇼타(勝田)家文書(쇼타 카즈에 勝田主計)

AJP020_43

41

사료계열 시바타 카몬(柴田家門) 關係文書

AJP020_44

42

사료계열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關係文書

AJP020_45

43

사료계열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關係文書

AJP020_46

44

사료계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關係文書

AJP020_47

45

사료계열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關係文書(梧陰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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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일련번호

계층

자료명

AJP020_48

46

사료계열 아리마쓰 히데요시(有松英義) 關係文書

AJP020_49

47

사료계열 시시도 타마키(宍戶璣) 關係文書

AJP020_50

48

사료계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關係文書

AJP020_51

49

사료계열 후타가미 효지(二上兵治) 關係文書

AJP020_52

50

사료계열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關係文書 1

AJP020_53

51

사료계열 다치바나 코이치로(立花小一郞) 關係文書

AJP020_54

52

사료계열 이노우에 케이지로(井上敬次郞) 關係文書

AJP020_55

53

사료계열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 關係文書

AJP020_56

54

사료계열 삿사 토모후사(佐佐友房) 關係文書

AJP020_57

55

사료계열 나카하라 킨지(中原謹司) 關係文書

AJP020_58

56

사료계열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關係文書

AJP020_59

57

사료계열 마사키 진자부로(眞岐甚三郞) 關係文書

AJP020_60

58

사료계열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關係文書

AJP020_61

59

사료계열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關係文書

AJP020_62

60

사료계열 고노 히로나카(河野廣中) 關係文書

AJP020_63

61

사료계열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 關係文書

AJP020_64

62

사료계열 가바야마 스케히데(樺山資英) 關係文書

AJP020_65

63

사료계열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郞) 關係文書

AJP020_66

64

사료계열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關係文書

AJP020_67

65

사료계열 헌정사편찬회(憲政史編纂會) 收集文書

AJP020_68

66

사료계열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關係文書 2

AJP020_69

67

사료계열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 收集文書

AJP020_70

68

사료계열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關係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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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일련번호

계층

자료명

AJP020_71

69

사료계열 이토 미요지(伊東已代治) 關係文書

AJP020_72

70

사료계열 이자와 다키오(伊擇多喜男) 關係文書

AJP020_73

71

사료계열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 關係文書

AJP020_74

72

사료계열 야마자키 모토키(山崎元幹) 關係文書

AJP020_75

73

사료계열 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郞) 關係文書

AJP020_76

74

사료계열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關係文書

AJP020_77

75

사료계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關係文書

AJP020_78

76

사료계열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關係文書

AJP020_79

77

사료계열 세키야 테이사부로(關屋貞三郎) 關係文書

AJP020_80

78

사료계열 와다 히로우(和田博雄) 關係文書

AJP020_81

79

사료계열 오가와 히라키치(小川平吉) 關係文書

AJP020_82

80

사료계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關係文書

AJP020_83

81

사료계열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關係文書

AJP020_84

82

사료계열 오미와 쵸베에(大三輪長兵衛) 關係文書

AJP020_85

83

사료계열 쿠리하라 요이치(栗原亮一) 關係文書

AJP020_86

84

사료계열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關係文書

AJP020_87

85

사료계열 오에 다쿠(大江卓) 關係文書

AJP020_88

86

사료계열 산조(三條)家 關係文書

AJP020_89

87

사료계열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關係文書

AJP020_90

88

사료계열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郞) 關係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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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 목록집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발간하였거나 비치하여 둔 목록집 대부
분인 301책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복사하여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다시
제본하여 사료관에 보관하고 있다. ‘○○관계문서목록’과 같은 형태로 내용
상 구분되는 목록집을 하나의 사료철로 취급하였으나 실제 사료관에 이관
된 자료는 분량에 따라 분철하여 제본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01건)

▪ 齋藤實關係文書目錄(書翰 1ㆍ2, 書類, 追加分) 大久保利通文書目錄 1, 田
中義一關係文書目錄(田中家) 등

(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關係文書
데마우치 마사타케(1852~1919)는 야마구치(山口) 출신의 육군 군인이
자 정치가이다. 보신(戊辰)전쟁에 종군하고 1874년 6월 도야마(戶山)校教
則過程 졸업. 西南戰爭에 참전해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 1882년 9월 프랑
스에 파견되었고 육군대신 비서관(1886. 3.), 육군사관학교장(1887. 1.), 제1
사단 참모장(1891. 6.), 참모본부 제1국장(1892. 9.)을 역임했다. 청일전쟁에
서는 운수통신장관으로 병참을 총괄했고 이후 보병 제3여단장(1896. 10), 教
育總監(1898. 1.), 참모본부 차장(1900. 4.)으로 근무했다. 제1차 桂內閣 이
후 장기간 육군대신(1902. 3.~1911. 8.)을 맡았고 그 사이 대장(1906. 11.)으
로 진급했으며, 教育總監(1904. 3.), 馬政長官(1908. 10.), 韓國統監(1910.
5.), 朝鮮總督(1910. 10.)을 겸임했다. 한국병합의 공로로 伯爵 작위를 수여

받았다(1911. 4.). 이후 군사참의관(1911. 9.)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16년 6
월 元帥가 되었으며, 1916년 조선총독에서 물러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
信)의 뒤를 이어 제18대 内閣總理大臣(1916. 7.~1918. 9.)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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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의 데라우치 관계문서는 1964년 며느리 유키코(裕紀子)로부
터 기증받은 것으로 書翰의 部는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다나카 기이
치(田中義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 700여 명으로부터의 수신
서한 외에 약간의 서한 초안, 제3자의 서한도 포함되어 있다. 山縣有朋과
田中義一의 것이 많으며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의 서한은 별도로
간행되었다(寺内正毅宛明石元二郎書翰, 尙友倶樂部史料調査室ㆍ廣瀬順
皓ㆍ日向玲理ㆍ長谷川貴志 編, 尙友倶樂部, 2014). 서류의 부는 朝鮮総督
府 관계, 陸軍二個師團 증설 관계, 在外公使 등으로부터 받은 외무성 관계
보고철, 시베리아출병 관계, 의견서 등이 다수 남아 있다. 또한 보신(戊辰)
전쟁의 在陣日誌부터 만년까지의 일기도 존재한다. 마이크로필름(33권),
책자복제본(61책)으로도 열람 가능하며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목록 열
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922년 유언에 의해 설립된 사설 데라우치문고에 기증한 서적
들이 있다. 이 문고에 관해서는 櫻圃寺内文庫の硏究(伊藤幸司 編, 勉誠出
版, 2013)의 내용이 상세하다(해제, 목록 외에 일부자료가 번각되어 있다).
일반도서 6,000책, 고전적 만 2,000책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중에 우에하라
교사쿠(上原勇作)의 기증도서 1,260책이 추가되었다. 데라우치의 개인적
사료는 적으나 조선총독 시절의 사료 13점, 의견서 3점, 서화와 사진 약 50
점이 있다. 또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 1965년에 설치된 防長尙武館
에도 자료가 기증되었는데 데라우치와 아들 히사이치(壽一)의 훈장, 칙서,
연설원고, 메모, 족자, 복장류 등 202점이 있다.
헌정자료실의 데라우치 관계문서 가운데 일부는 활자화되었다. 寺内正
毅日記(山本四郎 編, 京都女子大學, 1980)에는 1900년부터 1918년까지의
일기가, 寺内正毅關係文書 首相以前(山本四郎 編, 京都女子大學, 1984)
에는 수상 취임 이전의 서류 가운데 중요한 것이, 寺内正毅内閣關係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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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ㆍ下巻(山本四郎 編, 京都女子大學, 1985)에는 데라우치내각 시기의 서
류 대부분이 실려 있다. 서한에 관해서는 尙友倶樂部에서 간행할 예정이며,
도쿠도미 소보(德富蘇峰)기념 시오자키재단(鹽崎財團)이 德富에게 보낸 서
한 25통을 소장하고 있고 헌정자료실의 관계문서들 가운데도 데라우치 서
한이 다수 남아 있다. 대표적인 데라우치의 전기로는 元帥寺内伯爵傳(黑
田甲子郎 編, 元帥寺内伯爵傳記編纂所, 1920；大空社復刻, 1988)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26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데라우치 관계문서 가운데 서한을 중심으로 639
건을 수집하였다. 주요 발신자는 明石元二郞, 後藤新平, 桂太郎, 兒玉秀雄,
小松綠, 山縣有朋, 山縣伊三郞, 三浦梧楼, 西原亀三, 勝田主計 등이다[국사
편찬위원회 수집 데라우치 관계문서 해제；방광석, ｢寺内正毅관계문서 세
부목록 작업 및 해제｣(일본ㆍ중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해외사료총
서 22), 국사편찬위원회, 2010, 265~315쪽 참조].

(3)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關係文書
에노모토 타케아키(1836~1908)는 에도(江戶, 현재의 東京) 출신 관료이
자 외교관이다. 에도(江戶)막부의 막신(幕臣)으로 昌平坂學問所, 長崎海軍
傳習所 등에서 국제정세와 서양 학문을 배우고 네덜란드에 유학해(1862. 6.~
1867. 3.) 국제법, 군사학, 造船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귀국해 보신(戊辰)전

쟁이 일어나자 海軍副總裁(1868. 1.)가 되어 하코다테(函館)의 五稜郭에서
신정부에 항전했으나 마침내 1869년 5월 항복했다. 1872년 3월 開拓使에
들어가 開拓中判官(1873. 1.), 海軍中將(1874. 1.), 러시아 주재공사(1874.
1.)로 임명되어 1875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했다. 外務大輔 兼

特命全權公使(1879. 11.), 海軍卿(1880. 2.~1881. 4.), 予備役(1881. 4.), 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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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造営事務局副總裁(1882. 5.), 청국주재공사(1882. 8.~1885. 10.), 제1차
伊藤内閣과 黑田内閣 시기에는 遞信大臣(1885. 12.~1889. 3.)을 맡았다. 子
爵(1887. 5.), 黑田内閣ㆍ제1차 山縣内閣의 文部大臣(1889. 3.~1890. 5.),
樞密顧問官(1890. 5.), 제1차 松方内閣의 外務大臣(1891. 5.), 제2차 伊藤内閣ㆍ
제2차 松方内閣의 農商務大臣(1894. 1.~1897. 3.)을 역임했다.
에노모토 관계문서는 1952년부터 2002년까지 6차례에 걸쳐 복수의 개인
및 고서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족에게 보낸 서한(五稜郭
에서 보낸 서한, 옥중서한, 러시아공사 시대 및 청국공사 시대 서한), 구로다
쿄다카(黑田淸隆), 가츠카이 슈(勝海舟), 마츠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등
정치가의 서한 238통(｢名士書簡｣ 軸裝 25권, ｢名家書簡｣ 軸裝 15권 등), ｢渡
蘭日記｣, ｢シベリヤ日記｣ 등 일기류, ｢榎本全權公使寺島外務卿間往復電信｣, ｢石
鹸製造法｣, ｢北海道物産取調書稿｣ 등의 사본류, 정치가 등 인물초상 사진
56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

오루(井上馨), 산죠 사네토미(三條實美)의 관계문서 가운데는 에노모토의
발신서한 200여 통이 포함되어 있다. 靑山學院資料센터의 ｢安藤太郞關係文
書｣ 가운데는 안도 타로(安藤太郞)에게 보낸 서한 56통이 있어 沼田哲 ｢安
藤太郞宛榎本武揚書翰｣(靑山史學 14, 1995)에 소개되어 있다. 가족에게 보
낸 서한을 번각한 것으로 榎本隆充 榎本武揚未公開書簡集(新人物往來社,
2003)이 있다. 또 加茂儀一 편/해설 資料榎本武揚(新人物往來社, 1969)에

는 앞의 두 가지 일기 및 黑田家文書에 있는 ｢北海道巡廻日記｣, 헌정자료실
소장 서한 중 일부 30통이 번각되어 있다. 또 加茂儀一은 榎本武揚－明治
の隠れたる礎石－(中央公論社, 1960)이라는 전기를 간행했다. 전기로는
一戶隆次郞의 榎本武揚子(高山房, 1909)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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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朝鮮事情稿｣ 외 4통의 서한이 수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 ｢朝鮮事情稿｣(複本) 1책은 에노모토가 번역한 朝鮮事情(원
제 高麗史略, 集成館, 1882년 간행)의 초고로 보이는데 그 서술은 조선의
지리ㆍ역사ㆍ왕실ㆍ정치ㆍ사회ㆍ종교ㆍ학술 등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책은
조선주재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에 관한 정보의 부
족을 통감하고 에노모토와 함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쿠
릴열도 교환조약의 교섭을 할 때 프랑스에서 간행된 달레(Dallet)의 朝鮮
敎會史을 구해 번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책의 지리, 역사에 관한 부
분을 에노모토의 고문이었던 폼페(Pompe)가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것을 에
노모토가 일본어로 중역했다.

(4)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關係文書
아카시 모토지로(1864~1919, 福岡 출생)는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대학
교를 졸업한 후 일본 육군의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이수한 明治ㆍ大正
시대의 대표적인 엘리트 군인이다. 그는 1883년 장교로 임관하였다. 1889
년 육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하였다. 이후 그는 1898년 미서전
쟁의 마닐라 전투에 觀戰武官으로 파견되어 근대 전쟁의 전술 적용을 학
습하였고, 1900년 중국의 義和團事件 진압에 파견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1902년 그는 참보본부 소속으로 러시아 주차
일본공사관의 무관으로 파견되어 러시아군의 동향 파악과 중국 旅順의 러
시아군 요새의 도면을 입수하는 등 대러시아 첩보활동을 전개했다. 1904
년 러일전쟁이 개전되자, 아카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참모총
장의 결단으로 참모본부의 예산 중 무려 100만 엔의 공작금을 지급받았
다. 이 공작금으로 그는 러시아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에서 제1차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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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1905)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첩보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
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이때의 활동으로 당시 일본에서 아카시는
첩보전의 1인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1907년 그는 陸軍少將으로 진급하여
제14헌병대장(한국 주둔), 한국주차헌병대사령관, 통감부 경무총장, 조선
주차헌병대사령관을 역임했다. 이 시기 그는 한국에서 헌병경찰제도를 강
화시켜 한국의 의병운동 탄압과 무력에 의한 한국 지배를 적극적으로 전
개하였다. 1914년 참모차장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복귀한 아카시는
1918년 陸軍大將 진급과 함께 대만총독에 임명되어 1919년 사망시까지

대만을 통치하였다. 아카시는 오랜 해외 근무 경력에서 증명되듯 일본의
대외침략 과정에서 군인으로, 그리고 식민지 통치의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병합’ 이후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에서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한 무단통치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84는 유족으로부터 기탁 받은 846건의 자료와 1994년 고
서점으로부터 구입한 자료 1건, 모두 847건의 자료를 明石元二郎關係文書
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기탁 자료는 서간, 서류, 그림엽서의 3부분으로 구
분된다. 서간은 일본인과 주고받은 편지 132건, 서양인과 주고받은 편지
108건, 전보 10건의 모두 25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는 ｢落花流水｣ 원

고, 러시아어 팜플렛, 참모본부의 훈령, 훈시, 勳記 등 46건이며, 그림엽서
439건, 그 외 漢詩 초고, 초대장 등 96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아카시 본

인이 회고록의 형태로 작성한 ｢落花流水｣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정보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 원본 또는 초고로 생각되는 문서도 함
께 수록되어 있다. 이 회고록은 廣瀬順皓가 감수한 近代外交回顧錄(近代
未刊行史料叢書 5) 第2巻(ゆまに書房, 2000)으로 공간되어 있다. 헌정자
료실에서 구입 소장하고 있는 1건의 자료는 明石元二郎草稿書簡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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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가 대만총독 시절 관계한 臺灣電力會社의 창립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明石元二郎關係文書에 대한 연구로는 이 문서가 헌정자료실에 기탁되
기 전에 日本政治外交史硏究會 소속의 연구자들이 유족으로부터 열람 허가
를 받아 분석한 ｢明石元二郎文書及び解題－主要書簡を中心に｣(法學硏究
58-9호, 1985)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시의 서간 중에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등 육군의 수뇌부와 주고받은
주요 서간 19건을 탈초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 러일전쟁 시기 아카시가 첩보
활동 과정에서 서양인과 주고받은 서간을 분석한 이나바 치하루(稻葉千晴)
의 ｢明石元二郎文書 歐文書簡－日露戰爭中のスパイからの手紙を中心に｣
(社會科學討究 40-1호, 1994)도 참고가 된다. 아카시의 한국침략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문서를 주요 사료로 활용하여 한국주차헌병대사령관 시기부
터 참모차장 시기까지의 아카시를 분석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의 日
本陸軍と大陸政策(東京大學出版會, 1978)이 유용하다. 전기로는 고모리 도
쿠지(小森德治)의 明石元二郎 上ㆍ下( 臺灣日日新報社, 1928)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한국주차헌병대사령관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한
국정책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18건의 서간이 수집되어 있고, 그 중 13건이
당시 3대 統監이자 초대 朝鮮總督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주고받은 서간이다.

(5) 아다치 미네이치로(安達峰一郞) 關係文書
아다치 미네이치로(1869~1934, 山形 출생)는 東京帝國大學 法科大學 졸
업 후 일본의 외교관 및 국제법학자로 활동했다. 1892년 외무성 試補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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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條約改正取調委員, 프랑스대사관의 참사관, 멕시코 공사, 벨기에 공
사, 국제연맹 일본대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國際法의 이론을 갖춘 학자 외교관으로 포츠머드
강화조약(1905)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파리강화회
의 일본대표단의 수행원, 헤이그 대독일배상회의 일본대표, 만국국제법학
회(정원 60명)의 일본인 최초 정회원 등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 일본
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1931년 아다치는 동양인 최초로 상설국제사법재
판소 소장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 일본이 滿洲事變을 일으키고 국제
연맹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그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였다.
헌정자료실은 財團法人安達峰一郎記念館으로부터 1992년과 2000년 2차
례 기증받은 6,747건의 자료를 安達峰一郞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
다. 해당 자료는 ｢書簡の部｣와 ｢書類の部｣로 구분된다. 서간은 아다치가 일
본인 및 외국인과 주고받은 편지ㆍ전보ㆍ엽서 등 1,803건으로 마이크로필
름(53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서류에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연맹
과 관련된 재판자료와 회의록, 그 외 외교자료 및 국제법 관련 연구잡지 등
의 1,248건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도에 추가 기증받은 3,696건의 자료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헌정자료실 외에도 일본 외무성 外交史料館, 安達峰
一郎記念館, 安達峰一郎生家展示室 및 慶應義塾大學圖書館에도 별도의 아
다치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어서 방대한 자료군을 형성하고 있다.
安達峰一郞關係文書에 대한 연구로는 모리 세이이치(森征一)와 도요
시마 후지오(豊島二二夫)가 감수한 ｢安達峰一郎關係資料目錄および略年
譜｣(法學硏究 72-7호, 1999)에 아다치와 관련한 논설 및 자료들이 구체
적으로 망라되어 있어 유용하다. 아다치 나오히로(安達尙宏)의 故里から
みた安達峰一郞博士略年譜(비매품, 2003)에는 현재까지 가장 상세한 아다

Ⅰ. 주요 자료 소장 기관 자료 25

치의 연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安達峰一郎博士顯彰會에서 펴낸 國
際法にもとづく平和と正義を求めた安達峰一郎－書簡を中心にして(安達
峰一郎博士顯彰會, 2011)는 아다치의 서간 중 주요 서간 140건을 탈초하
여 각 서간에 약간의 해설을 붙여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다치에 대해
정식으로 발간된 전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安達峰
一郎記念館에서 발간한 世界の良心 安達峰一郎博士(光和出版社, 1969)
및 아다치 쇼우조(安達省三) 발간의 追憶 世界の良心ㆍ安達峰一郎博士：
安達峰一郎博士永眠の地 整備記念(藤庄印刷, 1997)이다. 이 책들에 수록
된 아다치 지인들의 추억담이나 좌담회 기사 등은 아다치의 인물상을 이해
하는데 유익하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아다치에게 보
낸 ｢會議開會まで一週間餘ノ時日が殘り少少時間不足を心配スルコトノ件｣
등 3건의 서간이 수집되어 있다.

(6) 아베이 이와네(安部井磐根) 關係文書
아베이 이와네(1832~1916)는 후쿠시마(福島) 니혼마쓰번(二本松藩) 출
신으로 중의원 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대일본협외, 국민동맹회 등에
참가하고 대외경(對外硬)운동에 열심히 활동한 정치가이다. 와카마쓰현(若
松縣) 監査, 와카마쓰현 參事를 거쳐 1878년 초대 후쿠시마현회 의장, 1879
년 초대 아다치(安達) 郡長, 縣令 미시마 미치쓰네(三島通庸)의 시정에 반
대해 1882년 사임했다. 1886년부터 다시 현회 의장을 세 차례 선임된 뒤
1890년 중의원의원(제1회 총선거 당선), 1893년 중의원 부의장을 역임했으

며 1900년~1902년 국민동맹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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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이 관계문서는 방계 가족이 소장하다 헌정자료실로 이관되어 1999
년 9월 2일부터 헌정자료실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 문서의 서한 중에는 고
무치 도모쓰네(神鞭知常), 구가 미노루(陸實)를 비롯한 ‘대외경(對外硬)’운
동 관계자의 편지가 많다. 서류는 ｢군, 현회시대｣, ｢국정시대｣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아베이가 관여한 사족결사 明八會, 安達郡役所, 福島縣會 등에 관
한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二本松市歴史資料館(福島縣)에는 明八會 관계자
료가 소장되어 있다. 후자에는 아베이가 큰 관심을 가졌던 조약개정문제와
대일본협회, 국민동맹회, 강화문제연락동지회 등 대외경단체에 관한 것 외
에 산림, 치수, 철도 등에 관한 다양한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베이
는 1882년부터 1916년까지 일기를 남겼다. 일기에는 서한의 발송자, 발송
처, 회합 등이 기록되어 비망록의 성격이 짙다. 중의원 의원 시기의 기술에
서는 활발한 인적교류의 양상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국문학에 조예가 깊어
자작 시, 한시도 상당수 남아 있다.
전기로는 國之磐根 安部井磐根翁之傳(佐倉孫三, 博文堂, 1894)이 있는
데 36쪽의 작은 전기이다. 니혼마쓰(二本松) 번사(藩士)로 보신(戊辰)전쟁
에 참가한 시기에 관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록한 ｢慶應元年戊辰奧羽連合白
石會盟み係る前後の事實｣(史談會記錄 1, 1893년)이 있다. 아베이문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고미야 가즈오(小宮一夫)가 條約改正と國內政治(吉川
弘文館, 2001)에서 이 문서에 실려 있는 대일본협회 관계 서류와 협회 참여
자의 서한을 이용하고 있다. 또 아베이가 지은 단가, 장가, 시두가(施頭歌),
문장, 축사를 모은 ｢眞淸水舍集｣에 주석을 달은 安部井磐根翁の｢眞淸水舍
集｣の序文として(佐藤弓葛, 1993)가 있다. 아베이 관련 자료의 소개로는
西尾陽太郎, ｢安部井磐根の名士書翰｣(九州史學 11, 1959), 堀内寬雄, ｢安
部井磐根關係文書｣(國立國會圖書館月報 503, 2003. 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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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아베이문서 가운데 ｢治安維持法改正批判に對する
論難弁｣, ｢朴泳孝陳情書紹介｣라는 2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7) 덴 켄지로(田健治郎) 關係文書
덴 켄지로(1855~1930)는 1855년 지금의 兵庫縣에서 호농 집안에서 태
어났다. 1874년에 상경하여 같은 해 7월 동향 선배의 소개로 熊谷縣의 하급
관리에 채용되었고 이듬 해 愛知縣에 전근했다. 이어 高知縣ㆍ神奈川縣ㆍ
埼玉縣部長 등 주로 지방 경찰계통에 종사했다. 1890년 체신대신 고토 쇼
지로(後藤象二郎)에게 발탁되어 중앙관계에 진출한다. 국장, 체신차관 및
철도국장을 거쳐 1898년 7월 관직을 그만둔다. 1901년 이토 히로부미(伊
藤博文)의 권유로 입헌정우회 후보로 兵庫縣 제3구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다음 제7회 총선거에서도 당선되어 2선을 거친다. 1903년 9월 遞信總務長
官, 1903년 12월부터 1906년 1월까지 체신차관을 역임한 후 1906년 1월부
터 귀족원의원이 된다. 이후 1916년 10월 寺内内閣의 체신대신을 역임하
고, 1919년 10월 최초의 문관총독으로 대만에 부임한다. 1923년 9월부터
第2차 야아모토 내각의 농상무대신을 역임하고 1926년 5월부터 樞密顧問
官에 취임한다.
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관계문서에는 일기 59책과 서한이 있다. 일
기는 귀족원 칙선의원, 대만총독을 역임한 시기를 중심으로 1906년 1월부터
사망하기 1개월 전까지 약간의 누락을 제외하고 존재하고 일본식 한문 투로
작성되었다. 매일 기술되어 내용이 매우 상세한데, 그 중에서 귀족원관계, 대
만총독부관계 내용이 풍부하다. 이 일기 중 대만총독 시절은 대만에서 臺灣
總督田健治郎日記 上ㆍ中ㆍ下(中央硏究院臺灣史硏究所籌備處)로 출간되었
고, 일본에서도 탈초작업을 진행하여 사단법인 尙友俱樂部에서 19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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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도 일기(田健治郎日記 1ㆍ2ㆍ3)를 번각하여 출판하였다. 서한은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ㆍ기요우라 게이고(淸浦奎吾) 등 19명으로부터의
서한 100여 통과 전보ㆍ臺灣電信官制理由書ㆍ山縣有朋意見書 등이 있다.
덴 문서에 대해서는 大谷正, ｢憲政資料室所蔵田健治郎關係文書中の伊東
巳代治書簡について日淸戰爭期の情報ㆍ宣傳活動に關する一史料｣(専修史
學 28, 1997)；季武嘉也, ｢田健治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2
巻, 吉川弘文館, 2005)；中島善久, ｢新出｢田健治郎關連文書｣の紹介｣(古文
書硏究 62, 2006. 9.)；中島喜一郎가 소장하고 있는 서한 8통의 소개, 일부
번각ㆍ영인 복각도 수록) 등의 소개가 있다. 전기로는 田健治郎傳記編纂會
編, 田健治郎傳(1932)이 있다. 전기는 일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어 사료적
인 가치가 매우 높다.
【수집 자료】(사료철 15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서한 4통(1893년 2월 12일자, 6월
1일자, 1900년 정우회 가입 신청서, 정우회 설립 취지서)과, 데라우치 서한
5통(선거후보자, 전시선박령 등), 山縣有朋意見書 2건(야마가타의 정당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정세)을 수집했다. 조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내용은 없다.

(8) 아키타 기요시(秋田淸) 關係文書
아키타 기요시(1881~1944)는 도쿠시마(德島) 출신의 정당정치가이다.
1901년 6월 일본법률학교(현 일본대학)를 졸업하고 1901년 12월에 사법관

시보에 임명되었다. 1903년 7월 高知區裁判所 判事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03년 二六新報에 입사하여 1911년 4월부터 1924년 6월까지 사장을 역임

하였다. 그 사이 중의원에 출마하여 1912년부터 1942년까지 10회 당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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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立憲國民黨, 革新俱樂部를 거쳐 立憲政友會에 합류했다. 체신정무차관
(1927년 4월~), 내무정무차관(1928년 5월~)을 거쳐 1932년 3월에 중의원

의장에 취임하였다. 1939년 11월 아베내각의 후생대신, 1940년 9월 제2차
近衛内閣의 척무대신을 역임했다.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문서는 출처는 분명하지 않으나
2000년 2월 고서점을 통해 구입(청구번호 1~54)하였고 2011년 12월 고서점

에서 추가로 구입(2013년 3월 공개, 청구번호 55~66)한 것으로 1912~1940
년경의 자료이다. 이 문서는 66점으로 양은 많지 않으나 내용적으로는 국민
당, 혁신구락부, 입헌정우회 등 그가 소속한 정당과 관련된 서류가 많다. 立
憲政友會의 간부회, 총무회, 당무위원회 등에서의 인사와 제국의회에서의
연설, 신문에 발표된 담화의 원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나카 기이치(田
中義一) 수상ㆍ모치쓰키 게이스케(望月圭介) 내무대신ㆍ국민당ㆍ혁신구락
부ㆍ입헌정우회 등 아키타 이외의 명의로 발표된 원고가 많다. 이 외에 아
키다가 받은 서한이 있다.
정전(正傳)인 秋田淸에는 많은 사료를 번각해서 인용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아키타가 특이한 정치활동을 한 점도 있어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와 아들 아키타 다이스케(秋田大助)를 대상으로 한
사진집 蛙の子は蛙(秋田大助先生顯彰會, 1995)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키타에게 보낸 기요세 이치로(淸瀨一郞) 서한, 아버지 아키타 에이지(秋
田英二)에게 보낸 아키타의 서한 등 약간의 사료가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
다. 자료에 대해서는 季武嘉也, ｢秋田淸｣(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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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朴烈事件과 관련하여 ｢와카쓰키(若槻)內閣糾彈申し
合せ書｣ 등 7건의 사료가 수집되어 있다.

(9) 히라오카 코타로(平岡浩太郞) 關係文書
히라오카 코타로(1851~1906)는 福岡 출생으로 戊辰戰爭(1868)에 정부
군으로 종군, 西南戰爭(1877)에서는 반정부군으로 거병했고, 玄洋社 社長,
광산 경영자, 衆議院 의원(제4대~제9대), 九州日報 社主 등을 역임하는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정치가이다. 특히 히라오카는 일본의 국권 확장과 대
외침략을 목적으로 활동한 對外硬派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는 西南
戰爭에서 정부군의 포로로 붙잡혀 복역한 뒤 向陽社, 築前共愛會를 통해 愛
國社運動, 국회개설운동 등 민권운동에 참여했다. 그 후로는 국권주의자로
변모하여 1881년 일본 우익단체의 모태가 되는 玄洋社를 설립하고, 그 사장
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1894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현
실 정치에 입문, 1898년의 自由黨과 進步黨의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후 정계의 策士로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憲政黨이 분열한 후에는 憲政本
黨(구 진보당파)에 속하여 대외경파의 중심인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
여 國民同盟會, 對露同志會 결성을 주도하였다.
헌정자료실은 1986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287건의 자료를 平岡浩太
郎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
간은 하세바 스미타카(長谷場純孝)ㆍ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 등과 주고받
은 73건의 편지, 서류는 일본의 대러정책에 대한 의견서, 헌정당 및 헌정본
당 관련자료 등 214건이다. 서간과 서류 모두 시기적으로는 청일전쟁 이후
의 자료가 많고, 서류의 대부분은 傳記 저술을 위한 자료로 원사료가 아닌
사본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현재 원사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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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라고 해도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히라오카에 대한 전기는 공간
되지 않았고, 집필 중이었던 초고는 平岡浩太郎關係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平岡浩太郎關係文書를 이용한 연구로는 무라세 신이치(村瀨信一)의
｢明治期の總選擧｣(日本歷史 544호, 1993)와 치바 이사오(千葉功)의 ｢滿
韓不可分論=滿韓交換論の形成と多角的同盟ㆍ協商網の模索｣(史學雜誌
105-7호, 1996)이 있다. 히라오카에 대한 인물평에 대해서는 도야베 슌테

이(鳥谷部春汀)의 春汀全集 1권(博文館, 1909) 및 우자키 쿠마키치(鵜崎
熊吉)의 當世策士傳(東亞堂, 1914)가 참고된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일본의 한국 및 만주 침략에 대해 히라오카의 의견
을 밝힌 ｢韓國に關する日露協商案｣ 5건과 ｢滿洲經營私見｣ 1건 등 서류 9건
이 수집되어 있다.

(10)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郞) 關係文書
히라누마 기이치로(1867~1952)는 1867년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다. 1888
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성에 들어갔다. 東京地方裁判所 判
事, 千葉地方裁判所 部長, 横浜地方裁判所 部長, 東京控訴院 判事, 東京控訴
院 部長을 거쳐 1899년부터 검사로 전환하여 東京控訴院 檢事에 부임했다.
1903년부터 사법성 본성으로 들어가 사법성 참사관 겸 검사, 大審院 檢事,

司法省 民刑局長, 刑事局長, 司法次官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1912년에는
검사총장에, 1921년에는 대심원장에 취임했다. 1923년 9월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의 사법대신을 거쳐, 1924년 2월 추밀고문관에 임명되었다. 추밀부의
장과 추밀원의장을 거쳐 1939년 1월부터 8월까지 내각총리대신에 재직했
다. 이후 제2차 고노에 내각의 내무대신, 제3차 고노에 내각의 국무대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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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의장을 역임했다. 패전 후 Ａ급전범에 지정되어 巢鴨拘置所에 수감되
었다. 1948년 11월에 종신금고형을 받고 1952년 8월 사망했다. 참고로 우익
단체인 國本社 회장을 역임했다.
자료는 헌정자료실과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 후버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대심원 검사부터 추밀원의장에 이르기까지
의 경력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배치된 서류, 서한, 인쇄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문서는 대역사건 관계서류, 황태자비선정에 관한 일건 서류,
일소기본조약에 관한 추밀원 심사보고, 국민정부특파대사 관계서류, 국본
사 해체에 관한 일건 서류 등이 있다.
한편 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총 6517건)는 書翰의 部와 書類
의 部로 나눠진다. 서한은 대부분이 한사람이 1통을 보내고 있는데 145통
이 있다. 서류의 부는 추밀원회의관계자료(1923~1938), 文政審議會, 宗教
制度調査會, 法制審議會 등 각종심의회 배포자료, 외무성 정보부의 자료
(1931~1939), 국제사상연구회의 자료(1936~1938) 등 소책자가 많다. 자

료에 대해서는 梶田明宏, ｢平沼騏一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
2巻, 吉川弘文館, 2005)의 소개가 있다.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 목록이 올

라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審査委員會關係通知｣, ｢京城帝國大學に關する件｣,
｢京城帝國大學官制案｣, ｢審査報告｣, ｢朝鮮總督府官制中改正の件｣, ｢朝鮮總
督府中樞院官制中改正の件｣, ｢大正10年勅令第26號朝鮮總督府事務官等の特別
任用に關する件中改正の件｣, 왕공족심의회 관계자료(｢王公族に關する法律
案に關する書類｣(문서번호 636), ｢昭和12年4月6日王公族新議會議案 李王
世襲財産設定の件｣(문서번호 637) 등 추밀고문관 시절(1924~1938)의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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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료를 수집했다. 이 외에도 1941년 3월 8일 히라누마 내무대신에게
제출된 ｢朝鮮儒林代表 興亞儒教教長鄭在華意見書｣(문서번호 692), ｢殖民地
ノ立法權ニ就テ｣(문서번호 694), ｢殖民地ノ裁判制度(英ㆍ獨ㆍ佛ㆍ白ㆍ西ㆍ
伊ㆍ米 各國殖民地)｣(문서번호 695) 등도 수집했다. 이들 문서는 경성제국
대학의 성립과정,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 과정, 이왕가 관련법안의 심의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11) 히라타 토스케(平田東助) 關係文書
히라타 토스케(1849~1925)는 야마가타현(山形縣) 요네자와(米澤) 출신
으로 귀족원 의원, 농상무대신, 내무대신, 내대신을 역임했다. 1869년 5월
大學南校 입학, 大學少舎長(1870. 4.~1871. 5.), 1871년 이와쿠라사절단(岩
倉使節團)에 수행하고 독일에 유학해 정치학, 국제법, 상법을 공부하고 하
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일본인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内務省御
用掛(1876. 9.), 大蔵省御用掛(1877. 2.), 大蔵省權少書記官 겸 太政官權少
書記官(1878. 8.), 大蔵省少書記官 겸 太政官少書記官(1880. 1.)을 역임했으
며 1882년에는 伊藤博文를 수행해 유럽입헌제도조사(1882. 2.~11.)에 참가
했다가 도중에 귀국했다. 이후 太政官文書局長(1883. 5.), 太政官大書記官
兼大蔵省大書記官(1884. 9.), 法制局參事官(1885. 12.), 法制局部長(1887.
9.), 法制局行政部長(1890. 1.~1893. 11.), 貴族院議員(1890. 9.~1922. 9.),

樞密院 書記官長(1894. 1.), 法制局長官兼内閣恩給局長(1898. 11.~1900.
10.), 樞密顧問官(1898. 11.~12.)을 역임했다. 제1차 桂内閣에서는 農商務

大臣(1901. 6.), 제2차 桂内閣에서는 内務大臣(1908. 7.)에 임명되었다. 그
사이 男爵(1902. 2.)에서, 子爵(1911. 8.), 伯爵(1922. 9.)으로 陞敍되었다.
말년에 内大臣(1922. 9.)이 되었다. 히라타는 귀족원과 추밀원을 중심으로
야마가타(山縣)의 측근 인맥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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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 유족이 헌정자료실에 기증한 자료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으로 많은 사료가 소실되고 남겨진 자료라고 한다. 헌정자료실의 히라타 관
계문서는 메이지 후기부터 다이쇼기(大正期)의 내정 및 외교관계 자료와
서한으로 구성된 1,442점의 문서(1)과 일기, 수첩, 서류, 각서로 구성된 문
서(2)로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문서(1)의 서류는 산업조합, 임시교육회의,
임시외교조사위원회(재외 군부정보, 통지류), 화족회관, 의회, 궁중관계 및
의견서, 전보, 팸플릿류 등을 중심으로 한 문서로 내용이 풍부하다. 서한은
300여 명으로부터의 수신서한 700여 통으로 山縣有朋과 桂太郞, 武井守正,

平山成信, 小松原英太郎의 서한이 비교적 많다. 부인인 平田達子(品川弥二
郎의 양녀) 수신서한도 160여 통 포함되어 있다. 문서(2)는 2008년 3월 추
가로 기증받은 것으로 서한, 일기ㆍ수첩류, 서류, 스크랩북 및 신문, 이력자
료, 詩文稿, 사진, 하이델베르크대학 박사학위취득 관계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특히 일기는 1904년과 1906년의 것으로 러일전쟁에 대한 견해와 동
향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헌정자료실 소장)에는 1920년대 말 유족
이 일본학술진흥회에 기증한 사료의 필사본(400자 원고지로 약 250매)이
남아 있다. 내용은 1890년대 정치사에 관한 귀중한 사료와 내대신으로서 攝
政시기 히로히토에 진강한 기록 등이다.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는 書肆澤
井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출간했다. 정전(正傳)으로는 伯爵平田東助傳
(加藤房藏 編, 平田伯傳記編纂事務所, 1927)이 있다. 君臣平田東助論－産

業組合を統帥した超然主義官僚政治家(佐賀郁郞, 日本經濟評論社, 1987)
는 산업조합과의 관련을 분석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920년대 조선관계 電文 및 보고서 15점이 수집되
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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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단원(곽재기ㆍ최수봉)에 관한 문서, 1921년의 간도출병, 1921~1924년
조선 관련, 支那산림경비대 越江進入에 관한 보고서, 간토대지진 선후처리
에 관한 건의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關係文書
아라키 사다오는 1877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1897년 육군사관학교를,
1907년 육군대학교를 졸업했다. 참모본부에 들어가 ‘러시아통’으로 성장했

다. 이후 헌병사령관, 육군대학 교장, 熊本 第6師團長, 教育總監部 本部長을
거쳐 이누카이 내각의 육군대신에 취임했다. 군사참의관을 끝으로 예비역
에 편입되었다가 제1차 고노에 내각의 문부대신을 역임했다. 패전 후에는
전범용의로 체포되어 A급전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1955년 가석방
되어 1966년 사망했다.
아라키 문서는 東京大學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 原資料部가 소장하고 있
는 자료를 헌정자료실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하였다. 자료는 약 200명
으로부터 받은 서한 250통과 자료가 있다. 자료로는 東京裁判關係資料(供
述書ㆍ証拠書類ㆍ尋問資料ㆍ速記錄ㆍ荒木 메모 외), 荒木貞夫의 의견서, 일
기(1937年 5月~8月), 러일전쟁관계자료, 러시아주재시대자료, 러시아관계
간행물, 만주사변ㆍ중국관계자료, 육군관계자료, 청년장교운동관계자료, 국
제사상연구회관계자료, 國本社關係資料 등이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加藤
陽子, ｢荒木貞夫｣(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의 소
개가 있다. 아라키 일기에 대해서는 伊藤隆校ㆍ解說, ｢荒木貞夫日記(未公開
史料)｣(中央公論 106(3), 1991. 3.)；加藤陽子校ㆍ解說｢続ㆍ荒木貞夫日
記｣(中央公論 106(4), 1991. 4.)의 번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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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朴鐵柱가 전후에 보낸 연하장과 朴炳煥일건(문서
번호 406)을 수집했다.

(13)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關係文書
아마카스 마사히코(1891~1945, 宮城 출생)는 군인, 만주국의 막후 실
력자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1912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보병소위
로 임관했으나, 당시의 상관이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 상담 후 병
과를 憲兵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조선의 楊州憲兵分隊長, 헌병사령관 부
관을 거쳐 1923년 도쿄 麴町의 헌병분대장이 되었는데, 그 직후인 9월 1
일 關東大震災가 발생하여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때 아마카스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ㆍ이토 노
에(伊藤野枝)ㆍ다치바나 소이치(橘宗一, 당시 7세)를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사망시키고, 사체를 헌병대의 우물에 유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아마
카스사건(甘粕事件)”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 및 징역 10년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아마카스는 단기복역으로 1926년 출옥한 후, 민간
인의 신분이면서도 일본 육군의 예산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하였다. 그는
1929년 만주로 건너가 滿鐵東亞經濟局 奉天主任, 滿洲國 民政部 警務司

長, 協和會中央本部 總務部長, 滿洲映劃協會 理事長 등을 역임했다. 만주
에서 아마카스는 공식적인 역할 외에 關東軍의 특무공작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의한 만주사변(1931) 및 만주국 건설에 상당한 역할을 하여 관동
군의 숨은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90년 古書店으로부터 구입한 419건의 자료를 甘粕正彦
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간
은 아마카스가 각계의 인물 160여 명과 주고받은 200통이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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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大正期 군사자료, 군사교육자료, 지도류, 이력, 수첩, 자필원고 등
257건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마카스 스스로 작성한 옥중기 獄中に

於ける予の感想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정자료실은 이 자료들의 활용
을 돕기 위해 甘粕正彦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甘粕正彦關係文書 관련 연구 중 아마카스사건에 대한 사료로는 야마네
타쿠조(山根倬三)의 問題の人甘粕正彦(小西書店, 1924)가 재판과정을 상
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마카스의 옥중기 獄中に於ける予の感想에는 육군
상층부에 대한 원망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甘粕氏 著作刊行會를 통해
1927년 공간되었다. 만주에서의 아마카스에 대해서는 만주국의 주요 인물

로 아마카스를 가까이에서 접한 무토 도미오(武藤富男)의 滿洲國の断面：
甘粕正彦の生涯(西北商社, 1967) 및 후루미 다다유키(古海忠之)의 忘れ
得ぬ滿洲國(經濟往來社, 1978)에서 아마카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주사변 전후의 배후인물 아마카스에 대한 서술이 보이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또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ㆍ후지와라 사쿠야(藤原作弥)의 李香蘭私の半生(新潮
社, 1987)에서는 문화인으로서의 아마카스를 서술하고 있다. 아마카스의 군
인시절을 포함해 그를 직접 접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표면적인 모습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본 모습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아마카스에 대해 “여자 아이까지 살해한 냉혈한” 또는 “義에 맞게 살
아온 사람” 등 보는 사람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甘粕正彦關係文書 가운데 양주헌병분대장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주차헌병대의 훈시, 헌병보조원에 대한 훈시, 양주헌병분대
직원표 등 9건의 서류와 지도류 9건 모두 18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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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쓰라 타로(桂太郞) 關係文書
가쓰라 타로(1847~1913)는 조슈번(長州藩, 현재의 山口縣) 출신으로 타
이완 총독, 육군대신,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이름은
세이초(淸澄), 호는 가이조(海城). 17세 무렵부터 양이(攘夷) 및 토막(討
幕)운동에 참가했고. 보신(戊辰)전쟁에도 종군했다. 1870년 9월 독일에 유
학해 군사제도를 연구하고 1873년 12월 귀국했다. 1874년 1월 육군 보병
대위로 임관, 육군성 근무.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군령을 담당하는 참모국의 설치를 건의해 1874년 2월 실현시
켰다. 1874년 7월 참모국 諜報提理 이어서 軍備와 軍制조사를 위해 공사관
배속 무관 파견을 제안하고 자신도 1875년 3월 독일 주재 공사관 배속 무관
으로서 부임했다. 1878년 7월 귀국하자 참모본부 조직을 건의, 같은 해 12
월 신설된 참모본부에 근무하게 되어 야마가타 참모본부장 아래에서 독일
식 병제의 채용에 노력했다. 다음해 청국의 군비조사를 위해 북중국지방을
정탐해 대청작전 방책을 야마가타에게 제출했다. 그 사이 참모국 諜報提理
겸 太政官少書記官(1878. 8.), 법제국 専務, 참모본부 管西局長(1878. 12.),
太政官大書記官(겸임, 1880. 3.)으로 근무했다.
1884년 육군경 오먀마 이와오(大山巖)의 유럽시찰을 수행하고 돌아와 육

군성 총무국장이 되었다(1885. 5.). 1886년 육군차관에 취임(1886. 3.~1891. 6.),
육군성 法官部長(1888. 11.), 육군성 軍務局長(1890. 3.)을 겸임하며 육해군
의 군령기관 분리를 포함한 군제개혁을 추진했다. 1891년부터 4년간 나고야
(名古屋) 제3사단장을 맡았고, 청일전쟁 때는 조선, 만주 각지에서 전투에

참전했다. 강화조건으로 타이완(臺灣)의 확보를 주장했으나 랴오둥(遼東)반
도의 할양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1896년 6월 타이완 경영에 포부를 갖고 2대
타이완 총독이 되었으나 재임 5개월만에 東京灣 방어총독으로 전출. 1898년
1월 제3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의 육군대신으로 취임, 그 뒤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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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 제2차 야마가타 내각, 제4차 이토 내각 초
기까지 유임했다. 그 사이 군비확장을 위한 의회 공작을 통해 정치수완을 습
득, 外政에서는 마산포 토지매수, 경인ㆍ경부철도문제 등에 관여하며 조선에
서 일본의 세력 신장에 노력했고 의화단사건 출병에 참여했다.
1901년 제1차 내각을 조직(1901. 5.~1906. 1.), 元老내각의 마지막시대이

라고 일컬어지는 桂園시대를 열었다. 제1차 가쓰라 내각의 핵심 외교정책
은 영국과의 협약 체결과 한국의 보호국화로 외무대신에 고무라 주타로(小
村壽太郞)를 기용했다. 만주와 한국을 둘러싼 러일관계가 긴박해지자 영국
과의 동맹을 최우선 방침으로 삼아 야마가타, 고무라와 협동해 이토, 이노
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러일협상안을 물리치고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했
다. 대러시아 개전 및 전시외교와 관련해 여러 원로의 의견 조정에 노력했
고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종결시켰다. 국내의 강화 반대 여론도 立
憲政友會의 하라 다카시(原敬) 등과 정권수수 밀약 등을 통해 극복했다. 그
사이 한국에 대해서는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 8월에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각서, 8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11월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해 한국을 보호
국화했다. 한편 남만주철도의 미ㆍ일 공동경영과 관련해 1905년 10월 해리
만(Harriman, Edward H.)과의 예비협정을 맺었으나 고무라의 반대로 포기
했다. 12월 만주에 관한 청일협약에 의해 포츠머스조약을 바탕으로 러시아
의 만주권익 양수 및 그 뒤 일본의 만주진출의 기초가 된 여러 권리를 획득
했다. 1906년 1월 내각이 총사직했다.
1908년 7월 제2차 내각을 조직해(1908. 7.~1911. 8.) 외상에 다시 고무라

를 기용하고 만주권익 유지, 극동 및 태평양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화해, 한
국병합, 조약개정 등을 외교목표로 삼았다. 1908년 다카히라(高平)－루트
협정, 1909년 9월 청국과 만주 및 간도문제에 관한 협약에 조인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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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월에는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제의를 거부하고 만주에서의 권익

유지 강화를 위해 같은 해 7월 제2차 러일협약에 조인했다. 가쓰라 내각은
1909년 7월 한국병합방침을 결정해 두고 국내외 여건이 조성된 1910년 8월
22일 한국을 병합했다. 1911년에는 개정통상항해조약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체결해 편무적 관세협정을 폐기, 조약개정을 완성했다. 1911년
7월 미국을 적용범위 밖에 두는 제3차 영일동맹에 조인한 뒤 8월 30일 총사

직했다. 가쓰라는 한국병합의 공로로 공작 작위를 받았으며(1911. 4.) 사직
과 동시에 元勳 대우의 勅語를 받았다. 1912년 유럽 여행 중 메이지(明治)
천황의 중병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 8월 내대신 겸 시종장에 취임했다. 같
은 해 말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 붕괴 후 3차 내각을 조
직했다(1912. 12.~1913. 2.). 이른바 제1차 헌정옹호운동에 대항해 입헌동
지회를 조직했으나 결국 1913년 2월 사직했다. 가쓰라는 이토, 야마가타 등
의 후계자였으나 만년에는 독자성을 발휘하면서 군제의 정비 및 조약개정,
대륙침략 등을 실행했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가쓰라 타로 관계문서는 1951년 개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것으로, 1964년 3월 고서점에서 구입한 것과 추가 기증(後藤新平書簡
1통, 문서번호 6-20)자료를 포함해 총 851점으로 서한의 부(部)와 서류의

부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서한(山縣有朋, 井上馨, 伊藤博文, 伊藤博
文, 松方正義, 西園寺公望, 寺内正毅, 後藤新平 등이 가쓰라에게 보낸 서한),
桂太郎自傳稿本 및 參考資料, 山縣有朋意見書, 桂太郎傳記參考書, 1912년
外遊 관계서류, 立憲同志會 관계서류, 桂太郎覚書類, 歐文書類, 桂家累代文
書, 桂太郎葬儀 관계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와세다(早稻田)대학과 宮內廳
書陵部 소장 자료를 포함해 19권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해 열람에 제공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류의 부에 있는 전기참고서 8책은 1964년 헌정자료
실의 유이 마사오미(由井正臣)가 고서점에 나온 것을 구입한 것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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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은 1961년 헌정자료실이 손자로부터 소장자료 일체를 구입한 것이다.
문서 가운데 가쓰라가 받은 편지는 총리 재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쿠토
미 소호(德富蘇峰)에 의한 전기편찬과정에서 정리되었고 일부는 분실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전전의 明治天皇紀와 貴族院五十年社 편찬과정에서
가쓰라 집안에 소장된 서한이 필사되었다. 전자는 ｢桂家文書｣로 궁내청 서
릉부에, 후자는 ｢桂公爵家文書｣로 각기 소장되어 있다. 이들 모두 ｢桂太郞
關係文書｣에 있는 서한의 일부를 탈초한 것이다.
가쓰라 관계문서 가운데 누대문서의 일부를 제외한 것과 가쓰라 수신서
한에 대응하는 발신서한을 합쳐 마이크로필름화가 이루어져 발매되었다
(宇野俊一 해설, 桂太郞關係文書 クレス出版, 1995). 가쓰라 발수신 서

한은 최근 각각 활자화되어 사료집으로 간행되었다(千葉功 편, 桂太郞關
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2010；千葉功 편, 桂太郞發書翰集, 東京大學
出版會, 2011). 이들 마이크로필름과 사료집에는 상세한 해설과 해제가 붙
어있다. 또한 가쓰라 관계문서의 서류의 부 가운데 가쓰라 자전고본도 간
행되었다(宇野俊一 校註, 桂太郞自傳, 平凡社, 1993). ｢桂家累代文書｣,
｢桂太郎葬儀關係書類｣의 부분(資料番號 116~160)은 복제본이 없으므로
원자료로만 열람해야 한다. 한편 일부자료는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에
게재되어 있다.
전기에 관해서는 사후 1914년부터 故桂公爵기념사업회(상무위원장 澁澤
榮一)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 편찬을 계획하고 도쿠토미 소호에게 의
뢰했다. 도쿠토미는 국민신문사 사원 4명에게 분담 집필하게 하여 원고를
열람하고 교정하는 형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公爵桂太郞
傳 乾ㆍ坤(德富猪一郞 編, 故桂公爵記念事業會, 1917)이다. 이것은 가쓰라
가문의 소장사료뿐만 아니라 가쓰라가 보낸 서한까지도 열람, 필사하였고
서한 등을 그대로 게재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기본문헌으로 인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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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쓰라 전기 이외에도 가쓰라를 취급한 문헌은 산견되는데 거의 인물
평론류이다. 전후에 나온 川原次吉郞의 桂太郞(時事通信社, 1959)는 가
쓰라 전기의 다이제스트판에 해당한다. 최근에 나온 전기로는 宇野俊一, 桂
太郞(吉川弘文館, 2006)；小林道彦, 桂太郞―予が生命は政治である(ミ
ネルヴァ書房, 2006)；千葉功, 桂太郞―外に帝國主義, 内に立憲主義(中央
公論新社, 2012) 등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3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가쓰라 수신서한을 중심으로 541점의 문서가 수집,
소장되어 있는데 주요 발신자는 다음과 같다.
後藤新平, 花房義質, 井上馨, 伊藤博文, 淸浦奎兵, 兒玉源太郞, 松方正義,
曾禰荒助, 田中光顯, 寺內正毅, 德大寺實則, 若槻禮次郞, 渡邊千秋, 山縣有
朋, 山本權兵衛
가쓰라 수신서한은 대부분 桂太郞關係文書(東京大學出版會)에 수록되
어 있으므로 대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류는 桂太朗傳記參考書(七)ㆍ
(八) 등 소량의 사료가 수집되었다.

(15) 다카하시 카메키치(高橋龜吉) 關係文書
다카하시 가메키치(1891~1977)는 山口에서 태어났다. 1906년 고등소학
교를 중퇴하고 大阪에 가서 袋物 도매상 德岡本店에서 일했다. 1907년 6월
한국에 건너가서 城津의 二田商會에서 1912년 1월까지 점원 생활을 하였
다. 1912년 4월 早稻田大學 상과예과에 입학하여 1916년 졸업하였다. 같은
해 久原鑛業會社에 입사하여 1918년 2월에 퇴사하였다. 같은 달 東洋經濟
新報社에 입사하여 1926년 6월까지 근무했다. 그 사이에 1920년 11월부터
1921년 3월까지 구미시찰을 갔다 왔고 1924년 5월에 東洋經濟新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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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에 취임했다. 1924년 6월에 政治硏究會를 설립했고, 다음 해 10월에 동
회를 탈퇴했다. 1928년 2월에 중의원의원선거에 일본농민당 후보로 山梨에
서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1932년 10월 經濟硏究所를 설립하여 소장이 되
었다. 1935년 9월에 内閣調査局의 전문위원과 그 이후 각종 정부위원을 역
임했다. 1941년 2월에는 大政翼贊會의 정책국 참여를 맡았고, 1942년 2월
에는 국책연구회 상무이사 및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1946년 4월 일본경제
연구소를 창립하여 이사장과 연구소장을 맡았다. 1948년 5월에 공직에서
추방되었다가 1956년 4월에 拓殖大學 교수에 취임했다.
헌정자료실의 다카하시 자료는 1993년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료와 日
本証券經濟硏究所 証券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 있다. 각각
의 자료에 대해서는 방대한 목록이 존재한다. 다카하시의 자료에 대해서는
｢新收資料紹介 高橋龜吉關係文書｣(國立國會圖書館月報 394, 1994)；伊藤
隆, ｢高橋龜吉｣(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동서 第
3巻(伊藤隆執筆), 第4巻(伊藤隆ㆍ中谷孝久執筆)에 추가 정보가 있음)；中谷孝

久, ｢高橋龜吉文書について｣(德山大學總合硏究所紀要 31, 2009. 3)；｢憲政
資料室の新規公開資料から｣(國立國會圖書館月報 615ㆍ616, 2012. 6ㆍ7) 등
의 소개가 있다. 자료는 大正期~1970년대까지의 경제ㆍ재정자료가 중심이
다. 政治硏究會, 각종심의회 자료, 원고류 등이 많다. 조선관련 저서로는 現
代朝鮮經濟論(千倉書房, 1935)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는 국책연구회가 1938년 3월에 작성한 연
구자료 제8호인 ｢内地在住半島人問題と協和事業｣(문서번호 2)과 江商株式
會社調査室이 1949년 5월 30일에 작성한 조사자료인 ｢南鮮ㆍ北鮮ー東南ア
ジア市長調査(ー)｣(문서번호 234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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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후루사와 이소지로(古澤磯次郞) 關係文書
후루사와 이소지로(1903~1990, 北海道 출생)는 언론인, 협동주의 사회
운동가 그리고 협동주의에 기반한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1925년 早稻
田大學 政經科 졸업 후 언론인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都新聞 政治部
長, 東京新聞 編集局長을 역임했다. 전후에는 日本民黨을 시작으로 協同
主義政黨의 결성에 참가하여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日本經濟新聞 論說
委員, 日本勞働協會 監事 등을 역임했다.
헌정자료실은 1996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1,995건의 자료를 古澤磯
次郎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한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한은 사회 각계의 인물과 주고받은 255건의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서
류에는 日本民黨ㆍ日本協同黨ㆍ협동조합운동 등의 관계자료, 日本勞働協
會ㆍILO 등의 노동운동 관계자료, 자립경제조사회ㆍ최저임금심의회ㆍ광산
심의회 등에 관한 자료, 전시식료품, 都新聞ㆍ東京新聞에 관한 자료,
원고, 수첩, 잡지, 신물발췌 등의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후루사와 및 古澤磯次郎關係文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의 저작으로 協同主義の志向(協同主義懇
談會, 1956)이 있다. 이것은 그가 전후 가장 열중했던 협동주의의 이론 보
급을 염두한 계몽서로서의 성격이 크다. 후루사와의 활동이나 그 인물론에
대해서는 시오자와 히로아키(鹽崎弘明)의 國內新體制を求めて(九州大學
出版會, 1998) 제7장에서 日本民黨의 결성과정 및 협동주의 운동과의 관계
를 분석하면서 후루사와의 활동을 조명한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古澤磯次郎關係文書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에 진행된 ｢朝鮮米の移入經路に關する調査(調査資料 第二號)｣와 ｢臺灣米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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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入經路に關する調査(調査資料 第三號)｣의 조사자료 2건, 그리고 1960년대
｢韓國救援有志懇談會｣의 회의안내장 1건 모두 3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17) 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 關係文書
구니토모 시게아키(1861~1909, 熊本)는 明治時代의 신문기자이자, 대표
적인 국권론자이다. 그는 西南戰爭(1877)에서 반정부군인 熊本隊로 참전하
였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받았다. 1883년 관료로 출사하여 宮內
省과 法制局에서 근무하였으나, 1887년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가 주창한
大同團結에 찬성하여 관직에서 나와 신문 日本의 기자가 되었다. 이때부
터 적극적인 국권론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당시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
부(大隈重信)의 조약개정교섭에 대해 對外硬의 입장에서 강력한 비판을 제
기하였다. 이후 東北日報 주필을 거쳐 조선의 漢城新報 주필을 역임하
였다. 이때 명성황후시해사건(1895)에 가담하여 복역하였으나, 곧 석방되
었다. 이후에도 東亞同文會 간사, 國民同盟會, 對露同志會 등에 참가하는
등 국권주의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일본의 대외침략을 뒷받침하는
‘아시아주의’을 주창하였다. 러일전쟁(1904) 후에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반대하여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과 함께 日比谷暴動을 주도적으로 일
으킨 당시의 대표적인 국권론자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69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25건의 자료를 國友重章
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한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한
은 당시 대표적인 국권론자 또는 국민주의자였던 구가 카츠난(陸羯南)ㆍ
고토 쇼지로ㆍ삿사 토모후사(佐々友房) 및 명성황후시해사건의 중심인물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등과 주고 받은 12건의 편지이며, 서류에는 일본의
대륙침략, 조선침략, 조약개정문제, 만주문제 등에 대한 의견서 등 13건의

46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國友重章關係文書에 포함된 자료나 구니토모에 대한 자료가 워낙 소략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구니
토모에 대한 자료로는 國友重章關係文書 와 함께 그 자신의 의견을 발표
한 ｢長白山の歷史的硏究｣(新時代 3-3호, 1907)와 條約改正及内地雜居
(内地雜居講究會, 1892) 및 그가 집필한 신문의 논설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구니토모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고노에 아츠마로(近衛篤麿)
의 近衛篤麿日記(近衛篤麿日記刊行會編, 1968)가 유용하다. 동아동문회
조선지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니토모의 활동이 다수 보이기 때문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일본의 조약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 조선 북부의
경제상황 조사, 만주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18건의 자료가 수집되
어 있다.

(18) 미야지마 세이치로(宮島誠一郞) 關係文書
미야지마 세이치로(1838~1911)는 山形縣 출신으로 좌원, 귀족원 의원을
역임한 관료이다. 號는 栗香, 또는 養浩堂. 그리 출세하지 못한 인물이지만
일기가 1870년 초 이와쿠라(岩倉)사절단 파견 시기의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주목받는 인물이다. 待詔下院出仕(1870. 1.), 左院大議生(1871.
7.), 左院少議官(1872. 3.), 權少内史(1875. 7.), 修史局御用掛(1876. 6.), 修

史館御用掛(1877), 宮内省御用掛(1879. 12.), 參事院議官補(1884. 12.), 宮
内省華族局 主事補(1886. 2.), 爵位局主事補(1888. 5.)를 역임했다. 1896년
1월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미야지마 문서는 오랫동안 자손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먼저 2,111점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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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료실에 소장되었고 이후 추가되어 현재는 2,721점이 소장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는 (1) 1982년 3월ㆍ1983년 3월ㆍ1985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개
인으로부터 양도한 것이 2,111점(문서1), (2) 2008년 9월 개인으로부터 양
도, 2009년 3월 30일 공개한 것이 442점, 2009년 8월 추가구입 및 2010년
12월 25일 공개한 것이 168점(문서 2)이다.

일기류는 헌정자료실에서 복제해 마이크로필름(1868~1877년, 3권)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일기 원본이 다른 자손 소장분과 함께 와세다대학 도서관
에 소장되어 있다. 가쓰 카이슈 등의 서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야지마
스스로 일기를 소재로 편찬한 ｢國憲編纂起源｣과 ｢朝鮮國遣使に付閣議分裂
事件｣은 각각 明治文化全集4 憲政編(日本評論社, 1928), 明治文化全集
22 雜史編(同, 1929)에 실려 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 1)은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나뉘는데 서류는 國憲編纂資料, 左院關係, 幕末維新關係, 米澤藩資料, 上杉
家資料, 日淸日露外交關係, 宮中關係資料, 意見書, 覚書 등이다. (문서 2)는
宮島誠一郎 관계와 宮島大八 관계로 대별해 정리되어 있다. 宮島誠一郎 關
係로서는 明治 10년대부터 30년대의 宮島誠一郎 수신서한을 중심으로 元
田永孚, 岩倉具視, 黑田淸隆, 駐日英國公使 어네스트 사토 등 저명인사의
서한이 많다. 宮島大八 關係로는 1888~1889년에 걸친 誠一郎에게 보낸 宮
島大八의 서한 외에 緒方竹虎ㆍ工藤忠(鐵三郎)ㆍ川島浪速ㆍ牧野伸顯ㆍ吉
田茂ㆍ今村貞治ㆍ柴五郎 등이 보낸 宮島大八 수신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또 청일전쟁 이후 수개월 동안의 일기와 육군관계, 중국정세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미야지마 관계 자료 가운데 활자화된 것으로는 明治文化全集 憲政篇
(日本評論社, 1928)에 ｢國憲編纂起原｣이 수록되어 있으며, 魚住和晃, ｢宮島

大八の書簡 明治24年中國から父に宛てた22通｣(書論 23號, 1984), 杉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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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彦ㆍ寺尾敏江 編, ｢宮島詠士淸國留學書簡｣ 1~3(京都教育大學紀要 A(人
文ㆍ社會)91ㆍ92ㆍ94號, 1997~1999), 信廣友江, ｢宮島家文書ㆍ駐日公使等
筆談｣ 1~4(中國學論集 21~24號, 1998~1999)가 있다. 전기로는 戊辰雪
冤：米澤藩士ㆍ宮島誠一郎の｢明治｣(友田昌宏, 講談社, 2009), 宮島家三代
(米澤市上杉博物館, 2005), 宮島詠士 人と藝術(魚住和晃, 二玄社, 1990)

등이 있고, 자료소개로는 西川誠, ｢宮島誠一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
典, 吉川弘文館, 2004), 安在邦夫, ｢宮島誠一郎文書について｣(幕末維新期の
情報活動と政治構想 宮島誠一郎硏究, 由井正臣編, 梓出版社, 2004)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金玉均의 편지 등 서한 5통과 조선관계 서류 5건이
수집되어 있다. 서류는 ｢朝鮮事件ニ付內閣分裂始末｣, ｢大使自毆州歸朝朝鮮
事件政府更替｣, ｢伯爵板垣退助君贈伊藤博文統監書｣, ｢板垣參議辭表, 島津左
大臣辭表｣, ｢高橋是淸歸朝演說ニ付某意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분량
이 많은 첫 번째 문서는 1873년 征韓論을 둘러싸고 주요 관료의 왕복서한
등 정변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19) 곤도 세이쿄(權藤成卿) 關係文書
곤도 세이쿄(權藤成卿, 1868~1937)는 후쿠오카(福岡)에서 태어났다. 二
松學舎를 중퇴하고 1892년 다케다 한시(武田範之)ㆍ미야자키 라이조(宮崎
來城)와 함께 久留米青年義會를 조직했다. 1902년 黑龍會의 활동을 위해
상경했다가 나중에 一進會에 관여한다. 1908년 4월 우치다 료헤이(内田良
平)와 東亞月報을 발행하였고, 1918년 老壯會에 참가하였다. 1920년 6월
에 自治學會를 창설하였고, 1927년에 自治民範을 출판하였다. 같은 해 4
월부터, 양명학자 야스오카 마사요시(安岡正篤)가 설립한 사숙인 金鷄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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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사로 출강하였다. 1931년 11월에 日本村治派同盟에 참가하였다. 1932
년 2월에 血盟團事件에 관련되어 경시청에 유치되었다. 흑룡회의 한일합방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나중의 농촌의 빈궁에 관심을 쏟아 農村自救運動에
관여했다. 국가주의단체와 청년장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곤도의 자료
는 1974년 12월에 개인으로부터 기탁되었다가 2009년 기증되었다.
헌정자료실 곤도 세이쿄 관련문서는 다치바나 고사부로(橘孝三郎), 이노
우에 닛쇼(井上日召), 후지이 히토시(藤井齊), 오누마 쇼(小沼正),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요쓰모토 요시다카(四
元義隆), 시부카와 젠스케(澁川善助) 등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곤도가 설립
한 自治學會, 成章學苑, 制度硏究會 등의 서류 및 의견서류이다. 이 외에 저
작관계서류나 시문의 원고 등이 있으나 大正시기부터 昭和 초기의 농본주
의사상에 관한 자료가 주를 이룬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할 당시에는 기
탁사료여서 복사할 때는 유족의 허가를 필요로 했지만 2009년에 헌정자료
실에 기증되어 자유롭게 복사가 가능해졌다.
사료에 대해서는 ｢權藤成卿文書｣(國立國會圖書館月報 172, 1975. 7)；
滝澤誠, ｢權藤成卿｣(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정
보사전 제3권에 추가정보가 있음) 등의 소개가 있다. 자료집으로는 후지이
히토시ㆍ요쓰모토 요시다카ㆍ시부카와 젠스케 등이 곤도에게 보내 서한이
수록되어 있는 現代史資料23(國家主義運動 3)(みすず書房, 1974)가 있
다. 전기로는 滝澤誠權藤成卿(紀伊國屋書店, 1971)가 있고, 저작집으로
는 權藤成卿著作集 全7巻ㆍ別巻1巻(黑色戰線社, 1973~1991)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는 内田良平(8통), 金聲鎭(1통, 한문서
한), 李承奎(1통, 한문서한)가 보낸 서한과, 宋秉畯의 건백서 및 초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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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95-1~4), ｢송병준의 통치사견｣(문서번호 96), ｢國土皇有論｣(문

서번호 99-1), ｢재만선인사상단체의 분포의 개요｣(문서번호 99-2), ｢皇淸
經解第三編の硏究と淸儒學案編成の趣旨｣(문서번호 99-3), ｢국유미간지이
용법 및 시행세칙｣(문서번호 99-4), ｢明治三七年下半期滿洲義軍行動의 大
要｣(문서번호 99-5), 内田良平가 작성한 ｢전몰전함에 관한 전말서｣(문서
번호 99-6), ｢한국흥업회사창립취지｣(문서번호 102), ｢진남포부근신전개발
관계서류｣(문서번호 115), ｢朝鮮下衣島 등 3도 위치설명서｣(문서번호 116),
｢無極鑛山報告書類｣(문서번호 117) 등이 있다. 우치다의 서한은 일진회 관
련 내용이 많아 사료적 가치고 높다. 또한 송병준의 통치사견은 3ㆍ1운동 이
후 송병준이 조선통치에 대해 천황에게 상주한 건백서와 그 초안이다.

(20) 오키 타카토(大木喬任) 關係文書
오키 다카토(1832~1899)는 사가(佐賀) 출신의 근대 일본정부의 관료이
다. 번교(藩校)인 弘道館에서 공부하고 1850년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
臣) 등과 함께 義祭同盟의 결성에 참가하였다. 이후 에토 심페이(江藤新平)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등도 참여하여 번론(藩論)을 尊皇攘夷로 이끌
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메이지(明治)유신 직후 신정부에 참여해 徴
士ㆍ參與職ㆍ外國事務局判事(1868), 軍務官判事(1868. 4.), 參與(1868. 7.),
兼東京府知事(1868. 12.), 東京府知事(1869. 5.), 東京府大參事(1869. 7.),
東京府權知事(1869. 11.), 民部大輔(1870. 7.), 民部卿ㆍ文部卿(1871. 7.),
教部卿(1872. 10.)을 역임했다. 그 사이 도쿄 천도, 호적법 제정, ‘학제’의 제
정에 진력했다. 1873년 정부의 수뇌인 參議(1873. 4.)에 임명되었고 司法卿
(1873. 10.), 元老院議長(1880. 2.), 司法卿(1881. 10.), 文部卿(1883. 12.)을

겸임했다. 이후 伯爵(1884. 7.)이 되었고 元老院議長(1885. 12.), 樞密顧問
官(1888. 4.), 樞密院議長(1889. 12.)을 지냈다. 제1차 山縣内閣에서는 臨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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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大臣(1890. 12.), 제1차 松方内閣에서는 文部大臣(1891. 6.)을 맡았다.
그 전후에 宮中顧問官(1891. 2.), 樞密院議長(1892. 8.)에 임명되었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오키 관계문서는 1951ㆍ1970ㆍ1971년 세 차례에
걸쳐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교육과 사법관계 자료, 의견서, 西南戰
爭 자료, 서한 등 총 5,014점이다. 서한은 大木喬任 수신서한(발신자 530여
명)외에 大木喬任 발신서한(초고 등) 80통, 제삼자간 서한 60통 등이다. 막
부말 사가현 지사의 동향, 메이지 초기의 도쿄시정, 메이지 전기의 사법행
정, 지방장관 관계를 보여주는 유익한 것이 많다. 또한 사가현 출신자가 보
낸 서한 가운데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히젠(肥前)파의 구조와 내부사정
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한편 메이지대학 형사박물관에는 460점의 오키 관련 문서가 있어 明治
大學刑事博物館目錄 2ㆍ4(1952~1953)에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그 밖의
소수의 문서에 대해서는 舊華族家史料所在調査報告書 本編1(學習院大學
史料館, 1993)이 참고가 된다. 전기로는 島內嘉市, 年譜考 大木喬任(アピ
アランス工房, 2002)이 간행되었다. 헌정자료실 소장 오키서한을 상당히 번
역하여 게재하였고 일기도 인용하고 있으며 참고문헌도 충실해 유익하다.
佐佐木隆의 ｢｢大木喬任關係文書｣ 所收司法ㆍ檢察關係者書翰飜刻｣(參考書誌
硏究 66, 國立國會圖書館, 2007. 3)에서는 尾崎忠治, 鎌田影弼, 岸良兼養,
高木秀臣, 玉之世履, 西潟訥, 三好退蔵, 牟田口通照, 渡邊驥의 발신서한 116
통이 활자화되어 있다. 오키를 다룬 연구로는 杉谷昭, ｢明治敎育體制 の成
立と大木喬任｣(日本歷史 251, 1969)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朝鮮論｣(杉村濬, 1893년)과 임오군란 관련, 조약개
정 관련 서류 100건이 수집되어 있다. 임오군란 관련 서류는 군함 파견, 官
船 구입, 청국과의 외교문서, 조선주재 외교관으로부터의 전문 등 9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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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약개정 관련 서류 9건은 의견서, 건의서, 조선문제에 관한 러일교섭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1)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關係文書
오야마 이와오(1842~1916)는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으로 육군, 정치가
이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사촌동생이며 급진적인 존왕양이운동
에 투신하여 1862년 데라다야(寺田屋)사건에 연좌되어 근신처분을 받았
다. 1863년 살영(薩英)전쟁에 참전. 보신(戊辰)전쟁에 참가한 뒤 1870년
군사시찰을 위해 유럽에 파견(1870. 8.~71. 3.), 보불전쟁에서는 프러시아
군을 종군해 전황을 목격했다. 1871년 3월 귀국 후 兵部權大丞, 陸軍大佐
(1871. 7.), 陸軍少將(1871. 8.)으로 승진했다.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

스, 스위스 유학(1871. 11.~1874. 10.), 군정(軍政) 및 포술을 연구했다. 귀
국 후 육군성 제1국장(1875. 11.~1878. 12.), 육군소보를 겸하며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도와 육군을 건설했다. 1877년 2월 西南戰爭이 발
발하자 별동 제1여단 사령장관으로 출정, 熊本城 농성 때 포병지휘관으로
사촌형 사이고와 싸웠다. 이듬해 陸軍中將(1878. 11.)으로 승진, 參謀本部
次長(1878. 12.)을 겸임했다. 이후 현직 군인이면서 大警視(1879. 10.), 陸
軍卿(1880. 2.), 參議(1881. 11.), 參謀本部長(1882. 9.)을 겸임했다. 제1차
伊藤内閣에서 陸軍大臣(1885. 12.), 이후 제2차 松方内閣 發足時까지 재직
(~1896. 9.), 海軍大臣(1886. 7.~1887. 7.)을 겸했다. 陸軍大將(1891. 5.),

樞密顧問官(1891. 5.),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제2군사령관(1894. 9.)으로 출
정, 1898년 최초로 元帥의 칭호를 받았다(1898. 1.). 이후 東宮御補導(1898.
2.), 參謀總長(1899. 5.)을 맡았고, 러일전쟁 시기 滿洲軍總司令官(1904.
5.), 參謀總長(1905. 12.)으로 작전을 지도했다. 이후 公爵(1907. 9.), 内大

臣(1914. 4.)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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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마 이와오 관계문서는 1972년 1월 가족이 헌정자료실에 기탁하여
공개되고 있다(1,564점). 주요 내용은 육군 관계자 서한, 西南戰爭ㆍ청일전
쟁 관계서류 외에, 일기(1870~1916년), 사령류가 많이 남아 있다. 또 서남
전쟁ㆍ청일전쟁ㆍ러일전쟁의 錦絵와 사진도 정리되어 있다. 메이지유신 이
전의 기록은 오야마가 유럽여행 중에 분실하였다고 한다. 문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목록에 64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한, 일기, 노트
류, 자서전 및 사본, 1889년에서 1892년까지의 정계통신 사본, 1890년부터
1895년까지의 의회관계 문서, 勅語類, 賜暇願, 辭令類, 爵記, 勳記, 서남전쟁ㆍ

청일전쟁ㆍ러일전쟁 관계문서, 육군경 시대, 유럽파견 시대, 육군대신 시대,
참모총장 시대의 문서, 서화, 사진 등으로 되어 있다.
서한은 황실관계 서한, 1872년부터 1875년에 걸친 유럽유학 서한, 1876
년부터 1882년까지의 서한, 1884~85년 유럽시찰 서한, 중요서한(6통), 육
해군관계서한, 家庭관계서한(29통) 등이 있고 가장 양이 많은 것은 육해군
관계서한으로 川上操六(11통), 山縣有朋(11통), 寺內正毅(10통), 桂太郞(9
통) 등이다. 일기는 1870년 8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가장 오래된 제1회 渡歐
일기부터 1916년의 일기까지 모두 34책이 남아 있다. 기재의 빈도는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다. 헌정자료실의 三條實美, 桂太郞, 陸奧宗光 등 諸家 문서에
는 오야마의 발신서한이 다수 남아 있다. 공간된 伊藤博文關係文書 1(塙
書房, 1973), 山縣有朋關係文書 1(山川出版社, 2005)에도 오야마의 발신
서한이 실려 있다.
헌정자료실 이외에 정리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오야마 사료로서는 궁
내청 書陵部 소장 자료가 있다. 서릉부에는 다이쇼 및 쇼와시기에 필사된
오야마가 소장 제가서한 256통이 ｢大山公爵家文書｣(3책)로, 1931년 필사된
1876년부터 1906년까지 오야마의 일지가 ｢大山巌日誌｣(2책)로 소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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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밖에도 가나가와(神奈川) 현립공문서관과 도쿄(東京) 도립중앙도
서관, 가고시마현(鹿兒島縣) 黎明館 등에 오야마 서한이 일부 소장되어 있
다.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에 소장된 오야마
에 관한 사료의 일부는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웹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오야마의 대표적인 전기로는 元帥公爵大山巌 全2巻(大山元帥傳刊行會
編, 1935)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6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기의 서류, 일기, 지도 등 6개
의 사료철에 137건의 사료가 수집되어 있다. ① 청일전쟁 관계 문서는 동학
군의 상황, 출병 관련, 명성황후 시해사건, 오이시(大石)공사에게 보내는 電
訓案, 인천군함 동정 등 9건이 있다. ② 일기는 1894년 9월부터 1895년 7월
까지 청일전쟁 시기, 1904~1905년 러일전쟁 시기, 1914ㆍ1916년 오야마의
일기이다. ③ 청일전쟁 관계 공문서는 조선출병의견서, 조선수비대 일람,
민비사건보고, 민비사건조서 등 4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러일전쟁 이후
1912년까지 공문서는 한국주차군사령관보고 및 보고요지 67건이다. ⑤ 유

럽출장 시기 자료로는 朝鮮國細見全圖(1873) 1건이 있다. ⑥ 청일전쟁[書
畫]는 조선전도 및 서울, 부산, 원산 지도 등 8건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22)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郞) 關係文書
오쓰카 쓰네사부로(1880~1926)는 도치기(栃木)縣 출신으로 一高, 東京帝
國大學을 거쳐 1905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내무성에 입성한다. 1906년
10월 沖繩縣警視 겸 沖繩縣屬으로 근무하다가 1908년 통감부 서기관ㆍ韓國

內部 서기관으로 한국에 부임하여 약 17년간 근무한다. 1910년 10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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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서기관에 임명되어 그 후 총독부참사관, 중추원사무관을 거쳐 1919
년 9월부터 1925년 6월까지 총독부 내무국장을 역임한다. 그 사이 19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유럽출장을 떠난다. 이처럼 오쓰카는 통감부 초기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총독부관료로 조선총독부참

사관과 내무국장을 오래 역임하여 총독부법제와 내무행정에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했다. 3ㆍ1운동 이후 총독부수뇌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장
으로 승진하여 ｢生え抜き官僚｣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 오쓰카에 대해서
는 같은 총독부관료였던 아오키 가이조(青木戒三, 조선총독부 서무부장),
다나카 우조(田中卯三, 식산국 상공과장), 이쿠타 기요사부로(生田淸三郎,
조선총독부 외사과장) 등도 한수 위로 생각하고 있고, 총독부 시보들로부터
‘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래의 총독부관료 안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

지고 있었다. 또 우사키 가쓰오(宇佐美勝夫, 내무부장관)를 비롯하여 1919
년 8월 조선총독부 관제개편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내무성 출신 관료들은
오쓰카에게 새로 부임한 내무성 관료와 기존의 총독부관료 사이를 조정하
는 역할을 기대했다.
헌정자료실 大塚常三郞 관계문서에는 조선민사관계자료, 유럽출장 시절
의 일기(1921. 5.~9., 1922. 2.~3.), 齋藤實 朝鮮總督視察時寫眞 40장, 사위
인 戶塚武比古가 저술한 ｢大塚常三郎小傳｣(약력), 古庄逸夫日韓關係の回
顧と展望 등이 있다. 서한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10통), 아리요시
쥬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3통), 이쿠타 기요사부로 내무국장(2통), 고다
마 히데오(兒玉秀雄) 전 총무국장(4통), 고우치야마 라쿠조(河内山樂三)
재무국장(3통),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체신국장관(1통),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郎) 전 학무국장(14통),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정무
총감(1통), 宇佐美勝美 전 내무부장관(13통) 등 약 100명으로부터 수신한
180여 통이 있다. 이 중에서 전ㆍ현직 총독부관료가 보낸 서한은 조선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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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내부사정, 3ㆍ1운동 대응책, 민족운동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오쓰카 문서(서한)를 사용한 연구로는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
想(吉川弘文館, 2013)이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梶田明宏 ｢大塚常三郎｣(近
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2巻, 吉川弘文館, 2005) 등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34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오쓰카 문서의 대부분을 수집했다. 주요서한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2년 10월 18일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서한(문서번호 31-4)
朝鮮ノ憐事ヲ案スルニ頗フル多難ト被察候. 其際ニ臨ミ往時ヲ知リ而モ現代の新
文明ヲ見聞シ來シ候大兄ノ手腕ニ待ツモノ愈々多キヲ加フルモノアリト被考候.
殊ニ一時所謂舊分子ヲ排斥セリトンタル傾向ハ今ヤ一變シ新舊相親マシトスルノ
趨勢ヲ來タル昨今ニ於テハ大兄ノ學識ト經験ヲ待ツコト益々切ナルモノアルハ寧
ロ當然ト存候.
▸1919년 4월 16일자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郞) 서한(문서번호 45)
當地事件モ兵力增派ト共ニ地方一帯一旦ハ鎭定ニ帰シ可申候サテ其後ノ處置ト
シテ民心ヲ安定緩和シヨリヲ戻シ平時之行政服セシムルコト最難事ト奉存候. 此
ニ付テハ大體ナリトモ向後ノ對鮮人統治政策確定シ異臭ヲカカセサレハ說諭慰
撫の手段も困難歟と申上候第三者想像罷在大磯ノ老先生ニ宜敷御傳言被下度
願上候
▸1919년 8월 24일자 오바라 신조(小原新三) 서한(문서번호 50)
此度ハ内務局長ヘ御榮轉被遊最多事の秋特に御重任御榮譽は勿論の事に御座
候得共恐らくは意見を推して適任者の第一人者と為すは何人と雖異議なき所に
可有之候尙又新幹部諸氏ト舊來在任者トノ間ニ處シテ諸般ノ調節按上ニモ直接
間接ノ効果少カラサさる御事ト奉存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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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2일 세키야 테이사부로(關屋貞三郎) 서한(문서번호 67-7)
此度ノ騒擾ハ深憂ニ不堪未ダ見當ハつかす此當分講和會議ニテ終了之見込に候
も(小生は其意見なり)尙此上ニ悲觀する事も有之候前着の通りとするも其迄の
間ニ死傷者を多からしめ所謂殺戮的ニ相成候將而來起ゆべからさる溝渠を生す
べしと存候京城内ハ二十八日以來兵力を增して警戒せる為め寧静穩にても地方
は南北とも長しく漸次悪化し最初より鎌棒等を携へて暴擧を事とするもの日々
幾十ヶ處に上り候尙京城内は印刷物(謄寫版)悉くして一々其場處を知るを得す
殊に陰謀本部ともいふへきもの散見被致候鮮人なと屬官殊に巡査補憲兵補助員
等の働きは殆見るべきものなく京城内に於ては全麻痺し居れりといふも不可なく
檢擧の効擧らさる候故に御座候(중략)勿論小生共の微力不才も大に責あるに相
違なくも一般の雰圍氣行き詰まる有様なりしか早然此際援々出會して策の出つ
るなきは遺憾至極此際は是非官僚式を打破して衆智を集め鎭撫を計り直に將來
施政改善に拘わり度起見候.

(23) 와타나베 치후유(渡邊千冬) 關係文書
와타나베 치후유(1876~1940)는 나가노(長野) 출신으로 귀족원의원, 사
법대신을 역임한 관료이다. 와타나베 치아키(渡辺千秋)의 3남으로 태어나
1895년 叔父 구니타케(國武)의 養嗣子가 되었다. 1900년 東京帝國大學 법

과 졸업, 日本製鋼所, 北海道炭鑛汽船, 日佛銀行取締役에 취임, 나가사키
(長崎)에서 衆議院議員에 당선(1908. 5.), 1919년 5월 子爵 작위를 襲爵,
1920년 8월 貴族院 子爵議員에 당선되어 연구회에 소속되었다. 연구회 간

부의 전제적 경향에 반대하여 ‘革正運動’을 일으켜 연구회의 실력자가 되었
다. 浜口内閣, 제2차 若槻内閣의 司法大臣(1929. 7.~1931. 12.), 말년에는
樞密顧問官(1939. 8.)을 역임했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와타나베 치후유 관계문서는 1984년과 1992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서류 및 서한 727점이 소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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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가운데 서한은 분량이 많지 않으나 메이지 시기부터 쇼와 시기에
걸쳐 渡邊千冬가 받은 서한 56통이다. 서류는 1929년부터 1931년에 걸친
사법대신 시절 司法省의 예산, 조직, 刑務, 일본공산당 등에 관한 司法省 關
係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에 정우회 입당 서류, 樞密院, 衆議院議
員選擧法改正, 俸給例改正, 1933년의 學習院 ‘赤化’事件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는 없고 政治家群像(中外商業新報 編輯局 편, 千倉書
房, 1932) 등에 짧은 평전이 실려 있는 정도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총독부 관제개정에 관한 추밀원 서류 등 3건이
수집되어 있다.

(24) 쓰즈키 케이로쿠(都筑馨六) 關係文書
쓰즈키 케이로쿠(1861~1923, 群馬 출생)는 明治時代 일본의 국가원로
중 하나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사위이자, 당시 국가원로들로부터
고르게 인정받은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이자 정치인이다. 1881년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文部省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하여 정치학과 영어ㆍ독
어ㆍ프랑스어의 3개 국어를 습득했다. 1886년 귀국과 동시에 외무성 참사
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이노우에로부터 능력
을 인정받아 곧바로 외무대신 비서관이 되었으나, 불평등조약의 개정 실패
로 이노우에가 사임하자 쓰즈키도 비서관을 사임하고 그의 후원으로 프랑
스로 유학하였다. 이때 쓰즈키는 유럽을 시찰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
有朋)의 신임을 얻어 귀국 후 야마가타 내각수상의 비서관이 되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내각에서 法典調査會委員, 内務省 토목국장을
역임하였고, 1896년 야마가타가 특명전권대사로 러시아에 파견되자,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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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이 되어 야마가타－로마노프 협정 체결을 보좌했다. 그와 같은 성과를
통해 그 후 문부차관, 외무차관 등 일본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문
관료로서의 그의 명성을 높여 1899년 貴族院 의원이 되었다. 이후 이토의
신임 아래 樞密院 서기관장이 되었고, 1905년 특파대사 이토와 함께 한국에
와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乙巳條約(1905)의 체결에 이토를 보좌했다.
1907년 第2回 萬國平和會議(1907)의 일본전권위원으로 파견되어 일본의

의견을 대표하는 한편, 한국의 헤이그밀사의 회의 참석 저지를 지휘했다.
이때의 공로로 男爵의 작위를 받았고, 이후 추밀원고문관을 역임했다. 당시
대표적인 3인의 국가원로의 신임과 함께 스스로 실력을 겸비한 쓰즈키는
전문적인 관료 자체가 국가운영의 핵심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超
然主義 관료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68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1,500여건의 자료를 都筑
馨六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 서류, 저작, 전기사
료로 구분된다. 서간은 岳父 이노우에를 비롯한 이토, 야마가타 등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 및 관료로부터 받은 편지와 엽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우편물 등이다. 서류는 그의 내무관료 시기 관여했던 제국헌법에 대한 의견
서, 지방제도, 토목관계 문건이 많고, 외무관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ㆍ
한국에 관계된 공문류, 만국평화회의ㆍ파리평화회의ㆍ워싱턴회의 등 조약
및 국제회의 기록과 야마가타－로마노프 협정 관련 자료 등이 있다. 그의
저작과 관련해서는 이토와 야마가타의 외국방문 수행일기, 회견기 및 大正
시대에 작성한 일기도 포함되어 있다. 都筑馨六關係文書는 그가 일본정
부의 요직을 두루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원로들과의 관계가 깊
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에 헌정자료실에서는 자료의 활용을
돕기 위해 이미 都筑馨六關係文書目錄(國立國會圖書館編刊, 1979)을 공
간하였고, 현재는 이 목록을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都筑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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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關係文書의 모든 자료는 2003년부터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都筑馨六關係文書를 이용한 연구로는 반노 쥰지(坂野潤治)의 明治憲
法體制の確立(東京大學出版會, 1971)이 대표적이다. 반노는 이 연구에서
“초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후 연구자들에게 초연주의 관료의 전형

적인 인물이 쓰즈키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쓰지키의 서간을 주로
이용한 연구로는 이토 유키오(伊藤之雄)의 大正デモクラシーと政黨政治
(山川出版社, 1987)가 참고된다. 傳記로는 그의 사후 얼마 되지 않아 馨光

會에서 편찬 공간한 都筑馨六傳(馨光會, 1926：ゆまに書房 復刻, 2002)
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都筑馨六關係文書 가운데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이
토와 러시아 주요 인물들과의 회견기 4건, 야마가타－로마노프 협정 관련 자
료 6건, 을사조약 관련 자료 80건 등 모두 90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25) 스즈키 칸타로(鈴木貫太郎) 關係文書
스즈키 간타로(1867~1948)는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났다. 1887년 해군
병학교를 제14기로 졸업하고 청일전쟁에 종군했다. 1898년에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군령부 제1국원, 해군대학교 교관을 거쳐 1913년 5월 舞鶴水雷隊
司令官에 취임했다. 1913년 12월 해군성 본성으로 돌아와 인사국장, 군무국
장, 해군차관을 역임한 후에 1918년 2월에 해군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이
후 1920년대 12월에 第2艦隊 司令長官에 취임한 후에, 第3艦隊 司令長官,
呉鎭守府 司令長官, 第1艦隊 司令長官 겸 連合艦隊 司令長官 등 함대사령
관을 역임했다. 1924년 12월 한직인 군사참의관을 거친 후에 1925년 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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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 다시 영전하여 1929년 예비역에 편입될 때까지 근무했다. 예비역 편
입 후에는 천황의 최측근인 시종장을 역임했는데, 1936년의 2ㆍ26사건 때
반란군에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동 11월에 사임하였다. 그 사이에 추밀
고문관을 겸임하면서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는 추밀원 부의
장, 1944년에는 추밀원 의장에 취임하고, 1945년 4월, 고이소내각에 뒤이어
내각을 조직하여 태평양전쟁의 종결을 도모하였다. 전후 다시 추밀원의장
을 맡았다. 참고로 전후 日韓親和會 회장을 맡으면서 재일한국인문제에 깊
이 관여했던 스즈키 하지메(鈴木一)는 그의 장남이다. 헌정자료실에 소장
되어 있는 스즈키의 사료는 전후 추밀원의장을 역임했던 시기에 생성된 헌
법개정관계, 각 관제에 관한 건이 태반을 차지한다.
참고로 鈴木貫太郎關係文書目錄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에 대해서는 梶田明宏, ｢鈴木貫太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
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존재한다. 전기자료로는 鈴木貫太
郎自傳(桜菊會出版部)이 1973년 출판되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이왕직을 폐지하고 이왕가 및 공가에 궁내직
원을 분속시키는 건”(문서번호 177)은 추밀원의장 시기(1946년 1월 12일)
에 작성된 것이다.

(26) 스즈키 사부로(鈴木三郎) 關係文書
스즈키 사부로는 1876년 치바(千葉)에서 태어났다. 해군대장 스즈키 간
타로(鈴木貫太郎)와 육군대장 스즈키 다카오(鈴木孝雄)의 동생이다. 1901년
東京帝國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1901년 臺灣總督府에 들어갔다. 1904년
11월에 그만두고 같은 해 12월에 海軍小主計ㆍ佐世保鎭守府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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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2월에 예비역으로 편입했다가 같은 해 臺灣總督府 민정부 통신국

서무과장에 부임했다. 이후 관방 문서과장, 총독비서관, 참사관, 식산국 임
무과장 및 영림국장 등 臺灣總督府의 요직을 역임한 후에 1917년 9월부터
관동도독부 민정부 지방과장에 부임했다. 이후 외사과장을 마지막으로 관
직생활을 마쳤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스즈키 문서에는 대만총독부관계 서류가 많
다. 和尙州 등의 시찰보고, 예산ㆍ세계관계, 산업조사서류, 임야행정관계,
치수관계, 대만총독부연구소관계 등 내용은 다양하고 각국의 식민지행정에
관한 해외조사와 보고도 눈에 띤다. 총독관방 문서과장 겸 총독비서관 시절
의 公信類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그 외 관동도독부관계문서(예산관계, 관
동도독부 박물관 관계) 등이 있다. 스즈키 사부로는 조선과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인물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대만ㆍ조선총독부령 비교표｣(문서번호 126)을
수집했다. 식민지관청이 내무성 소관이 되었던 시기(야마모토내각 혹은 오
쿠마내각)에 작성된 동 문서는 대만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관제를 비교한
것이다.

(27) 스즈키 다카오(鈴木隆夫) 關係文書
스즈키 다카오(1904~1980)는 미야기(宮城) 출신으로 중의원 사무총장
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다. 東北帝國大學 法文學部를 졸업(1931)한 뒤
국회에 들어가 衆議院 書記官(1937. 6.), 衆議院 事務局 委員部長(1947. 5.),
事務次長(1953. 3.), 事務總長(1955. 11.), 國立國會圖書館長(1961. 4.~1965.
4.)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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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다카오 관계문서는 1990년과 1992년 기증받아 헌정자료실에는
중의원 사무국 관계자료, 국회도서관 관계자료 1,162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군은 전전부터 전후에 걸쳐 약 30년 동안 중의원 사무국 관계문서
가 중심이다.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집무자료와 자필원고류로 구성되어 있
다. 중의원 사무국 관계로는 戰前期 중의원 만주위문의원단 관계 및 제81
회, 83회 제국의회 관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戰後의 것으로는 헌법제정,
국회법개정, 헙법조사회(자유당, 개진당), 의사운영 및 제34국회(안보국회)
의 관계자료 등이 있다. 또한 집무일기로는 위원부장, 사무차장을 역임한
1947년부터 1955년에 걸친 ｢국회일지｣가 있다. 특히 1960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기록된 ｢총장소감일기｣에는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문제를 둘러싼 국
회의 긴박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사무총장 퇴임 후 국립국회도서관장 시
대의 것으로서는 저작권, 미정리자료, 로마자문제, 납본제도 등에 관한 자료
가 남아 있다. 한편 자필원고류는 전쟁 이전의 의원법연구, 의회에 있어서
법률문제의 연구노트 등을 비롯해 전후의 의회제도 개혁, 국회법 관계, 국회
운영에 관한 논문집 등이 중심이다. 저작으로서는 사무차장 재직 시 國會運
營の理論(聯合出版社, 1953)을 간행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宇垣總督談話摘錄｣(1933. 5.) 서류 1점이 수집되어
있다.

(28)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關係文書
마키노 노부아키(1861~1949, 鹿兒島 출생, 伯爵)는 明治維新의 3걸 중
하나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차남으로 明治ㆍ大正ㆍ昭和의 일
본 근대 전기간에 걸쳐 주요 관직을 역임한 관료정치인이다. 그는 實父 오

6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쿠보와 함께 1871년 岩倉使節團의 일원으로 미국에 가서 임무 수행 후 유
학생활을 했다. 귀국 후엔 도쿄대학교의 전신인 開城學校에서 잠시 수학하
였고, 1879년 외무성의 御用掛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영국 주재 일
본공사관의 書記生, 太政官 權少書記官, 天津條約(1885) 체결시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 전권대신의 수행원, 法制局參事官, 구로다 다카유키(黑田
淸隆) 내각에서 總理大臣秘書官, 내각 官報局長, 福井縣 知事, 茨城縣 지사,
문부차관, 이탈리아 주재 특명전권공사, 오스트리아 주재 특명전권공사를
역임했다. 1906년 제1차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에 문부대신으
로 입각하여 일본의 의무교육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주
도했다. 이후 추밀원고문관,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농상공부대신, 제1차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내각에서 외무대신, 임시외교조사위원회 위
원을 역임하고,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는 차석대사로 사이온지 전권대사
를 보좌했다. 1921년 宮內大臣이 되면서 황실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1925년 內大臣으로 자리를 옮겨 국제협조주의와 입헌정치 옹호의 입장에서

히로히토(裕仁) 天皇을 親王 시절부터 보필했다. 히로히토가 천황으로 즉위
한 후부터는 이른바 重臣 그룹의 1명으로 인정받아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2ㆍ26사건(1936년) 때는 급진 청년장교들로부터 친영미파ㆍ자유주
의를 대표하는 ‘천황 측근의 간신’으로 지목되어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
다. 이에 마키노는 昭和 시대의 대표적인 황실파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헌정자료실은 1951년 구입한 자료 2,303건과, 1951년과 2004년에 유족
으로부터 양도 및 기증받은 2,283건의 자료 모두 4,586건의 자료를 牧野伸
顯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
간은 대부분 헌정자료실이 1951년 구입한 자료이며, 마키노의 오랜 관직생
활로 인해 일본 정계의 주요 인물로부터 수신된 편지가 망라되어 있다. 발
신자별로는 그의 친형인 오쿠보 도시타케(大久保利武)의 서간이 85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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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고, 사위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서간 및 마쓰카다 마사요시(松
方正義)ㆍ아키쓰기 사쓰오(秋月左都夫)ㆍ사이온지 등의 서간이 다수이다.
그리고 이 서간들에 대해서는 牧野伸顯關係文書目錄 1 書翰の部(國立國
會圖書館編刊, 1983)으로 목록집이 공간되었다. 서류는 유족으로부터 양도
및 기증받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궁중에 대한 자료, 교육
행정 및 농상무성 관련 자료,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관련 외교자료, 추
밀원 관련 자료, 그 외 實父인 오쿠보의 서간과 의견서와 1921년부터~1938
년까지 작성된 마키노의 일기 등이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
해 牧野伸顯關係文書(書類의 部)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
류 부분의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 가능하다.
牧野伸顯關係文書를 활용한 저작으로는 마키노가 궁내대신에 취임하
기 전까지 자신의 활동을 술회한 回顧錄 1~3(文藝春秋社, 1948~1949)이
공간되어 있고, 그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이토 타카시(伊藤隆)와 히로세 요
시히로(廣瀬順晧)가 편찬한 牧野伸顯日記(中央公論社, 1990)가 있다. 특
히 이 일기의 내용은 大正 말기에서 昭和 초기의 천황 및 천황 주변의 움직임
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관련연구로는 이코 토시야(伊香俊哉)의 ｢昭和
天皇ㆍ宮中グル－プの田中内閣倒閣運動－｢牧野伸顯日記｣を中心に｣(歴史
評論 496호, 1991)와 마쓰다 요시후미(松田好史)의 ｢内大臣の側近化と牧
野伸顯｣(日本歴史 743호, 2010)이 당시 황실 내부의 구도 및 황실과 내
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마키노의 인물론에 대해서는
그의 사망 직후 외손자인 요시다 겐이치(吉田健一)가 서술한 ｢牧野伸顯－
ある自由主義者の足跡｣(改造文藝 1-6호, 1949)이 참고된다.
【수집 자료】(사료철 15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일본천황 폭살혐의로 광복 때까지 일본 감옥에 수감
되었던 朴烈에 관련된 이른바 ‘대역사건’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류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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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조약, 갑신정변, 청일전쟁, 거제도 할양 문제, 한국병합 조선통치 등 조
선문제와 관련하여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모토노 이치로(本野一
郞),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崔麟 등으로부터 수신한 서간 21건 등 모두
75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29) 메가다(目賀田)家文書(메가다 다네타로, 目賀田種太郎)
메가다 다테타로(1853~1926, 江戶 출생)는 일본의 법률가이자 재무관료
이며, 러일전쟁(1904)기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이 되어 화폐개혁을 추진한
인물로 한국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그는 1870년 제1회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하버드대학교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1874년 문부성에
출사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국유학생감독, 横浜米國領事裁判所
代言人(현재의 변호사), 사법성 부속 官選代言人, 判事 등을 역임했다. 이후
1883년 大蔵省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재무관료의 길을 걸었다. 대장성에

서 大蔵少書記官, 主稅局 감사과장, 横浜稅關長, 主稅局長을 역임했고, 1904
년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이해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정부의 재정고문
이 되어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재정과 금융을 장악하고 화폐개혁(1905)
의 실시를 주도하였다. 이 결과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
되었다. 통감부 설치 후에는 재정감사장관을 역임하였다. 그 후 일본으로
귀국하여 특파재정경제위원장, 추밀원 고문관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 그는
교육분야에서도 專修學校(현재의 專修大學)와 東京音樂學校(현재의 東京
藝術大學)의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다.
헌정자료실은 1970년 대장성 財政史室에서 보관되고 있던 目賀田家文
書 14冊을 마이크로필름 8권으로 복사하여, 이를 目賀田家文書로 소
장, 공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류이다. 이 자료에는 1870년대에서 1890년
대까지 대장성의 재무자료, 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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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문 시기의 관련자료, 제1차 세계대전시 특파위원 관계자료 등이 혼
재되어 있다. 1900년대 중반까지 대장성의 조사ㆍ입안 관련 자료 안에는
세무자료, 그 중에서도 지조조례 개정에 관한 자료가 많고, 영업세에 대한
조사, 담배 전매에 대한 조사, 조야개정과 관세, 세관에 관한 자료가 포함
되어 있다. 한국 재정고문 관련자료에는 재정고문 취임의 배경, 한국의 재
정정책에 관한 사항, 한국의 철도문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이 자료에는 메가다가 귀국 후 한국의 재정고문 및 재정감사장관으로
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일본정부에 제출한 韓國復命書(1907)의 인쇄본이
포함되어 있다.
目賀田家文書의 활용에 대해서는 近代史懇談會에서 등사판으로 정리한
目賀田家文書目錄(1954)이 있고, 國立公文書館 디지털아카이브에 위 목
록 및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할 수 있다. 관련연구로는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의 韓國財政の整理改
革(友邦協會, 1966)이 있는데, 이는 한국 재정고문으로서 메가다의 활동을
그의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전기로는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가 편찬한 男爵目賀田種太郎(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1938)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目賀田家文書 14책 중 10책과 13책의 자료를 중
심으로 한국의 재정조사에 관한 자료 48건, 한국의 행정 및 통감부 설치에
관한 자료 52건, 한국의 화폐 조사 및 화폐개혁에 관한 자료 10건 등 모두
110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이중 10책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의 기반 조성을 위한 건의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자료로 구성
되어 있다. 영구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한국의 수도를 산지로 둘러싸인 당
시의 漢城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교역이 편리한 다른 지역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면서 당시의 한국정세ㆍ관제ㆍ황실재정ㆍ조폐국ㆍ인쇄국ㆍ화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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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은행ㆍ세무ㆍ관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현상 분석과 이후의 큰 틀에
서의 개편방향을 건의한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문서는 ｢韓國遷都
ニ關スル建議｣, ｢租稅, 官制, 貨幣, 專賣, 印刷局等ニ關スル件｣, ｢韓國帝室
費ニ關スル件｣ 등이다. 13책에는 한국의 화폐정리와 관련하여 일본 大藏省
의 理財局長이 한국의 청동화 주조의 실가를 조사하여 보고한 ｢韓國靑銅貨
鑄造實價調査｣ 등이 포함되어 있다.

(30) 오자키 사부로(尾崎三良) 關係文書
오자키 사부로(1842~1918)는 교토(京都) 출신의 근대 일본의 관료이자
정치가이다.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측근으로 존왕양이운동에 투신.
1868년 3월부터 1873년 10월까지 산조의 아들 히로야스(公恭)를 수행해 영

국 유학. 귀국 후 左院 制度取調局御用掛(1873. 11.), 좌원 議官ㆍ職制章程取
調(1874. 2.), 建白書取扱規則改正掛(1874. 4.), 外務省出仕(1874. 6.), 兼内
務省出仕ㆍ准刻局長(1875. 7.), 2등법제관(1875. 9.), 兼圖書權頭(1875. 10.),
1등법제관(1876. 7.), 대서기관(1877. 1.), 法制局主事(1878. 10.)를 역임했

다. 1880년 3월 외무1등서기관으로서 러시아공사관에 근무했으며 귀국 후
太政官大書記官ㆍ사법부(1881. 9.), 參事官議官ㆍ내무부(1881. 11.), 원로원
의관(1885. 12.), 法制局第1部 部長(1890. 7.), 귀족원의원(1890. 9.~1918.
10.), 법제국장관(1891. 6.), 궁중고문관(1895. 7.)을 역임했다. 男爵 작위를

수여받고(1896. 6.), 京釜鐵道常務 取締役(1901. 6.~1903. 12.)을 맡았다.
오자키 관계문서는 1984년 11월 손자 하루모리(春盛)가 일기를 제외한
서한, 의견서 등 관계문서 892점을 헌정자료실에 기탁하였고 2008년 3월
기증하였다. 일기는 별도로 1991년부터 4년에 걸쳐 尾崎三良日記(전3권)
로 출판되었다. 이 관계문서에는 자서전의 초고 및 의견서, 보고서 사본 등
서류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한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기는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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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서한 가운데는 오자키의 구주(舊主)이며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편지를 비롯해 岩倉具視,
木戶孝允, 伊藤博文, 松方正義 등 정부지도자들과 친구였던 법제관료 井上
毅의 편지(160여 통)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오자키의 발신서한은 헌정자
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 문서 가운데 三條實美(8통), 大三輪長兵衛(7통),
松方正義(5통)을 비롯해 다수의 서한이 있다. 이토에게 보낸 서한은 伊藤
博文關係文書 3(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 塙書房, 1980)에 2통이 있다. 現
代日本記錄全集 3(筑摩書房, 1970)에는 ｢征韓論 岩倉全權大使歐米巡遊に
ついて｣가 실려 있다. 만년에 자서전을 집필하여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다
(尾崎三良日記 全3冊, 伊藤隆ㆍ尾崎春盛編, 中央公論社, 1991~1992).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한국 관련(李夏榮) 서한 1통과 서류(경부철도주식
모집 연설, 閔丙奭 증서) 2점이 수집되어 있다.

(31) 가시와바라 효타로(柏原兵太郞) 關係文書
가시와바라 효타로는 1896년 도야마(富山)에서 태어났다. 1924년 東京
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철도성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철도사무
관, 운수국 여객과, 名古屋鐵道局 運輸課配車掛長, 大阪鐵道局 運輸課貨物
掛長, 大阪鐵道局 運輸部 貨物課長, 鐵道省 監督局監理課. 鐵道調査部書記
官ㆍ第1課 등 철도성의 지방과 중앙 부서를 전전한다. 1937년 12월에 關東
軍司令部ㆍ事務嘱託에 임명되고 이후 운수국 배차과장을 거쳐 1940년 10
월부터 기획원 서기관을 겸무하고 1941년 5월에 기획부 제2부장에 취임한
다. 運輸通信省 自動車局長을 마지막으로 관직생활을 마친다. 1944년 9월
부터는 대일본산업보국회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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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 가시와바라의 자료는 2,653점(마이크로필름 75권)으로, 유족
에 의해 헌정자료실에 기탁되었다. 사료의 태반은 기획원 제2부장시대(1941년
5월~1943년 10월)의 직무상의 서류로 생산력확충, 남방개발, 물자동원계

획, 군수산업, 물자수송, 대동아건설심의회 등에 관한 것으로 전시경제와
기획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사료다. 이 외 중일전쟁 초기에 화북에
출장했을 때의 화북 철도관계의 자료, 1940년까지의 철도성시대, 1943년
10월부터 1944년 9월까지의 운수통신성시대의 운수정책관계 사료, 1944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의 산업보국회 이사장 시대의 기관지용 논문의 초

고, 전후 식량유통업에 관계한 시기의 사료 등이 있다.
관계문서의 일부는 原朗ㆍ山崎志郎編, 開戰期物資動員計劃資料 전 12권
(現代資料出版), 後期物資動員計劃資料 전 8권(現代資料出版)에 수록되

어 있다. 문서의 목록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가시와바라 문
서는 기탁문서이므로 열람을 가능하나 유족의 허가를 받아야만 복사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古川隆久, ｢柏原兵太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
辭典, 吉川弘文館, 2004)；古川隆久, ｢柏原兵太郎と武部六蔵の史料｣(日本
歴史 599, 1998. 4.) 등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는 철도기수 森澤德太郎, ｢北鮮三要港視察報告｣(문서번
호 119-1), ｢北鮮航路は付帯事務として國有鐵道の經營妥當なり｣(문서번호
119-2), 森澤德太郎가 1932년 8월 5일 작성한 ｢命令航路と鐵道連絡船｣(문

서번호 119-3), ｢北鮮三港之大比較と報告｣(문서번호 119-4), 1940년 10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작성한 ｢淸津港埠頭営業に就いて｣(문서번호 119-5),
1940년 9월 동아경제간담회가 작성한 ｢日滿交通懇談會打合に關する件｣(문서

번호 157-1), 帝國滿俺株式會社鑛石課가 작성한 ｢昭和17年度下期(7月~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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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俺鑛石輸送計劃第一案｣(문서번호 157-2), ｢朝鮮電力國策實施{要綱(案)｣
(문서번호 157-3)｢朝鮮電力事業參考資料 第二部｣(문서번호 157-4), ｢本

邦發電設備利用狀況一覧表｣(문서번호 157-5), ｢メモ(朝鮮電力管理に關し),
断片｣(문서번호 157-6)을 수집했다. 이외에도 ｢朝鮮人造石油會社阿吾地工
場에 관한 자료｣(문서번호 문서, 308-1~15),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1940년
12월 작성한 ｢조선철도지도｣(문서번호 715)를 수집했다.

(32)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 關係文書
소에지마 타네오미(1828~1905)는 사가(佐賀) 출신의 관료이다. 호는 소카
이(蒼海). 메이지유신 후 신정부의 參與(1869. 5.), 參議(1869. 7.~1871. 8.),
外務卿(1871. 11.~1873. 10.)을 역임했다. 1873년 3~7월 特命全權大使로 淸
國에 파견되어 오키나와문제 등 외교협상을 했다. 1873년 10월 參議ㆍ外務
省事務總裁로 임명되었으나 征韓論爭을 통해 하야했다. 1874년 1월 ‘민선
의원설립건백서’ 제출, 愛國公黨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후 宮内省御用掛 겸
1等侍講(1879. 4.), 宮中顧問官(1886. 2.), 樞密顧問官(1888. 4.), 樞密院 副

議長(1891. 9.), 제1차 松方内閣의 内務大臣(1892. 3.), 樞密顧問官(1892. 6.)
을 역임하였다.
헌정자료실의 소에지마 관계문서는 1955년 기탁을 거쳐 1994년 기증한
것으로 건의서 초고, 이력서, 사령, 외교관계 등의 서류가 152점, 소에지마
가 받은 서한 약 60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소에지마 관련 서한은 宮內
廳 書陵部, 가나가와(神奈川)현립 공문서관, 도쿄도립 중앙도서관, 와세다
(早稻田)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일부 존재한다. 東邦協會會報(41ㆍ42ㆍ
44, 1897~1898)에 ｢副島伯經歷偶談｣이, 國際法雜誌(5~6, 1902)에 ｢明治

初年外交實歷談｣이 게재되어 있다. ｢副島大使適淸槪略｣은 1873년 渡淸 담
판기록(明治文化全集 外交篇)이며 만년의 일화를 필록한 副島伯閑話

7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片淵琢 편, 成文堂, 1902)도 있다. 書蹟을 모은 것으로 副島種臣書(二玄

社, 1967)가 있다. 副島種臣全集 全2巻(島善高 編, 2004)의 著述篇1에는
｢蒼海全集｣(副島道正, 1917刊)의 複製가 수록되어 있고 著述篇2에는 ｢副島
蒼海先生講話精神教育｣(國光社, 1901刊), ｢副島先生蒼海閑話｣(硏學會, 1898
刊), ｢副島伯經歴偶談｣이 수록되어 있다. 전기로는 丸山幹治, 副島種臣伯
(大日社, 1936；みすず書房, 1987년 복각), 大橋昭夫, 副島種臣(新人物往

來社, 1990)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873년 전후 조선관계 서류 4점이 수집되어 있다.
그 가운데 ｢朝鮮往復書｣(142쪽), ｢朝鮮交通手續書｣(20쪽)는 1870년 전후
일본정부 또는 쓰시마와 조선정부 사이의 외교교섭 문서이다.

(33)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關係文書
조선총독과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의 장
남으로 1879년 출생했다. 1899년 육군사관학교를, 1909년에는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近衛師團 참모, 오스트리아대사관 무관보좌관, 참모본부원, 近衛
歩兵 제3연대장, 近衛師團 참모장, 보병 제19여단장을 거쳐 1927년 8월부
터 1929년 8월까지 조선군참모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독립수비대 사령관,
제5사단장, 제4사단장, 대만군사령관을 거쳐 1935년 10월에 대장으로 승진
하고 군사참의관을 거쳐 1936년 3월 히로타 내각의 육군대신에 취임했다.
2ㆍ26사건 후 취임한 육군대신으로서 황도파의 추방(숙군)을 주도하고 군

부대신 현역무관제를 부활시키는 등 군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1937년
1월 21일 소위 ‘할복문답’ 후에 의회해산을 요구하고 2일간의 의회 정회 후

히로타 내각을 총사직에 몰아넣었다. 히로타 내각의 총사직 후 우가키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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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宇垣一成)에게 내각조직의 명령이 내려지지만 육군중견장교의 맹렬
한 반대를 배경으로 육군대신을 추천하지 않아 우가키 내각의 유산을 이끌
었다. 이후 교육총감, 北支那方面軍司令官, 남방군총사령관을 거쳐 1943년
6월에 원수가 된다. 남방군총사령관 재임시는 무모한 인팔작전을 묵인하거

나 현지사령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루손섬에서 레이테섬으로 작전전환을 지
시한 결과 많은 희생을 초래하였다. 도죠 내각 붕괴 후 일시적으로 후계수
반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전시사령관(남방군총사령관)인 데라우치는 이
동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조선총독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에게
조각의 대명이 내렸다.
자료는 유족이 헌정자료실에 1964년 기증했는데, 일부 사령류나 안내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수신한 서한이다. 발신자는 150여 명 정도인데, 미
나미 지로(10通)등 군 관계자가 많고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데라우치 히
사이치에 대해서는 森松俊夫, ｢寺内壽一｣(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고, 전기로는 寺内壽一刊行會ㆍ上法快男編,
元帥寺内壽一(芙蓉書房, 1978)가 있다. 전기는 관계자의 기고ㆍ증언ㆍ담
화를 기초로 편집되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박중양이 보낸 서한(1941년 8월 11일자 미나미
조선총독에게 보낸 서한) 등 2건을 수집했다.

(34) 미시마 미치쓰네(三島通庸) 關係文書
미시마 미치쓰네(1835~1888)는 1835년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의 관료이
다. 메이지유신 이후 東京府參事(1872. 5.), 教部大丞(1872. 11.~1875. 12.)
에 임명되었으며, 酒田縣令(1874. 12.), 兼鶴岡縣令(1875. 8.), 鶴岡縣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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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12.), 山形縣令(1876. 8.), 福島縣令(1882. 1.), 栃木縣令(1883. 10.)

등을 전임 또는 겸임했다. 1884년 内務省 土木局長(1884. 11.), 警視總監
(1885. 12.)을 역임했으며 臨時建設局副總裁(1886. 7.)를 겸임했다. 子爵
(1887. 5.).

헌정자료실의 미시마 관계문서는 1952년 12월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
이다. 미시마의 발신서한 34통을 포함해 서한이 약 1,700통이며 서류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東京府 관계로 租稅ㆍ戶籍, 犯罪 단속 등.
2. 山形縣 관계로 1882년 퇴임시의 인계서류, 토목공사(苅安新道, 栗小山隧

道) 관계가 많고 그 밖에 치안경찰, 왓파(ワッパ)사건, 鶴岡事件 관계,
西南戰爭, 각종 산업관계의 건의서 등.
3. 福島縣 관계로 1884년 퇴임시의 인계목록, 구 會津 藩士 등에 대한 士族

授産, 수리ㆍ개간(安積疏水), 각종 산업(製糸ㆍ軍馬, 日本鐵道會社 등)
4. 福島事件 관계로는 探聞書, 보고서, 政談연설회, 사건 발생 시의 왕복문

서, 압수서류, 조서ㆍ공판 관계서류 등이 있고 三方道路의 공사 관계서
류(내무성에 대한 上申 등)도 목록상 이 항목에 분류되어 있다.
5. 栃木縣 관계로는 퇴임시의 인계목록, 현청 낙성식, 那須疏水, 鹽原新道

관계서류 등.
6. 土木局 관계로는 1885년의 토목비준비법안(구상)과 그 준비서류 등. 도

로공사, 하천공사 등 지방관으로부터의 上申ㆍ홍수피해보고, 市區改正
관계 자료 등도 있다. 또 議院건축 관계자료도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
7. 경시청 관계.
8. 治安 단속 관계로는 上申類, 探聞書, 보고서, 歐州巡回取調書, 감옥ㆍ경

시청 개혁, 소방, 馬車단속 관계서류. 그 밖의 주요 자료로 國のすがた
(미시마 이름으로 1887년에 발표)의 未定稿와 각종 신문ㆍ잡지,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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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三大事件建白運動, 보안조례 시기의 문서가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활자화된 자료로는 高橋由一と三島通庸 西那須野開拓百年記念事業(西
那須野町ㆍ尾埼尙文編, 西那須野町 栃木縣, 1981), 山形縣史資料篇 第2巻,
明治初期下[三島文書](山形縣史編さん委員會, 山形縣, 1962；헌정자료실 자
료 가운데 山形縣 관계서류), 福島縣史 第11巻(資料編第6ㆍ近代資料 第1,
福島縣, 1964；1874~1884년의 福島 자유민권운동 관계자료)가 있다. 미시
마 관련 자료의 소개로는 山崎有恒, ｢三島通庸｣(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
辭典 第2巻, 吉川弘文館, 2005)과 内藤一成ㆍ水野京子ㆍ土田宏成, ｢史料か
らみた土木縣令三島通庸－實像再構築への第一歩として－｣(土木史硏究 講
演集 31, 2011. 5.)가 있다. 미시마 관계문서는 책자복제판(120책)으로 열
람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필름(72권)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회편찬위원회에는 이 가운데 조선관계 서한(1884~1885) 5통과 서류 1
건이 수집되어 있다.

(35)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郞) 關係文書
니시 도쿠지로(1847~1912, 가고시마(鹿兒島) 출생, 男爵)는 明治 초기 일
본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실제 러시아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러시아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1871년 문부
성 장학생으로 러시아에 유학하게 되어 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법률과 정
치학을 배웠다. 이때 메이지정부의 실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로부
터 러시아의 정치체제와 사회동향 조사의 임무를 받았다. 이에 그는 학업
과 러시아 사회에 대한 파악을 진행하는 한편, 일본정부에서 러시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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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사관의 설립을 결정하자, 그 준비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의 공식적
인 관료생활은 1876년 프랑스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곧
이어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을 역임했다. 당시는 영국과 러시아
의 대립과정에서 중앙아시아가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시대상황에서 1880년 7월 주러 일본공사관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
게 된 니시는 귀국 여정으로 중앙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답사하고 1881년 4
월 도쿄에 도착했다. 이것은 일본인 최초의 중앙아시아 탐험이었다. 귀국
이후에는 참모본부 御用掛, 太政官 大書記官을 역임했다. 1886년 러시아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다시 러시아에 부임하여 1896년까지 약 10년간 근무
하면서 러시아와 청일전쟁 전후 문제의 처리, 특히 러시아의 주도로 전개된
삼국간섭에 대한 대응, 러일통상항해조례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
다. 이후 귀국하여 추밀원 고문관을 역임하였고, 1897년 제2차 마쓰가타 마
사요시(松方正義)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입각, 그 뒤의 제3차 이토(伊藤)
내각에서도 외무대신에 유임되었다. 이때 그는 한국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
의 세력범위를 조정한 러일협정(니시－로젠협정, 1898) 체결을 지휘하였
고, 다음해인 1899년에는 청국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하여 義和團事件
에 대응해서 현지의 일본인 보호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
했다. 니시는 러시아어와 불어에 능통했으며 일본 외교계에서 러시아전문
가로 평가받고 있다.
헌정자료실은 1953년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94건의 자료를 西德二郎
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되며 서간
이 80건으로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간은 대부분 러시아와의 외교관
계와 관련한 1897년 전후 구로타 다카유키(黑田淸隆), 야마가다 아리토모
(山縣有朋), 이토와의 왕복서신이 주류를 이룬다. 서류는 ｢露帝鐵道遭難略

記｣ 등의 본인이 작성한 조사자료가 6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의회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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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설, 국가체제에 대한 조사자료 등의 14건이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西德二郎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니시 및 西德二郎關係文書에 관한 연구로는 우선 니시 본인이 간행한
中亞細亞紀事(陸軍文庫, 1886)가 있다. 이 책은 일본인 최초로 중앙아시
아를 탐험한 여행견문록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상ㆍ하 2권 전체 4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후 일본의 중앙아시아 연구의 기초가 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가네코 다미오(金子民雄)의 中央アジアに入った日本人
(中公文庫, 1992)는 중앙아시아 탐험에 대한 니시의 업적을 학문적으로 밝

힌 것이다. 니시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니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會 편찬의 外務省の百年(外
務省, 1969)에서 그의 전반적인 외교활동에 대한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전기로는 사카모토 타쓰노스케(坂本辰之助)가 편찬한 男爵西德二郎傳
(坂本辰之助編刊, 1933；ゆまに書房 復刻 2002)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8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니시의 외무대신 시기, 니시－로젠협정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이토, 구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노우에 가오루
(井上馨),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등과 왕복한 서간 39건이 수집되어 있다.

(36) 니시하라 카메조(西原龜三) 關係文書
나시하라 카메조는 1873년 교토(京都)에서 태어났다. 1904년 4월부터 한
국으로 건너가, 1907년 8월부터 1915년까지 한국에서 共益社를 경영했다.
그 사이 1914년 4월 滿洲綿布輸出組合長에 선출된다. 일찍부터 한일문제
를 비롯하여 실업계(綿製品貿易)에 있으면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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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여 그의 측근이 되었다. 데라우치 내각 당시 북경정부(段祺瑞 政
權)에 대해서 소위 ‘西原借款’을 추진하였다. 1918년 조선은행 총재ㆍ대장
대신 쇼다 가즈에(勝田主計)와 도모하여 흥업은행, 조선은행, 대만은행으
로부터 각각 자금을 조달하여 총액 1억 4,500만 엔이라는 막대한 ‘西原借
款’을 北京政府에 제공했다. 이 차관은 주로 段祺瑞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어 성과를 내기는커녕 회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국의회에서 크
게 정치문제화 되었다. 그 후 國策硏究會와 東亞硏究會의 설립에 협력하
고, 1935년부터 1951년까지 京都府 雲原村村長을 역임했다. 니시하라는 데
라우치 총독과 우가키 총독의 책사로 활약하면서 조선통치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1964년 유족이 소장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도서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하였다. 마이크로필름을 출력한 복제판 50책은 헌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크게 1) 일기, 2) 서한, 3) 서류, 4) 건책ㆍ의견서, 5)
잡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일기는 1906, 1910~1939, 1942~1944년 기간에 걸
쳐 있는데 山本四郎編, 西原龜三日記(京都女子大學, 1983)(1906~1938년
까지의 일기)로 출판되었다. 서한은 반자이 리하치로(坂西利八郎),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데라우치로부터의 서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에서 우가키가 보낸 서한은 宇垣一成文書硏究會編, 宇垣一成關係文書(芙
蓉書房出版, 1995)에 수록되어 있다. 서류는 東亞硏究會日記, 동아연구회
關係資料, 國策硏究會日記, 건책으로는 支那關係, 요페來日關係, 諸家宛意
見書, 서한초고 등이 있다. 잡건에는 팜플렛, 전기원고, 니시하라의 각종 원
고가 포함되어 있다. 니시하라 자료에 대해서는 松本洋幸의 소개 ｢西原亀三｣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가 있고, 자서전으로 夢

の七十余年 西原亀三自傳(194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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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9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관련 서한의 대부분을 수집했다. 조선총독부
관료(데라우치 마사다케, 고다마 히데오,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후지
와라 마사후미(藤原正文) 등), 조선은행관계자(미시마 야타로(三島弥太郞)
조선은행 총재, 기무라 유지(木村雄次) 조선은행 이사), 조선인(吳榮根ㆍ李
容翊ㆍ李種植ㆍ朴準鎬ㆍ陸鍾允ㆍ尹孝定ㆍ朴重陽 등)들로부터 받은 서한을
수집했다. 서류 중에는 조선에 있었던 때의 의견안 및 초안(｢植民勸勵ト植
民機關｣, ｢露國小麥粉朝鮮移入ニ關スル記錄｣, ｢日韓淸連絡輸送開始願｣, ｢治
韓施設私考｣, ｢治韓施設私考｣, ｢朝鮮ニ於テル經濟ノ調節ト鹽業｣, ｢朝鮮米
移輸出計劃案｣, ｢滿鮮經濟ノ混一調節ト朝鮮ニ於テル不足食料品充足ニ對ス
ル意見書｣ 등), 공익사 관련자료(｢株式會社共益社設立目論見書｣ 등) 등을
수집했다.

(37) 이시카와 야스지로(石川安次郎) 關係文書
이시카와 야스지로(1872~1925)는 오카야마(岡山) 출신의 저널리스트,
정치가이다. 호는 단카이(呑海) 또는 한잔(半山)이다. 게의오의숙(慶應義
塾)에서 공부하고 庚寅新誌 기자(1891. 5.), 信濃日報 主筆(1894. 2.), 中
央新聞 경제부장(1896), ｢社會問題硏究會｣ 설립(1897. 3.), 毎日新聞 주필
(1898. 6.)을 역임했다. 1899년 10월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 등과 함께 ｢普

通選擧期成同盟會｣를 조직하였고 1900년 기자로서 의화단사건(北淸事變)에
종군했다. 1902년 10월 報知新聞社에 입사해 1905년 7월 특파원으로 포츠
머스강화회의를 취재했다. 이후 毎日新聞社 재입사(1906. 4.), 報知新聞社
재입사(1908. 7.), 東京朝日新聞社 입사(1912. 8.), 万朝報 입사(1914. 11.)
主筆을 맡았고 1924년 5월 중의원의원(憲政會)에 당선되었다.
헌정자료실의 이시카와 관계문서는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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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기증하여 原資料部에 소장된 자료를 1993년 3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기(1901~1905, 1907~1924), 수첩, 자필원
고, 스크랩북, 잡지류, 石川安次郎 수신서한 등이다. 일기는 간결하나 교유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약 400통에 이르는 수신서한의 발신자는 木下尙
江, 幸德秋水, 島田三郎, 田中正造 외에 관료인 有松英義, 品川彌二郞까지
저널리스트, 활동가, 교육자, 재계인 등 다양하다. 특히 많은 것은 島田三郎
41통, 田中正造 16통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서한 146통은 東京大學法學部

近代立法過程硏究會, ｢近代立法過程硏究會收集資料紹介－半山石川安次郎
關係文書 1~3｣(國家學會雜誌 89-(3)~(8), 1976. 3.~7.)으로 활자화되어
있다. 東京大學法學部近代立法過程硏究會, ｢有松英義關係文書 (1)~(3)｣(國
家學會雜誌 89(3)~(8), 1976. 3.~7.)에는 石川安次郎의 발신서한의 일부
가 활자화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 자필초고 6건과 朴泳孝 등에게 보낸 서한 3건 수집되어
있다. 자필초고는 일본황족과 義和君의 결혼 의견, 영국의 식민, 분묘폐지
론, 제국재정 의견 등 6건이다. 서한은 朴泳孝와의 왕복서신, 前田利爲에게
보낸 것이다.

(38) 호소사코 카네미쓰(細迫兼光) 關係文書
호소사코 카네미쓰(1896~1972)는 1896년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태
어나 1922년 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했다. 졸업 후 변호사를 개업하고
1926년 10월 노동농민당 서기장, 1929년 11월 노농당 서기장, 1942~1945

년 오노다(小野田) 시장, 1946년 4월 중의원의원(제22ㆍ26ㆍ27ㆍ29ㆍ30회
총선거 당선),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했다. 한편 원수폭금지운동
에 진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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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의 호소사코 관계문서 430점은 2000년 7월 개인이 헌정자료실
에 기증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나뉜다. 서한은 河
上肇(49통), 春日庄次郎, 鍋山貞親, 佐野學 등이 보낸 서한 87통이다. 시기적
으로는 호소사코가 노동농민당 서기장, 노농당 서기장 시절부터 해당(解黨)
운동에 이르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가 많다. 이들 서한 가운데 45통은 河
上肇全集 25~28(岩波書店, 1984)에 활자화되어 있다. 서류로는 中央公論
등 잡지에 게재된 호소사코의 논문, 1928~1929년의 ｢노농일기｣, 1950~1952
년의 일기ㆍ수첩, 1945년 이전의 노동농민당ㆍ노농당에 관한 성명서 등의 원
고, 1932~1933년에 걸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 청취서, 신문조
서, 예심종결결정서, 전후의 연설원고 그 밖의 신문 발췌 등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金漢卿이 細迫兼光에게 보낸 편지 1통이 수집되어 있다.
金漢卿(1902~?)은 사회주의운동가로 한학자 집안에서 자라 보성전문학
교에 입학한 뒤, 1923년 혁청단에 참여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접하고, 같은
해 전조선청년당대회 후원회에 가담했다. 1925년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계
획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26년 도쿄 법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에서도 金正奎 등과 함께 제2차 조선공산당 일본연락부에
참여했다. 1927년 6월 박낙종ㆍ崔益翰ㆍ姜小泉ㆍ한림 등과 제3차 조선공산
당 일본지부를 결성하여 선전부장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金鳳禧ㆍ李
友狄과 함께 일본지부 내의 서부 야체이카를 결성하고 책임자로 활동했다.
1928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에 일본지부 대표로 참석

했고, 여기에서 결성된 제4차 조선공산당의 중앙위원 및 조직부장으로 선
임되었다.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하여, 중앙집행위원 및 정치교육
부장을 역임하면서 재일본 조선인노동자 및 청년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했

8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다. 그해 8월 29일 국치일 격문살포 및 시위사건으로 11월 일본경찰에 체포
되어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옥 후에는 친일로 전향하였다.

(39)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關係文書
고바시 이치타는 1870년 구마모토(熊本)에서 태어났다. 1898년 東京帝
國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내무성에 들어갔다. 山口縣 參事官, 長崎縣 參
事官를 거쳐 1903년 내무성 본성에 부임한다. 衛生局 保健課長을 시작으
로 대신관방 문서과장, 토목국 서무과장, 종교국 제1과장 겸 제2과장, 위
생국장, 지방국장(1913. 6.~1914. 4.), 토목국장, 내무차관 등 내무성의 요
직을 거친다. 1920년에 정우회에 입당하여 중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이
후 淸浦内閣의 서기관장, 政友本黨 간사장을 거쳐 浜口内閣의 문부대신을
역임했다. 고바시는 제1차 야마모토 내각 시기 내무성 지방국장을 역임했
는데, 제1차 야마모토 내각은 척식국을 폐지하고 식민지 관청을 내무성 관
할 하에 두었다. 내무성 지방국은 실질적으로 朝鮮總督府와 臺灣總督府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국장 시절의 문서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바시 문서는 1) 서한, 2) 서류, 3) 사진,
4) 도서ㆍ잡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서한의 부는 2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

한 약 340통으로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 등 내정관계자로부터 받은 편
지가 많다. 2) 서류의 부는 大正ㆍ昭和 초기 내정관계자료가 태반을 점하
고 있다. 경보국 관계자료는 치안조사ㆍ사회주의 관계 외 1927년의 출판물
법안관계 등 출판경찰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토목행
정, 지방개량, 중의원의원선거법개정의 관계자료가 많다. 총 13권의 일기ㆍ
수첩(1909년~1937년, 누락 있음)은 기술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면회자나
예정들이 적혀있다. 1920년 초, 중반의 신문 스크랩이나 ｢世界パンフレ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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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을 비롯한 소책자도 포함되어 있다. 문서목록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
에 실려 있다.
고바시 사료에 대해서는 伊藤隆, ｢小橋一太｣(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
典, 吉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고, 경보국관련 사료는 日本近代史料硏究
會編ㆍ刊, 大正後期警保局刊行社會運動史料(日本近代史料叢書Ａ-1, 1968),
伊藤隆, ｢解題｣에 자료 소개가 있음)로 간행되었다. 전기로는 故小橋先生記
念事業會編ㆍ刊, 小橋杏城先生をおもふ(1941)(小冊子ㆍ고바시 문서 759,
1985 복각)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23년 2월 12일 재만주육영학교장 張宇根이 작
성한 ｢滿州在住鮮人開發重要の件｣(문서번호 410)과 ｢행정정리관계｣(문서
번호 255)를 수집했다.

(40) 쇼타(勝田)家文書(쇼타 카즈에, 勝田主計)
쇼타 카즈에(1869~1948, 愛媛 출생)는 明治시대부터 昭和시대에 이르기
까지 大蔵省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재무관료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1895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大藏省의 大蔵屬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函館稅關長, 理財局 國債課長을 역임했다. 1904년
이후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비 조달을 위한 임시 국채의 발행
이 급증하여 전후 일본의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일
본정부는 임시국채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1905년 臨時國債整理局을 설
치했는데, 이때 쇼타는 임시국채정리국의 제1과장에 발탁되었고, 1907년엔
임시국채정리국의 책임자인 국장이 되었다. 그 후 理財局長, 大蔵次官, 貴
族院 의원을 거쳐 1915년 朝鮮銀行總裁가 되었다. 다음해인 1916년 데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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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에서 大蔵大臣으로 입각했다. 이 시기 그는 니
시하라 카메조(西原亀三)와 함께 興業銀行ㆍ조선은행ㆍ臺灣銀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918년 총액 1억 4,500만 엔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소
위 ‘西原借款’을 당시 중국의 된차루이(段祺瑞) 정권에 정치자금으로 제공
했다. 이 차관은 이후 일본의 중국 진출에 계기가 되었으나, 된차루이 정권
의 붕괴로 회수불능이 되어 의회로부터 대대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 후 관
동대지진(1923)의 사회 혼란 속에서 기요우라 게이고(淸浦奎吾) 내각이 구
성되었고, 쇼타는 대장대신으로 입각하였다. 이 시기 그는 관동대지진에 대
한 복구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외채 발행을 결정했다. 그런데 당시는 러
일전쟁에서 일본이 조달한 외채의 상환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
문에 새로운 외채의 발행조건이 일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그는
의회로부터 또다시 國辱公債를 발행했다는 비난을 받아 실각했다. 그러나
그는 1928년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内閣에서 文部大臣으로 다시 입각하
게 되었고, 1939년 내각 參議를 역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최고
사령부(GHQ)로부터 전쟁 책임 및 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1인으로 지
목되어 1946년 공직 추방되었다. 쇼타는 그의 대장대신 시기마다 西原借款,
관동대지진에 대한 외채 발행 등의 역사적 사건을 주도하여 일본 학계에서
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마다 대장대신으로 선택된 인물이기도 하기에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재무관료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70년 大蔵省 財政史室에서 소장하고 있던 勝田家文書
122권을 마이크로필름 69권으로 복사하여 이를 勝田家文書로 소장, 공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애초 대장성이 쇼타 본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관동대지진으로 대장성의 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대장성은 역
대 대장대신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호소하였고, 쇼타는 이에 호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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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막대한 자료를 기증했는데, 이것이 현재

의 勝田家文書이다. 이 자료는 서간, 서류, 개인기록으로 구별되며, 근대
일본의 재정구조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서간은 일본의 정계ㆍ재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왕복서신 60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는 조세ㆍ화폐 제도에 관한 조사, 안건 및 西原借款 관
련 자료, 국채발행에 관한 자료 등 재정ㆍ금융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다. 개
인기록으로는 일기, 강연원고, 수기, 그가 지은 하이쿠(俳句)를 수록한 宰
州句日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勝田家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우선 近代史懇談會가 자료를 정리하여
등사판으로 간행한 勝田家文書目錄(1956)이 있는데, 이는 방대한 勝田
家文書에 대한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가 감수한
西原借款資料硏究(東京大學出版會, 1972)는 西原借款 관련 자료에 대한
해제 및 당시 쇼타의 활동을 조명하여 다이쇼(大正) 전반기 일본정부의 재
정구조 및 西原借款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전기로는 쇼타 타쓰오
(勝田龍夫)의 中國借款と勝田主計(ダイヤモンド社, 1972)와 아오키 토

쿠조(靑木得三)가 구술하고 大蔵省 大臣官房 調査企劃課에서 채록한 ｢勝田
主計藏相｣(大蔵大臣回顧錄, 大蔵財務協會, 1977)이 참고된다.
【수집 자료】(사료철 20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勝田家文書에서 식민지 조선에 관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 70~74책을 중심으로 232건이 수집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70
책에는 정치ㆍ경제ㆍ재정ㆍ금융ㆍ산업 등 식민지 조선의 전반에 대해 조사
한 자료, 71권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자료, 72권에는 동양척
식주식회사의 경영 관련 자료, 73권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법안, 臺灣
의 산업 및 금융 통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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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바타 카몬(柴田家門) 關係文書
시바타 카몬(1862~1919, 山口 출생)은 明治 말기 가쓰라 타로(桂太郞)의
최측근이자 당시 內閣의 실무 책임자로 활동한 내무관료이다. 그는 1890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졸업 직후 内閣書記官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제국 참사관, 내무성 지방국장을 역임하고, 1901년 第1次 가쓰라 내
각에서 内閣書記官長에 발탁되었다. 당시의 내각서기관장은 勅任官(차관
급)이지만 내각총리대신이 자신의 의지로 직접 임명하는 관직이었다. 따라
서 내각서기관장은 총리대신이 가장 신임하는 실력자가 임명되었고, 실질
적으로 총리대신을 직접 보좌하는 요직이었다. 이 시기 시바타는 가쓰라가
주도한 영일동맹(1902), 러일전쟁(1904)의 수행 등의 중대한 국면에서 내
각서기관장으로 가쓰라 총리대신을 면밀하게 보좌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1903년 칙선 귀족원 의원이 되었고, 이후 가쓰라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

였다. 1908년 제2차 가쓰라 내각에서 내각서기관장에 재임되었다. 이 시기
는 일본이 ‘韓國倂合’을 추진하던 시기로 시바타는 가쓰라를 보좌하면서 일
본 내각과 통감부 간의 연락 책임자로 긴밀한 활동을 하였다. 이때 내각에
서 ‘한국병합’에 대해 결정된 사항들이 그를 통해 정리되어 통감부에 전달
되었고, 통감부를 통해 전달된 한국의 상황이 그를 통해 정리되어 내각에
보고되었다. 따라서 시바타는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이다. 그 후 1911년 拓殖局總裁, 1912년 제3차 가쓰라 내각에서 문부대신을
역임했다. 시바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가쓰라와 행보를 같이한 가
쓰라의 최측근 관료 정치가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70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서류와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서간을 복사한 마이크로 필름을 柴田家門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
고 있다. 이 자료는 소장 자료와 個人藏 자료로 나뉘어 있으며, 소장 자료는
서류 20건, 서간 18건으로 전체 38건의 자료이다. 서류는 그가 내각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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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임하던 시기를 중심으로 지방장관회의 및 러일전쟁에 대한 가쓰라 총
리대신의 訓示案, 내정에 관한 의견서, ‘한국병합’에 관련한 일본정부의 방
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간은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무쓰 무네미쓰(陸奧宗
光)ㆍ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ㆍ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과 주고받은 서
신이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柴田家門關係
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시바타는 법제관료 및 가쓰라의 최측근 관료 정치가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시바타에 대한 연구나 柴田家門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야마모토 사네히코(山本實彦)의 政府部內人物評(政府硏究會, 1909)
와 히라노 신이치(平野岑一)의 長州之天下(日東堂書店, 1912)에서 그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참고할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서류 부분에서 ｢帝國ノ大韓
方針案｣, ｢韓國ニ對スル帝國將來ノ國是｣, ｢韓國銀行ニ關スル協約覺書發行
ニつき伺｣의 3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42)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關係文書
아베 노부유키는 1875년 이시카와(石川)에서 태어났다. 第四高等學校 재
학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장래 희망을 군인으로 전환하여 四高를 중퇴하
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897년 육군사관학교(9기)를, 1907년에 육군
대학교(19기)를 졸업하였다. 이후 육군대학교 교관, 독일주재 무관, 오스트
리아 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거쳤다. 시베리아 출정에서 돌아온 후로는 참모
본부 과장, 참모본부 총무부장, 군무국장, 육군차관, 육군대신 임시대리, 대

88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만군사령관 등 육군의 요직을 거쳤다. 통제파ㆍ황도파 양쪽에도 속하지 않
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1936년 2ㆍ26사건 이후 숙군의 결과 육군대장
을 마지막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이후 1939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다. 내각총리대신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육군은 독일과의 군사동맹체결을 주장했지만, 동맹체결이 영ㆍ미와의 대결
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해서 대전에 대한 불개입방침을 내걸었다. 결국 육군
의 반대도 있고 해서 1940년 1월 15일 수상직을 사임했다. 이후 대만특파전
권대사, 귀족원의원, 조선총독(1944년 7월~1945년 9월까지)을 역임했다.
패전 직후 미군에 호송되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환하지만, 일본인의 보호
보다는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켰다고 비판받았다. 1945년 A급전범용의자
로 체포되었지만 극동국제군사재판(동경재판) 개정 직전에 갑자기 기소예
정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원자료는 東京大學法學部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가 소장하고 있는데, 이
것을 헌정자료실에서 복제했다.
사료는 전시기 자료가 많다. 내각총리대신관계서류(1939~1940년경, 일
소관계, 제2차 세계대전, 국가총동원 등에 관한 의회 설명자료, 연설자료,
정책방침안 등), 日華基本條約關係書類(1940~1943년경 日中會談要旨, 會
議錄, 條約案, 政府聲明, 각계 인사평 등), 企劃院關係書類(1942~1943년경,
南方統治關係), 大東亞建設審議會關係書類(1942년경), 조선총독부관계서류
(1945년경) 등이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加藤陽子, ｢阿部信行｣(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
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1945년 9월 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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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올린 상주서, 1945년 12월에 작성된 ｢終戰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朝鮮統治決算報告書(假稱)｣ 등을 수집했다. 일본 패전 직후의 한국에 관
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43)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關係文書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1862~1936年)는 구마모토(熊本)에서 태어나
1873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설립한 영어학교인 同人社에서 영

어를 배운다. 참고로 동인사는 윤치호가 유학했던 곳이다. 1880年 同志社
를 퇴학하고 도쿄에 체제하고 있던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와 구마모토
현 출신의 재경친목회에서 알게 되어 이후 평생 동지가 된다. 1878년 구마
모토신문사장에 취임하고, 1891년 民友社에 입사했다. 이후 국민신문 기자
로서 활약한다. 국민신문의 편집국장을 2회 역임하고 1911년 국민신문 부
사장에 취임한다. 그 사이 1905년 히비야폭동 사건으로 2년형을 언도받고
집행유예가 되었으나 사면되었다. 이후 국민신문의 고문을 거쳐 1929년 신
문사를 퇴사한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경성일보사장(1915~1918),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의 개인적인 정치고문, 중앙조선협회 전무이사(1926~1934)를 역
임하는 등 조선통치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스스로를 ‘朝鮮狂’이라고 칭했다.
사람들로부터는 ‘朝鮮道樂’ㆍ‘朝鮮公使’ 등으로 불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지
명도가 낮아 잊혀진 인물이다. 아베는 京城日報라는 조선총독부의 어용
신문의 사장으로서 혹은 조선총독의 책사, 조언자로서 언론정책, 민족운동
에 대한 회유정책, 재일유학생에 대한 원조 및 동향파악, 중앙정계의 동향
파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전기나 회고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
학생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裵姈美, ｢朝鮮總督府齋藤實と阿部充家による朝
鮮人留學生 ｢支援｣(日韓相互認識｣硏究會 4, 2011. 3.), 아베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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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는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
여｣(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구마모토 시대의 아베 미츠이에(阿部
充家)｣(한일민족문제연구 26, 2014)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한편 조성구
(朝鮮民族運動と副島道正 硏文出版, 1998)는 사이토 총독의 책사로서 민

족운동 세력을 회유, 분열시키는 아베의 활동을 사이토가 아베에게 보낸 편
지와 아베가 사이토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아베는 사이토 조선총독에게 225통의 서한을 보내고 있어 1920년대 식
민지조선의 정치사연구자에게서 아베가 사이토에게 보낸 서한은 일본의 조
선지배정책에 관한 문제해명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사료로서 이용되어 왔
다. 아베는 체계적인 사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친일파로부터 사회주의
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선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조선인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조선통치에 반영하려고 했다.
아베가 보낸 서한은 憲政資料室資料 이외에도 德富蘇峰關係文書
129통, 宇都宮太郎關係文書 6통과 野田卯太郎關係文書, 兒玉秀雄關

係文書에도 포함되어 있다. 아베와 사이토 사이의 왕복서한 약 300통은 현
재 탈초가 진행 중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서한 대부분과 조선관계사료를 수집했다. 서한
624통 중에는 사이토 마코토(60통), 동척 부총재 노다 우타로(53통) 외 아

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内正毅),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郎),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美), 오

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등 조선통치관
계자로부터 받은 서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朴泳孝ㆍ
呉世昌ㆍ方台榮ㆍ韓相龍ㆍ金允植ㆍ金性洙ㆍ李完用ㆍ崔麟ㆍ崔南善ㆍ趙重
應)과 재한일본인(權藤四郎介ㆍ中村健太郎 등)으로부터 받은 서한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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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국민신문관계자료, 경성일보관계자료, 조선통치관계(｢朝鮮
佛教に對する卑見｣, ｢朝鮮農村政策意見｣)도 조금 보인다. 자료에 대해서는
山室建德, ｢阿部充家｣(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
의 소개가 있다.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44)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關係文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는 야마구치(山口)에서 태어났다. 1920
년 7월 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농상무성에 입성했다. 상공대신 관방
문서과장을 거쳐서 1936년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에서는 滿洲國 實業部 總
務司長, 滿洲國 産業部次長, 總務廳次長을 역임하고 193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상공차관, 상공대신, 군수차관을 역임했다. 패전 후 전범으로 기소
되어 구속되었다가 1948년 12월에 석방되었다.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여 일
본민주당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를 거쳐 1956년 12월 이시바시(石橋) 내각
의 외무대신을 역임하였고, 1957년 2월부터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사료는 출신지인 山口縣田布施町의 田布施町鄕土館과 헌정자료실에 분
산되어 있다. 田布施町鄕土館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山口縣所在資料目
錄 26, 田布施町鄕土館 수집문서(岸信介關係文書)로서 약 500건이 게재
되어 있다. 자료 중에는 요시다 시게루(11통)를 비롯하여 이시이 미쓰지로
(石井光次郎),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등 일본정치가, 蔣介石, 닉

슨 등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서한이 눈에 띈다. 또 일기(1975∼1986)와 수
첩 등이 있다. 그 외 황실회의자료 등의 서류, 기념품, 신문, 잡지기사 등 기
시의 경력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48명으로부터 받은 81통의 서
한과 소책자 1책으로 구성되었다. 발신자는 張群(7통), 蔣介石(4통) 등 중
국국민당 관계자와 아이젠하워(8통), 맥아더 주니어(4통) 등 미국인이 많

9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다. 주로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작성된 것이다.
사료소개로는 梶田明宏, ｢岸信介｣(伊藤隆ㆍ季武嘉也編, 近現代日本人
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가 있고, 전기자료로는 岸信介ㆍ矢次
一夫ㆍ伊藤隆, 岸信介の回想(文藝春秋社, 1991)가 있다. 岸信介の回想
에는 기시의 인터뷰, 스가모 감옥 시대의 수기와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박정희(2통), 이후락(1통), 박두진(1통)이 보낸
서한을 수집했다. 이후락의 서한은 다음과 같다.
謹啓
しばらく御無沙汰致しました. 此の度訪韓された長谷川仁議員から先生の御近
況, 御淸祥の趣傳え聞き慶賀至極に存じ上げます.
長谷川議員の訪韓は韓日両國間の理解增進に役立つこと多と存じます. 韓國
が現に直面している諸事情に關しては長谷川議員から直かに詳しく報告されるこ
とと思います.先生の特別なる御理解, 御協力あらんことを切に望んでやみません.
季節がら先生のより一層の御健勝をお祈りいたします. …
1968年 2月 28日

大統領秘書室長 敬具 李厚洛
岸信介先生 玉案下

(45)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關係文書(梧陰文庫)
이노우에 코와시(1844~1895)는 구마모토(熊本) 출신의 법제관료로 호
는 고인(梧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관계에 등용되어 大學少舎長(1870.
9.), 大學中舎長(1870. 12.~1871. 12.)이 되었다가 司法省에 출사하여 사법

성 시찰단 일원으로 유럽에 파견되어(1872. 6.~1873. 9.), 프랑스를 중심으
로 사법제도를 조사, 연구하였다. 귀국 후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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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등용되었고 오쿠보 사후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이토 히로부미의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法制局主事(1876. 6.), 太政官大書記官ㆍ法制局(1877. 1.),
内務大書記官(1878. 10.), 内閣大書記官 겸 内務大書記官(1879. 3.), 内務大
書記官(1879. 7.), 取調局長(1879. 12.), 太政官大書記官ㆍ内務部(1880. 3.)
을 역임하였으며 1881년 정변 과정에서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헌
법의견서에 반박하여 정부의 대안으로 프러시아식 입헌론을 제시하였다. 정
변 후 參事院議官ㆍ法制部(1881. 10.), 兼内閣書記官長(1882. 2.~1883. 7.),
兼圖書頭(1884. 8.~1888. 2.), 法制局長官(1888. 2.~1891. 5.)을 맡으며 군인
칙유를 기초하였고 이토의 휘하에서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ㆍ가네코 켄타
로(金子堅太郎) 등과 함께 대일본제국헌법, 황실전범의 기초에 관여하였다.
의회개설 후 樞密院 書記官長(1891. 4.~1892. 5.), 臨時帝國議會事務局 總裁
(1889. 10.~1890. 8.), 樞密顧問官(1890. 7.), 内大臣秘書官長(1890. 12.)을

겸임하였다. 文事秘書官長(1891. 6.)을 맡았고 제2차 伊藤内閣에서 文部大臣
에 임명되었다(1893. 3.~1894. 8.). 그 사이 1890년 10월 발포된 교육칙어의
기초에도 관여하였으며 1895년 1월 子爵 작위를 수여받았다.
이노우에 코와시의 문서, 기록, 도서는 모두 國學院大學 도서관의 ｢梧陰
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梧陰文庫｣는 구마모토번(熊本藩)의 時習館 시절
학습서로부터 정치기구, 외교에 걸친 사료와 고용외국인의 答議 자료 등 약
6,000점과 구 장서 770부로 구성되어 있다. 國學院大學 도서관에서는 1963년

梧陰文庫目錄을 편찬 간행했는데 이 목록에 따라 雄松堂에서 마이크로필
름 井上毅文書를 간행했다. 헌정자료실의 ｢井上毅關係文書｣는 1953년과
1970년, 개인이 소장하는 ｢教育議｣와 國學院大學 圖書館이 소장한 ｢梧陰文

庫｣의 마이크로필름을 각각 구입한 것이다.
이노우에 코와시 관계문서의 주요 내용은 梧陰文庫 가운데 和漢書를 제
외한 문서류로 A 秘庫之部, B 袋入之部, C 冊子之部, D 梧陰先生自筆草稿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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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뉜다. A는 이노우에가 秘庫로서 특히 중시한 서류로 皇室典範, 大日本
帝國憲法, 條約改正關係, 議院法, 청일관계 등의 서류와 이노우에의 의견서
를 포함한다. B는 이노우에가 정리 봉투에 건명을 기입해 봉입한 문서류로
法制, 官制關係, 地方制度關係, 教育, 皇室關係 등을 포함한다. C는 보아소
나드와 뢰슬러 등 고용외국인과 서기관 등의 答議, 調査書를 각 개인별 또
는 外交參照, 憲法參照 등의 건명별로 책자로 정리한 것이다. D는 이노우에
가 구마코토번(熊本藩)에 있던 시기 수학할 때 적은 자필 草稿類이다.
1870~1871년 도쿄유학(東京遊學) 때의 노트도 있다.

한편 國學院大學에서는 이노우에의 전기편찬을 기획해 井上毅傳 史料
篇 全7巻(井上毅傳記編纂委員會編, 國學院大學圖書館, 1966~1977, 1994)
을 출판했다. 제1권은 1871년부터 1887년까지 이노우에의 의견서, 제2권은
1894년까지의 의견서, 제3권은 저작집, 제4권은 이노우에 서한집, 제5권은

제1부가 이노우에 수신서한, 제2부는 일기, 제3부는 강연, 축사, 서문 등, 제
4부는 雜載, 제6권은 제1부가 시문, 제2부가 메이지정부 주요지도자의 代

草, 제7권은 補遺篇이다. 또 ｢梧陰文庫｣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외국인 答議
集은 近代日本法制史料集 全20巻(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 編, 國學院
大學, 1979~1999)으로 출간했다. 이 사료집은 井上毅傳 史料篇의 外篇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소나드, 파텔노스트로, 루돌프, 마이예트, 피곳트, 쉬
타인 등의 답의가 수록되어 있다.
영인자료로는 梧陰文庫影印 明治皇室典範制定前史(梧陰文庫硏究會 編
著, 大成出版社, 1982)와 梧陰文庫影印 明治皇室典範制定本史(梧陰文庫
硏究會編著, 國學院大學, 1986)가 있으며 자료소개로는 木野主計, ｢井上毅
文書｣[日本古文書學講座 11(近代編 3), 雄山閣, 1979], 木野主計, ｢井上
毅文書｣[日本近代思想大系 別巻(近代史料解說ㆍ總目次ㆍ索引), 加藤周
一他編, 岩波書店, 1992], 木野主計, ｢井上毅｣(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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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 吉川弘文館, 2004), 井上毅と梧陰文庫(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汲古書院, 2006) 등이 있다. 전기로는 ｢梧陰文庫｣의 정리, 출간을 담당한 木
野主計의 井上毅硏究(續群書類從完成會, 1995)가 있는데 권말에는 상세
한 연보가 붙어 있어 이노우에 코와시 연구에는 불가결한 참고문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千島艦事件, 京城事變(1)ㆍ(2), 外交參照資料 등 4
개의 사료철의 서류 282건이 수집되어 있다. ① 千島艦事件은 민사소송법
에 관한 의견이고, ② 京城事變(1)ㆍ(2)에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사후 처리
와 관련된 외교문서, 조약초안, 전문, 서한 등 119점의 사료가 포함되어 있
다. ③ 外交參照資料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보유, 치외법권론, 조약개정론, 무
역론 등과 임오군란에 대한 논설 및 외국인고문의 答議 등 39건의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46) 아리마쓰 히데요시(有松英義) 關係文書
아리마쓰 히데요시(1863~1927, 岡山 출생)는 明治ㆍ大正 시대에 치안관
계법안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한 대표적인 법제ㆍ경찰 관료이다. 그는
1888년 獨逸學協會學校 졸업 후 1888년 제1회 고등시험(1894년부터 실시

한 고등문관시험의 원형)에 합격하여 判事試補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 司法省 參事官, 農商務省 참사관, 内務書記官을 역임했다. 1899년 警保
局 警務課長에 임명되어 治安警察法 및 行政執行法 등의 치안관계법을 입
안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法典調査會 위원이 되었고, 이때는 저작권법과
출판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1903년 가쓰라 타로(桂太郞) 내각에서 경찰
의 책임자인 警保局長이 되었다. 잠시 三重縣 知事를 역임하고 1908년 제2
차 가쓰라 내각에서 警保局長에 재임되었다. 이 시기 大逆事件(191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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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를 지휘하여 그 공로로 1911년 칙선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이후 帝
室林野管理局 장관, 樞密院 서기관장을 역임하고 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
케(寺內正毅) 내각에서 法制局 장관 및 拓殖局 장관, 1920년 樞密顧問官을
역임했다. 아리마쓰는 근대 일본의 주요 치안관계법을 입안한 전문 법제관
료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98년 유족으로부터 기탁 받은 316건의 자료를 有松英
義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 109건과 서류 207건으
로 구분된다. 서간은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와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
등 법제관료와 왕복서신이 주류이다. 서류는 치안경찰법ㆍ행정집행법ㆍ신
문지법 등의 법률 초안 및 제정 관계자료, 경찰제도 정비 관계자료, 본인이
직접 집필한 自傳인 ｢有松英義略歷｣를 비롯한 전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有松英義關係文書를 마이크로필름 12卷으로 제작하여 열
람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필름에는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センター
原資料部에도 동일한 마이크로필름이 소장되어 있다.
有松英義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는 아리마쓰가 초안 작성 및 입안한
법률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아리마쓰 본인의 저술로
는 ｢新平民ノ改善ト犯罪｣(刑事法評林 1-3호, 1911)와 行政執行法治安
警察法講義(警眼社, 1927)가 대표적이다. 그 후 東京大學法學部 近代立法過
程硏究會는 ｢有松英義關係文書(1)~(11)｣(國家學會雜誌 86-3호~88-10호,
1973~1975)에서 11회의 연재를 통해 有松英義關係文書의 목록과 주요

자료를 해제하여 소개하였다. 다카하시 미쓰에(高橋道枝)는 ｢治安警察法の
成立｣(2)ㆍ完(經濟學論纂 17-4호, 中央大學經濟學硏究會, 1976)에서 치
안경찰법과 노동단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토 다카오(伊藤孝夫)는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法と社會(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0)에서 치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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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법 제70조와 관련하여 당시 일본 사회를 분석하였다. 정치사적 관점에서
는 스에타케 요시야(季武嘉也)의 大正期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 1998)
이 참고된다. 전기로는 사카이 유키치(坂井雄吉)의 ｢解題 有松英義の政治
的生涯｣(國家學會雜誌 86-3ㆍ4호, 1973)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서류부분에서 대역사건에 관한 ｢いわゆる大逆事件
について(草稿)｣와 ‘한국병합’에 관한 ｢韓國倂合に關する閣議報告案｣을 비
롯한 4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47) 시시도 타마키(宍戶璣) 關係文書
시시도 타마키(1829~1901, 山口 출생, 子爵)는 幕府 말기에서 明治 시대
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죠슈(長州)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는 죠슈번의 藩校
明倫館에서 漢學을 공부했는데, 1848년 막부의 관리 무라가키 노리마사(村
垣範正)를 수행하여 사할린과 러시아를 방문한 뒤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
해 나가사키(長崎)로 유학갔다. 이 시기부터 여러 藩의 인물들과 교류하면
서 維新志士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862년 당시의 대표적인 兵學者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을 방문하여 국제정세와 국방론에 대해 사사받고, 규슈
(九州)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尊王攘夷論을 설파하였다. 이후 죠슈번은

존왕양이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蛤御門의 變’(1864), 시모노세키(下
關)전쟁(1863~1864)의 패배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막부는 죠슈번에 問罪
使를 파견했는데, 이때 시시도는 죠슈번의 家老 시시도(宍戶)家의 양자가
되어 히로시마(廣島)에서 문죄사의 응접을 담당했다. 明治維新 후인 1869
년 山口藩 權大參事를 시작으로 메이지정부의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870
년부터는 중앙정부의 刑部少輔, 司法少輔, 司法大輔, 文部大輔, 元老院 議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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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역임했다. 1879년 일본정부가 류큐(琉球)藩을 폐지하고 오키나와(沖
縄)縣을 설치한 ‘琉球處分(1872~1879)’으로 중일 간에 류큐귀속문제가 현
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때 시시도는 청국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되어 일
본의 류큐에 대한 영유권의 법적 근거를 명기한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
則)ㆍ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의 각서를 청국의 總理衙門에 제출하
였다. 이에 따라 그는 청국정부와 교섭에 노력하여 1880년 10월 일본의 주
장을 기초로 교섭을 타결시켰다. 하지만 청국 총리아문의 李鴻章의 반대로
1881년 류큐문제에 대한 최종교섭은 결렬되었다. 이후 그는 1882년 宮内省

에 출사하여 參事院 의관, 궁내성 御用掛, 원로원 의관을 역임하고 그 동안
의 공로를 인정받아 1887년 子爵의 작위를 받았다. 시시도는 막부 말기 유
신지사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고, 明治維新 이후에는 메이지정부의 안정에
노력한 관료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51년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514건의 자료를 宍戶璣
關係文書 ｢その1｣로 2005년 기증받은 562건의 자료를 宍戶璣關係文書
｢その2｣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その1｣과 ｢その2｣의 자료는 모두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その1｣의 자료 중 서간은 제2차 征長戰爭 시기를 중심으
로 시시도의 막부의 문죄사 응접과 관련한 서신이 80여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이노우에 및 죠슈번주 모리 모토노리(毛利元德)와의 왕복서신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서류에는 그의 청국 주재 특명전권공사 시기를 중심으로
｢琉球處分｣에 대해 청국의 총리아문과의 교섭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특히 그가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辦琉球案始末｣(1881)
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외교사 연구와 관련하여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
외 메이지유신 전후의 관련자료, 죠슈번 관련자료, 지방제도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その2｣의 서간은 메이지유신 직후 西南戰爭(1877)의 전황,
皇居의 조영과 관련하여 스기 마고시치로(杉孫七郎)와의 왕복서신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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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메이지정부의 주요 인물 40여 명과의 왕복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서
류에는 辭令, 勲記, 시시도의 일기, 기행문, 小早川隆景傳 등의 저술 원고,
죠슈번 관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
해 宍戶璣關係文書 ｢その1｣의 자료에 대해서는 廣澤眞臣ㆍ宍戶璣關係
文書目錄(國立國會圖書館編刊, 1967)을 간행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宍戶
璣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宍戶璣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류큐처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다.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는 琉球處分 上ㆍ中ㆍ下(本邦書籍, 1980)
에서 일본정부의 ‘류큐처분’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록하여 소개하였고, 아라
카와 아키라(新川明)는 琉球處分以後(朝日新聞社, 1981)에서 ‘류큐처분’
이후 류큐가 일본의 한 부분 오키나와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전기로는 시시도 본인이 회고한 ｢經歴談｣(防長史談會雜誌 25~27호, 1911~
1912)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宍戶璣關係文書 ｢その2｣의 서간 중 스기 마고시
치로(杉孫七郎)가 시시도에게 발송한 ｢ワシントンニテ寺島公使ヨリ傳聞事
項 琉球事件ニ關シ淸國情報グラント氏 米韓條約批准 日淸爭端ハ朝鮮ニ非
ズシテ琉球ニアルベシ｣ 1건이 수집되어 있다.

(48)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關係文書
이토 히로부미(1841~1909)는 야마구치(山口) 출신의 관료이자 정치가
이다. 어릴 적 이름은 리스케(利助), 슌스케(俊輔). 메이지유신 후 히로부미
(博文)로 개명. 호는 슌포(春畝), 소로카쿠슈진(滄浪閣主人)이다. 이토는
1841년 9월 수오노쿠니(周防國) 구마게군(熊毛郡) 쓰카리무라(束荷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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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山口縣 光市 大和町]에서 농민 하야시 쥬조(林十藏)의 아들로 태어났
다. 1854년 아버지가 조슈번(長州藩)의 하급무사 이토 나오우에몬(伊藤直
右衛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토 성을 칭하고 무사신분을 얻었다.
1856년 막부의 명으로 조슈번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사가미노쿠니(相模

國：현재 神奈川縣)에 파견되어 일찍부터 막말의 격동 속에 휘말리게 되었
다. 1857년 그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은 구루하라 료죠(來原良藏)의 지도를
받고 그 해 가을 하기(萩)로 돌아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요시다 쇼
인(吉田松陰)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등의 영향을 받으며 존왕양
이운동에 뛰어들었다. 1862년 영국공사관 방화사건에 참여하는 등 전형적
인 존왕양이운동의 ‘지사’가 되었다. 1863년 번의 허가를 받아 이노우에 가
오루(井上馨) 등과 함께 영국에 밀항 유학했고 이것을 계기로 개국론자로
돌아섰다. 이듬해 4국연합함대가 조슈 공격 소식을 듣고 이노우에와 함께
급거 귀국해 개국론을 주장하며 무력충돌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뒤 막부－조슈전쟁과 번의 내전 등 잇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 다카요시
를 따르며 무력 倒幕運動에 매진했다. 이 사이 도막파 지도자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이토는 왕정복고 후 신정부에서 조슈 출신의 유력 소장관료로서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1868년 메이지 신정부가 성립한 뒤 外國事務掛, 효고현(兵庫縣) 지사,
1869년 大藏少輔 겸 民部少輔, 1870년 租稅頭를 거쳐 工部大輔로 승진했

다. 1871년부터 1873년까지 구미 12개국을 시찰한 이와쿠라(岩倉)사절단
에는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함께 副使로 참가했
다. 귀국 후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의 이른바 ‘征韓論’에 대항해 ‘내
치우선론’을 주장하며 이와쿠라, 기도, 오쿠보를 도와 정변을 승리로 이끌
었다(‘明治6년정변’). 이 정변으로 정부가 분열되어 ‘정한파’가 하야한 뒤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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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겸 工部卿(1873. 10.~1878. 5.)으로 임명되어 참의 겸 大藏卿 오쿠마 시
게노부(大隈重信)와 함께 참의 겸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를 도와 식산흥
업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연이은 사족반란, 1874년의 타이완침공, 1875년의
오사카(大阪)회의 등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이토는 政體取調 담당, 지
방관회의 의장(1874. 7.~11.), 법제국 장관(1875. 7.~1879. 2.), 賞勲事務局
장관(1876. 10.~1878. 3.) 등을 겸임하며 지배기구의 법제적 정비와 번벌정
권의 유지에 노력했다. 이토는 메이지 초기 신정부 지도자들에게 식견과 재
능을 인정받아 중용됨으로써 매우 순조롭고 급속히 정부 내 유력관료로서
지위를 확보해갔다고 할 수 있다. 1877년 최대의 사족반란인 서남전쟁의 와
중에 기도와 사이고가 죽고, 이어서 1878년 오쿠보가 불평사족에게 암살되
자 그 뒤를 이어 참의 겸 내무경(1878. 5.~1880. 2.)에 취임해 명실 공히 번
벌정권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민간에서 자유민권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오쿠마 시게노부, 이노우에 가오루 등과 함께 메이지정부의 개명파로서 헌
법제정과 입헌제도의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1881년 오쿠마가 조기 국회
개설론과 영국식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그에 반대해 오
쿠마를 정부에서 축출함과 동시에 10년 뒤에 의회를 개설한다는 조칙을 공
포하였다(‘明治14년정변’). 번벌정권의 주도로 군주주의에 기초해 점진적으
로 입헌제를 수립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정해졌다.
1881년 정변 뒤 정부의 실질적 최고지도자가 된 이토는 1882년 3월 입헌

제도조사를 위해 유럽으로 건너가 1883년 9월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각지를 순방하고 귀국 후 궁중개혁, 국가기구개혁에 착수했다. 制度取調局
長과 궁내경을 겸임하면서 1884년 華族令을 발포해 爵位制를 바탕으로 한 근
대 귀족제도를 정비했으며, 1885년 행정제도를 개혁해 太政官制를 대신해 근
대적 내각제도를 확립하고 초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다(제1차, 1885. 12~
1888. 4.). 그 사이 갑신정변 직후 1885년 2월 特命全權大使로서 청국 天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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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어 천진조약을 체결했다. 1888년 추밀원을 창설하고 초대 추밀원 의장
이 되었다(1888. 4.~1889. 10., 1891. 6.~1892. 8.). 그 사이 1886년부터 헌법
초안에 부속법령의 기초에 착수해 초안을 마련한 뒤 추밀원의 헌법심의를 주
재했다. 그는 심의과정에서 군권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군권을 제한하
고 민권을 보호하는 입헌정치의 원칙을 역설하며 자신의 국가체제구상을 관
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토는 천황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되어 번벌정권의
원로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
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제국의회 개설에 대비해 귀족원 의장이 되었다.
이토는 입헌정치 시행 당초에는 정당내각에 부정적이어서 ‘초연주의’를
바탕으로 입헌정치를 운용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의 마찰이 거듭되
면서 그의 생각은 동요되었다. 1892년 제2차 내각(1892. 8.~1896. 8.)을 조
직하자 군비확장정책을 둘러싸고 중의원 제1당인 자유당과 대립했고 조약
개정문제와 관련해 ‘對外硬派’의 격렬한 공세에 직면했으나, 동학농민운동
을 빌미로 청일전쟁을 일으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1894년 청
일전쟁이 시작되자 히로시마(廣島)의 大本營에 참여해 전쟁을 지도했다.
1895년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외상과 함께 전권대표로 청일강화조약
[下關條約]에 조인했다. 전후경영을 둘러싸고 거국일치내각을 구상해 자유

당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原退助)와 개진당의 오쿠마의 입각을 획책했으
나 자유당과 제휴하는데 그쳤다. 1898년 제3차 내각을 조직했으나(1898.
1.~6.) 地租增徵 문제로 정당세력의 반대에 직면해 퇴진하게 되자, 다른 원

로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야당통합으로 탄생한 거대정당 헌정당의 당수 오
쿠마에게 정권을 넘겨주어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을 실현시켰다. 나아가 2
년 뒤인 1900년 헌정당의 구 자유당 세력과 자파 관료세력을 규합해 입헌
정우회라는 정당을 직접 결성해 총재에 취임했다. 같은 해 입헌정우회를
바탕으로 제4차 내각을 조직했으나(1900. 10.~1901. 5.) 정당정치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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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계열 관료세력과 귀족원세력에 시달려
1901년 불과 7개월만에 총사직하고 가쓰라 다로(桂太郞)에서 수상직을 넘

겨주었다. 이후 이토는 입헌정우회 총재로서 당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내정면에서는 지조증징 문제, 외교면에서는 대러시아 정책을 놓고 가쓰라
내각과 노선 차이를 보였다.
1901년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간 이토는 그해 말 개인자격으로 러시

아를 방문해 러일협상을 타진했으나 가쓰라 내각이 추진하는 영일동맹 교섭
이 진행됨에 따라 단념했다. 1903년 7월에는 추밀원 의장이던 야마가타와 가
쓰라 수상의 획책에 의해 천황을 보좌하는 추밀원 의장에 취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정우회 총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년에는 원로로서 국
가의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했으나 러일협상을 꾀하며 러일전쟁에 소극적이
었기 때문에 ‘대외경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러일전쟁 개전과 강화 때
는 원로 및 추밀원 의장의 자격으로 다른 원로, 정부 수뇌에 함께 국가의 최
고정책결정에 참여했다. 1905년에는 한국과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1905
년 12월부터 1909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초대 한국통감으로 있으면서 이른
바 ‘보호통치’를 주도하며 식민지화의 길을 닦았다. 야마가타, 데라우치 마사
타케(寺內正毅) 등 강경파에 비해 점진적인 한국침략정책을 펼쳤으나 1907
년 헤이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
약)을 강요해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시켜 한국 내의 격렬한 저항을 불
러일으켰다. 통감직 사임 후 1909년 10월 26일 극동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교
섭하기 위해 만주를 방문한 이토는 하얼빈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되었다. 69세. 이 사이 청일전쟁 후인 1895년 8월 侯爵, 정미7조약
체결 뒤인 1907년 9월 公爵 작위를 수여 받았고 樞密院議長(1909. 6.)에 취임
했다. 사후 從一位에 추증되었으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이토 히로부미 문서는 195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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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양도받거나 구입한 것이다. (1) 1950년 6월~11월 양도, (2) 1952년 7월
양도(書簡の部 510~574), (3) 1962~1972년 양도(書簡の部 575~592), (4)
1972~1980년경 구입(書類の部 450~452). 이 문서는 정치외교 관계의 각

서, 의견서, 일기단편 등 각종 手稿와 정치가 등으로부터의 서한, 그 밖의
잡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 가운데는 ｢大隈重信の上奏文(寫)｣, ｢明治六
年大久保參議起草政體ニ關スル意見書｣, ｢立憲政體樹立の詔｣ 등 국체정비에
관한 것과 ｢憲法中綱領之義(岩倉具視意見書)｣, ｢憲法私案(山田顯義案)｣, ｢大
日本帝國憲法(浄書三月案)｣, ｢スタイン氏講義筆記｣와 같이 大日本帝國憲
法 제정에 관한 것 등, 메이지(明治) 초기의 국정관계의 귀중한 자료 외에
｢日英通商航海條約草案｣, ｢日淸講和始末｣, ｢日露講和會議錄｣, ｢日韓親善往
復文書｣ 등의 외교관계자료와 이토 자필의 각서, 의견서가 남아 있는데, 伊
藤博文秘錄 正続(平塚篤 編, 春秋社, 1929~1930)과 滄浪閣殘筆(伊藤博
精 編, 八洲書房, 1938)에 거의 수록되어 있다. 일기는 ｢西巡日記｣, ｢己亥西
巡日記｣ 등 적은 분량이다.
서한은 500명 이상의 발신자로부터 받은 방대한 분량으로 그 가운데 황족,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와쿠라 도모미
(岩倉具視) 등 중요 인물의 서한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1943년 平塚篤가

伊藤家文書라는 제목으로 발신자별로 편집해 일본어 활자판 전91책으로
소량을 배포했다. 이 伊藤家文書에서 빠져 있는 ｢伊藤博文文書｣의 서한과
이전에 散逸되었다고 생각된 문서를 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에서 수집해 발
신자별로 50음순으로 배열하여 연대순으로 편찬해 伊藤博文關係文書 全9
巻(塙書房, 1973~1981)으로 간행했다. 1999년 위의 서한과 겹치지 않는 ｢伊
藤博文關係文書｣의 일부로 오래전에 散逸되었다고 여거져온 書簡 114점과
일기, 手記를 포함한 서류 18점을 헌정자료실에서 구입해 공개했다.
이토 히로부미 문서와 관련해 이와 별도로 ‘제국헌법’ 제정 관계와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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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문서, 기록류가 있다. 이토가 생전에 분류 정리하여 ｢秘書類纂｣이라
는 제목을 붙여 보존했는데 뒤에 궁내성에 헌납되어 현재 書陵部가 소장하
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가 秘書類纂 全24巻(平塚篤 他 編, 秘書類纂刊行
會, 1933~1936)으로 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헌법제정 관계 서류가 憲
法資料 全3巻(金子堅太郎 他校, 憲法資料刊行會)으로 출판되었다. 이들
자료는 제대로 편찬된 것이 아니어서 필자, 연대 등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적지 않은데 나중에 憲法資料로 포함해 明治百年史叢書 전27권(原書
房, 1969~1970) 복각, 간행되었다. 활자화된 秘書類纂이 오류, 누락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최근에는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秘書類纂｣
전126권과 伊藤家 소장의 1권을 묶어 伊藤博文文書라는 제목으로 영인
간행하고 있다(全127巻, 檜山幸夫 總編集, ゆまに書房, 2007~2015).
이밖에 문집, 서한(현존하지 않는 사료도 포함), 시가, 필적, 정치연설, 학술
연설, 正傳, 直話, 일화, 수필을 수집, 편찬한 伊藤公全集 전3권(小松綠 編,
伊藤公全集刊行會, 1927), 滄浪閣殘筆(伊藤博精 編, 八洲書房, 1938)이 있
다. 전기로서는 伊藤博文傳 全3巻(春畝公追頌會編刊, 統正社, 1940. 나중에
明治百年史叢書로 복각, 原書房, 1970)이 대표적인데 이토가에 남겨진 문서
기록을 비롯해 폭넓은 사료를 수집 기술함으로써 현재에도 활용 가치가 높다.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는 伊藤博文－近代日本を創った男－(伊藤之雄, 講談
社, 2009)와 伊藤博文－知の政治家－(瀧井一博, 中公新書, 2010)가 있다.
이토 히로부미 문서에 관한 소개로는 村山久江, ｢伊藤博文に關する文書｣
(國立國會圖書館月報 484, 2001. 7.)；伊藤隆, ｢伊藤博文｣(近現代日本

人物史料情報辭典 제1~4권, 吉川弘文館, 2004~2011)；鳥海靖, ｢伊藤博文
文書｣(近代史料解說總目次ㆍ索引 日本近代思想體系 別巻, 岩波書店,
1992) 등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 문서 중 일부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

렉션에 디지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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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헌정자료실 이토 히로부미 문서 가운데 이용익, 이
용구, 송병준, 이능화, 허위, 한영원, 정교가 이토에게 보낸 서한 9통과 한
국관계 서류 67건이 수집되어 있다. 서류 가운데는 갑신정변, 청일외교교
섭, 조선주차군, 내정개혁, 방곡령,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고종의 통감관
저 방문 및 알현, 시정개선협의회, 남한순행, 경부철도 관련 등 다양한 사
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韓國皇帝統監部臨御｣, ｢韓國皇帝陛下統監官邸
ヘ臨御ニ關スル件｣, ｢伊藤統監內謁見始末｣ 등 고종황제와 접촉한 사료가
많아 통감 이토의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기
수집한 헌정자료실 소장 자료는 대부분 伊藤博文關係文書(塙書房), 伊
藤博文文書(ゆまに書房) 등 간행된 사료집에 실려 있으므로 대조,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후타가미 효지(二上兵治) 關係文書
후타가미 효지(1878~1945, 富山縣 출생)는 明治 말기에서 昭和 시대에
이르기까지 遞信省과 樞密院을 중심으로 활동한 관료이다. 그는 1904년 東
京帝國大學 法科大學 졸업후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여 1905년 通信屬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東京郵便局 우편과장, 체신성 통신국 외사과장,
체신성 참사관, 체신서기관, 체신대신 관방비서과장 등을 역임했다. 1911년
체신성에서 樞密院으로 자리를 옮겨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이때부터 그는
당시 추밀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추밀원 고문관 이토 미요지(伊東
巳代治)를 비롯하여 이후 의장을 역임하게 되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
三郎)ㆍ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중
용되었다. 1913년 추밀원의장 비서관을 거쳐 1916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
縣有朋)의 추밀원의장 시기에 서기관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로부터 1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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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5차례 의장이 교체되었음에도 무려 19년 간 계속하여 추밀원 서기관
장에 후타가미가 연임되었다는 점은 당시 추밀원에서 그의 위치를 짐작하
게 한다. 이 기간 중에 그는 특히 이토 미요지 등과 함께 政黨의 당리당략에
대항하여 추밀원의 특권 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의회의 정당으로부터 “헌법의 파수꾼”을 자임한 이토 미요지의 책사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1924년 귀족원 의원이 되었고, 1934년 추밀원 서기관
장에서 행정재판소 장관으로 전임하였다. 이후 추밀원 고문관, 민법개정조
사위원, 문관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헌정자료실은 1981년과 1993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52건의 자료를
二上兵治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手記와 서류로 구
분된다. 수기의 대부분은 大正 초기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담화
필기이며, 서류에는 ｢樞密院審議件名一覧｣(1914~1919) 등의 추밀원 관계
자료와 한국의 3ㆍ1운동 관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二上兵治關係文書를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토
다카시(伊藤隆)가 야마가타의 담화필기에 대해 해제하여 이를 영인한 大
正初期山縣有朋談話筆記 政變思出草(山川出版社, 1981)가 있다. 후타가미
에 대한 전기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추밀원 서기관장 시기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헌정자료실 소장의 ｢倉富勇三郎日記｣(倉富勇三郎關係文書에 수
록)에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二上兵治關係文書의 서류부분에서 3ㆍ1운동과 관
련하여 당시 경성일보의 가토 후사조(加藤房藏)가 야마가타에게 보낸 ｢加
藤房藏意見書｣를 비롯한 편지 등 4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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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關係文書 1
이쥬인 히코키치(1864~1924, 鹿兒島 출생, 男爵)는 明治ㆍ大正 시대의
중국문제에 정통한 대표적인 외교관이다. 그는 1890년 東京帝國大學 법과
대학 졸업 후 外務省試補로 외무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飜譯官, 청국 주재
芝罘 부영사, 영국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등을 역임했다. 1896년 한국
주재 釜山 영사, 仁川 영사를 담당했다. 1901년 청국 주재 天津 영사에 부임
하여 다음해인 1902년 總領事로 승진했다. 이 시기 이쥬인은 天津의 일본인
거류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天津을 일본의 청국 華北地方 진출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시켰다. 또 러일전쟁(1904) 후에는 외무성의 지휘를 받
아 滿洲에서 일본의 세력권 확대 및 확립을 위해 청국정부와의 교섭을 주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청국의 北洋大臣이자 直隷總督인 袁世凱
및 唐紹儀와 친교를 맺었다. 1907년 영국 주재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으로 부
임했으나, 다음해인 1908년 청국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고, 辛亥革
命(1911) 이후에는 中華民國 주차 특명전권공사로 1913년까지 재임했다.
신해혁명기에 그는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중국의 정체는 立憲君主制가 존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袁世凱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袁世凱가 혁명파
에 참가함으로써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이에 이쥬인은 자신의 정치적 실
패를 인정하여 외무성에 중국 주재 전권공사의 사직을 상신했다. 그러나 당
시의 외무대신 우치다 고우사이(内田康哉)는 “귀관의 진퇴는 현재의 시국
에 합당하지 않다”하여 그의 사직 상신을 각하시켰다. 이후 그는 신해혁명
으로 인해 조성된 중일관계의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정부와의 교섭을 담당
했다. 1913년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郞)와 중국 주재 전권공사를 교대하
고 일본으로 귀국한 이쥬인은 1916년 이탈리아 주차 특명전권공사로 부임
했다. 그 후 1919년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정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사
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진다 스테미(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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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捨巳),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와 함께 일본의 전권위원 중 1인으
로 파견되었다. 이 회의에서 맹렬하게 전개된 중국의 대외 선전전에 대해
당시 정부 현직의 중심인물 없이 구성된 일본의 전권위원단은 책임있는 판단
이 불가능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다른 국가로부터 “Silent Partner”라
고 조롱받았다. 이에 반발로 외무성의 소장파 관료들은 ‘革新同志會’를 설립
하여 대외교섭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혁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1920년 외무
성에 情報局이 신설되었고, 이쥬인은 그 초대 국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1922년 關東廳(관동도독부의 후신) 장관을 거쳐 1923년 제2차 야마모도 곤

베에(山本權兵衛)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입각했다. 하지만 그 직후 황태자
攝政宮 히로히토(裕仁) 親王이 사회주의자 난바 다이스케(難波大助)로부터
저격당한 ‘虎ノ門事件’이 일어나 내각이 총사직하게 되어 그의 외무대신 근
무는 불과 3개월로 끝났다. 이쥬인은 외무관료 기간의 대부분을 외국 현지에
서 근무했으며, 중국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92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268건의 자료를 伊集院彦
吉關係文書 ｢その1｣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 서류, 일기로
구분된다. 그 중 가장 중심 자료는 이쥬인이 청국 주재 전권공사 시기부터
이탈리아 주재 전권공사 시기까지 기록한 그의 일기(1911~1918)이다. 이
일기는 신해혁명의 발발에서 중화민국의 성립 이후까지 중국에서 외국 외
교단과의 교섭, 군부의 동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서간은 중국 주재 전
권공사 시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외무대신 마키노와의 왕복서신 23건을 비
롯하여 82건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서류에는 필사한 외무성의 전보, 勲
記ㆍ위임장 등의 이력관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외무성 전보
는 현재 외무성 외교사료관에도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유럽 주재 외교관들과 외무성의 정보전달 정황, 러시아의 시베리아
출병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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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集院彦吉關係文書 ｢その1｣을 활용한 연구로는 尙友倶樂部ㆍ히로세
요시히로(廣瀬順晧)ㆍ사쿠라이 료쥬(櫻井良樹)가 편찬한 伊集院彦吉關係
文書 全2巻(芙蓉書房出版, 1996~1997)에 이쥬인의 일기, 마키노와의 왕복
서신, 외무성의 전보 등 伊集院彦吉關係文書의 중요 자료들을 영인하여
소개하였다. 이쥬인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마쓰무라 마사요시(松村正義)가
｢外務省情報部の創設と伊集院初代部長｣(國際法外交雜誌 70-2호, 1971)
에서 외무성 정보부의 창설 과정과 초대 국장 이쥬인의 활동을 분석했고, 바
바 아키라(馬場明)는 日露戰爭後の日中關係(原書房, 1993)에서 서간을 바
탕으로 청국 주재 전권공사 시절의 이쥬인의 활동을 조명했다. 이쥬인에 대
한 전기로 발간된 것은 없지만, 追悼會發起人會에서 편찬한 伊集院彦吉男
青木宣純將軍追悼錄(1934)에서 그에 대한 인물평을 참고할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사료명 伊集院彦吉(이쥬인 히코키치)關係文
書 1은 伊集院彦吉關係文書 ｢その1｣에 해당하며, 서류의 이력관계문서
가운데 이쥬인이 부산 영사와 인천 영사로 임명된 위임장 및 그 한문 번역
의 4건이 수집되어 있다.

(51) 다치바나 코이치로(立花小一郎) 關係文書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 1861∼1929)는 1861년 미이케(三池, 후
쿠오카) 번의 무사집안(三池藩家老ㆍ立花硯의 長男)에서 태어나 188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교관, 참모본부 제1국원, 청국주둔참모, 袁
世凱의 군사고문을 역임하고 여단장을 거쳐서 1912년 9월 조선주차군 참모
장으로 조선에 부임한다. 이후 1914년 4월 제2대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
1916년 4월 제19사단장에 취임하고 1918년 7월 제4사단장으로 전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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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5년 10개월간 조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관동군사령관을 역임하
고 1920년 8월에 육군대장이 되어, 1921년 1월에 마지막 浦鹽派遣軍司令官
이 되었다. 그 후 군사참사관을 역임한 후에 1923년 12월에 예비역에 편입
이 되었고,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1924년 8월부터 1925년 8월까지는
후쿠오카시장, 1925년 7월부터 1929년 2월까지 귀족원의원을 역임하였다.
다치바나는 데라우치 육군대신의 고급부관을 지내는 등 출세가도를 걷다
가 만주수비대장시절 가스중독에 의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퇴역을 눈앞
에 두었다. 이후 데라우치에 의해 제 30여단장으로 발탁되어 이후 출세가도
를 걷는다.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아키
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介, 육군성 참사관, 조선총독부 참사관)와 함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四天王’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
고록이나 전기도 없고 다치바나에 대한 개인 연구나 일본국회도서관 헌정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立花小一郎關係文書를 사용한 연구는 百瀬孝의
｢近衛旅團長の勤務と生活｣(日本歴史 476, 1988) 연구와 헌병대사령관 시
절의 일기를 사용한 연구는 이형식,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위생정책과 조
선사회｣(한림일본학 제20호,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2)；이형식, ｢1910
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조선전염병예방령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92호, 한국일본학회, 2012), 이형식, ｢朝鮮憲兵司令官 立花

小一郞과 ‘무단통치’：立花小一郞日記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57,
2012)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치바나는 1909년부터 1923년까지 약 14년간 回顧余祿이라는 일기를
남겼다. 回顧余祿은 개인적인 감정과 감상을 자제하면서 하루하루의 일
상(일정, 방문자 등)을 기록한 것으로 일기보다는 일지에 가깝다. 게다가
야전 군인들의 평시 일기는 대단히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다치바나 일기에
서 그의 사상과 행동을 추출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는 않다. 다행히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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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사령관 시절의 다치바나 일기(1914년 4월부터 1916년 6월까지)는
헌병대사령관의 일상과 업무(장관회의, 경무총감부회의 등)와 조선총독부
의 주요 현안을 부족하나마 파악할 수 있어 사료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1910년대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1급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다치바나 일기 중 부국장회의의 주요 안건>

연 월 일

1914

부국장회의의 주요 안건

5월 15일

특별한 안건 없음

6월 9일

총독의 성지 전달, 각 장관으로부터 총독 부재중의 보고

6월 12일

의사규칙개정

6월 19일

중국노동자

6월 23일

林炳讚과의 문답, 경관강습주의, 魁新聞記事

6월 26일

쌀박람회, 阿波기선보조금문제, 閔俊植일행 귀경, 魁新聞

6월 3일

醫師試驗規定修正 및 에비슨 醫學校卒業者處分

7월 3일

閔泳翊葬儀,

7월 7일

園丘壇, 石鼓壇 교체

7월 10일

公醫職務, 李堈公 및 太王私子民籍의 건

7월 14일

平安山林請願

7월 17일

墓地

7월 21일

癩病院, 私立傳染病院, 民籍法, 傳染病予防規則

7월 24일

公醫配置, 製酒取締,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개회

8월 4일

平壤府尹과 警官 不円灣

8월 7일

총독으로부터 시국에 대한 주의

(임시)

(國境外國人에 대한 정보 진술, 交戰國人保護, 警務機關緊粛)

8월 24일

宣戰詔書 낭독, 總督 이에 대한 諭達

9월 1일

총독으로부터 시국에 대한 주의

9월 19일

외국정치에 대한 신문단속, 함흥수해

9월 25일

浦鹽勸業會解散

10월 13일

세브란스 병원 인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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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10월 16일
1914

1915

부국장회의의 주요 안건
묘지규칙, 屠獸墓地管理, 順化院附屬舎설치 기부금 모집,
山東渡港取締

10월 27일

屠獸料墓地埋墓料, 군인후원회, 國境密出入取締

11월 27일

三陟郡의 일, 납세

1월 8일

조선인 결혼연령, 月報編纂改正

1월 15일

賊徒鎭圧(총독), 위생상태보고(경무총장)

2월 5일

1915년도 실행예산

2월 12일

공통법, 민적

2월 26일

玉觀弼, 李承薫, 참정권문제

3월 2일

服部大佐의 越權, 위생조합소관

3월 5일

민적이관, 지방세

3월 12일

세브란스입학식 출석

3월 26일

公醫問題, 島司任命

3월 30일

對岸페스트, 외국인 거주신고

4월 2일

헌병에 대한 요청, 총독 부재중의 주의

4월 9일

남산에 大神宮奉仕

6월 1일

수질검사, 屠獸檢査員

6월 4일

외국인 의사시험

6월 8일

도로우측통행

6월 11일

평양일일신문

6월 18일

중앙위생회

6월 22일

도로우측통행결정

8월 24일

出版物取締

9월 14일

宮三面사건, 間島民刑事1件, 地方官民共進會견학

10월 8일

醫生

10월 22일

長田□事件

10월 26일

宮三面사건

11월 5일

다이쇼천황 즉위식

11월 9일

褆賀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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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1915

1916

부국장회의의 주요 안건

11월 22일

宮三面사건

11월 23일

宮三面사건

12월 28일

共進會 및 大禮感想收集

1월 6일

諭告發表

1월 22일

衛生組合費

2월 8일

在郷軍人會監督

2월 18일

衛生組合

2월 22일

端川結社, 全鮮醫會

3월 24일

佛教信興會

한편, 다치바나가 데라우치의 부관을 지냈을 뿐 아니라 육군의 비주류였
던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와도 친분이 있어 야마가타파와 우에하라파
모두에게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관계문서의 서한 중에는 아
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조선헌병대사령관),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
古, 조선군사령관), 후루미 이즈시오(古海嚴潮, 조선군 참모장), 이구치 쇼
고(井口省吾, 조선군사령관), 스가노 쇼이치(菅野尙一, 군무국장), 기쿠이
케 신노스케(菊池愼之助, 조선군사령관),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우에하
라 유사쿠(上原勇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등 육군관계자가 많지
만, 아카시의 서한을 제외하고는 조선관련 내용은 적다. 그 외에도 조선총
독부 관료(池邊龍一ㆍ工藤荘平ㆍ關屋貞三郎ㆍ山縣伊三郎 등), 재조일본인
(香椎源太郎), 조선인(韓相龍ㆍ李堈公)의 서한이 있지만 헌병대사령관 시

절의 서한은 적어, 사료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재임시절의 일기(1912~1919)와 明石元二郎
(23통), 후쿠다 마사타로(福田雅太郎, 4통), 古海嚴潮(2통), 이케베 류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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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邊龍一, 1통),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 2통), 구도 소헤이(工藤荘平,
2통), 마치다 게이우(町田經宇, 4통),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 6통), 노

다 우타로(野田卯太郎, 3통), 오이와 지로(大庭二郎, 3통), 田中義一(4통),
寺内正毅(5통), 도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郎, 6통), 上原勇作(7통)을 수
집했다. 또한 사령서와 의견서, 조선군관련 사진집 등이 수집되어 있다.

(52) 이노우에 케이지로(井上敬次郞) 關係文書
이노우에 게이지로(1861~1947)는 구마모토(熊本) 출신으로 자유민권운
동가, 도쿄시 간부로 활동했다. 1879년경 상경해 近事評論社에 들어갔는데
1880년 정부의 외채모집에 관한 반대운동을 일으켜 투옥. 1884년 탈옥사건

에 관여해 재차 투옥되었고 1887년 조약개정을 비판했기 때문에 신문지조
례 위반죄로 다시 투옥되었다.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 발포에 따라 특
사를 받았고 옥중에서 알게 된 호시 토루(星亨)와 함께 2년간 미국유학을
했다. 귀국 후 關東新聞, めざまし新聞을 창간했다. 1896년 熊本移民株
式合資會社를 설립해 하와이와 멕시코로의 이민을 알선하였고 1903년 4월
東京市街鐵道(雨宮敬次郎設立)의 取締役, 日本木材輸出株式會社 取締役 등
을 겸무하면서 東京鐵道株式會社 専務取締役, 東京市 電氣局 電車部長을
역임하였다. 東京市 電氣局長을 끝으로 1921년 10월 퇴직한 이후 실업계에
투신해 多摩川水力電氣株式會社 社長, 鬼怒川水力電氣株式會社 取締役, 보
르네오殖産株式會社 取締役 등을 역임하였다.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이노우에 게이지로 문서는 1984년 4월 개
인으로부터 기증받은 414점의 서한과 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한이 약
200통(약 140명분)이며 서류 35점은 철도회사ㆍ전기회사 관계 및 남미개

척사업 관계, 자서전ㆍ회상기 등이고 그 밖에 사진(주변인물, 시찰단, 회합)
과 도서 등이다. 서한에는 오카자키 쿠니스케(岡崎邦輔), 고쿠보 키시치(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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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保喜七)를 비롯한 자유당(입헌정우회), 특히 星亨파의 것과 도쿄시 관계,
고향 구마모토 관계자의 것이 많다. 서류는 도쿄철도 취체역 때부터 도쿄시
전기국 이사 시절의 전차, 전등 경영관계와 남양개척사업관계가 사료적 가
치가 있다. 또한 서류에는 ｢井上氏實歷談｣과 ｢自敍傳波瀾重疊の七十年｣이
포함되어 있다. 또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에 수록되어 있는 ｢井上敬次郞
氏談話速記｣는 廣瀨順晧 감수 편집, 近代未刊史料叢書 1 政治談話速記錄
憲政史編纂會 舊藏 第二卷(ゆまに書房, 1998)으로 공간되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金玉均(50주기) 관련 金英鎭의 서한 1통과 정한론
관련 ｢征韓論廟議西鄕南洲翁口述筆記｣ 등 서류 3건이 수집되어 있다.

(53)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 關係文書
이노우에 마사지는 1877년 효고현(兵庫縣)에서 태어났다. 해군병학교에
들어갔으나 대륙에 뜻을 품고 퇴학했다. 동경전문학교 영어정치학과를 졸
업했다. 재학시절부터 아시아주의 단체 동아회에 관계했고, 1898년에 동아
회와 동문회가 합동해서 동아동문회가 성립하자 간사에 취임했다. 러일전
쟁 개시와 함께 동아동문회 특파원ㆍ遞信省 촉탁으로 한국에 건너가 1905
년에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재정고문 아래에서 재무관에 취임했
다. 1907년 궁내부 서기관으로 전임해서 1909년 퇴관했다. 그 후 1910년대
는 저작을 통해서 경제적인 남진론을 주창했고 실업가로서도 활약하여 동
남아 개척을 지향하고 南亞公司를 창설했다. 南洋協會가 창설되자 이사에
취임했다. 1924년 海外興業株式會社를 설립하고 1926年에는 秘露綿花株式
會社의 사장에 취임하는 등 남미 개척사업에도 진출했다. 1924년 제15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 외 멕시코산업 사장, 동양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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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전무고문, 인구문제연구회 상무이사, 아프가니스탄협회 회장, 日伯中央
協會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노우에 자료는 東京大學法學部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데, 헌정자료실에서 그 일부를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을 작성했다. 近代日
本法政史料센터소장자료는 일지(1894~1946年), 자필원고(單行本, 寄稿, 草
稿), 서류(滿洲ㆍ朝鮮視察報告, 移民關係, 選擧關係)등이 있다. 이 외 헌장
자료실에서는 199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문서를 고서점에서 구입하
였다. 구입한 자료는 서한 383통인데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
淸) 등 수상경험자 외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덴 겐지로(田健治郎),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 등 당시 정재계 지도자가
보낸 서한 등이다.
자료에 대한 소개는 東京大學法學部 近代立法過程硏究會, ｢近代立法過
程硏究會收集資料紹介(28)｣, 國家學會雜誌 90(7ㆍ8), 1977. 7(｢井上雅二
關係文書目錄｣에 수록), ｢井上雅二｣(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3巻,
吉川弘文館, 2007) 등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는 헌정자료실이 구입한 사료 중에서 尹德榮, 尹致昊, 宋
秉畯이 보낸 서한을 수집했다. 또 東大法學部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가 소장
한 이노우에 관련 자료 중에서 일기(1904~1910)와 ｢昭和七年春 滿鮮視察
記｣, ｢(韓國宮內府) 官制改正關係法規原案｣, ｢韓國宮中改革成蹟｣, ｢拓殖務
省(附移植民委員會)設置ノ必要ト其ノ組織｣을 수집했다. 일본의 대한제국
황실 개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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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삿사 도모후사(佐佐友房) 關係文書
삿사 도모후사(1854~1906)는 구마모토(熊本) 출신의 교육자, 언론인이
자 정치가이다. 西南戰爭에 참여하여 除族되었고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
았다(1877. 10.). 1879년 12월 熊本 高田原相撲町에 동지와 함께 同心學舎
를 개교(뒤에 同心學校로 개칭), 1881년 2월 상경하여 紫溟會 결성하였다
(1881. 9.). 1882년 同心學舎를 濟濟黌으로 개칭하고 濟濟黌開校式을 거행

했다. 1887년 3월 濟濟黌長. 1889년 1월 紫溟會를 改組해 熊本國權黨을 설
립하였고, 1889년 8월 조약개정안 불가를 논해 다니 간죠(谷干城), 아사노
나가고토(淺野長勲), 미우라 고로(三浦梧楼) 등과 日本倶樂部(非政社團體)
를 설립했다(개정중지로 인해 10월에 해산). 1890년 4월 九州同志連合會
(民權派)를 조직하였고 의회 개설 후 1890년 7월 중의원의원에 당선된 이

래 제1회부터 9회 총선거 연속 당선되었다. 國民協會를 설립(1892. 6.)한
뒤 神鞭知常, 安部井盤根 등과 大日本協會를 조직(1893. 10.)했다. 1897년
에 유럽을 방문(1897. 3.~12.)하였고, 1899년 7월 國民協會를 해산, 帝國黨
을 결성하고 大同倶樂部를 조직했다(1905. 12.).
삿사 도모후사 관계문서는 1965년 헌정자료실이 손자로부터 양도받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서한, 일기 외에 삿사 등이 구마모토에 설립한 濟濟
黌 등 교육관계 서류, 서남전쟁 및 紫溟會, 熊本國權黨, 국민협회, 국민동맹
회 등 정당과 정치운동 관계 서류로 원자료 약 800점이 소장되어 있다. 헌
정자료실 소장 이외의 1차 사료로는 가족이 九州大學 부속 九州文化硏究所
에 기증한 ｢佐佐家文書｣ 약 1,600점이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九州
文化硏究所 소장 고문서 목록 8에 목록이 실려 있다. 이 문서는 주로 구마
모토 국권당의 관련사업에 관여한 형 간조(干城)의 사료가 중심이지만 정
치, 정당, 실업 등의 사료 가운데 삿사 도모후사 관련 사료도 산견된다. 또
한 서한의 일부는 熊本 현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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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으로 복제되어 헌정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 공개하고 있는
1차사료로는 구마모토현 濟濟黌고등학교 내의 濟濟黌역사자료관에 삿사의

서한이 몇 점 전시되고 있으며, 德富蘇峰기념 鹽崎재단에도 서한이 소장되
어 있다. 비공개 1차 사료로서는 구마모토 국권당 관계자의 자손 및 삿사
집안의 후손이 각기 소수의 서한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헌정자료실 소장 사료를 포함한 활자사료로서는 佐佐克堂先生遺稿
刊行會 편, 克堂佐佐先生遺稿(改造社, 1936)가 있으며, 서남전쟁 종군일
지인 戰袍日記(1891)가 1986년 靑潮社에서 간행되었다. 이밖에 헌정자
료실 소장 ｢品川彌二郞關係文書｣, ｢宗方小太郞文書｣, ｢安達謙藏關係文書｣,
｢小橋元雄關係文書｣, ｢元田永孚關係文書｣ 등에는 삿사의 서한이 상당히 포
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元田永孚關係文書는 1985년 山川出版社에서 간
행되었다. 또한 ｢品川彌二郞關係文書｣의 삿사 도모후사 서한도 尙友俱樂
部, 品川彌二郞關係文書 4로 1998년 간행되었다. 이밖에 삿사의 서한이
수록된 출판물로는 國學院大學 도서관에서 발행한 井上毅傳 史料篇 제5권
(1975년)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9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서한을 중심으로 19점의 조선관련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서한의 발송자는 安達謙藏, 國友重章, 安場保和, 澁澤榮一 등이며, 서
류에는 佐佐友房에게 올리는 征韓論에 관한 의견, 김옥균일기 ｢甲申日錄略
抄｣, 일진회 회장 尹始炳의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55) 나카하라 킨지(中原謹司) 關係文書
나카하라 킨지(1889~1951, 長野 출생)는 재향군인회와 민간단체를 기반
으로 大正ㆍ昭和 시대에 활동한 우익 정치인이다. 早稻田大學 문학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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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시절 연극배우를 지망했던 그는 實兄의 사망을 계기로 대학 졸업 후
귀향하여 육군에 입대했다. 1915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나 그의 군생활은
단기간으로 끝났다. 임관 직후부터 그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기 때
문이다. 이해 실시된 제12회 衆議院 선거에 출마한 히구치 류쿄(樋口龍峽)
를 지원하기 위해 그 경쟁자인 이하라 고로베이(伊原五郎兵衛)의 출마사퇴
공작을 전개했다. 이 선거에서 히구치는 득표율 3위로 당선되었고, 군대에
서 나온 나카하라와 히구치는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게 되었다. 같은해 그
는 立憲同志會 계열의 지방지 信濃時事新聞社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나
카하라는 이 신문사의 주필, 週刊 信州郷軍新聞 발간, 南信電氣株式會社
의 지배인, 監査役 등을 역임하면서 全日本興國同志會에 참가하면서 愛國
勤勞黨 南信支部의 결성을 주도했다. 그는 고향 下伊那郡의 유력인사이자
우익 논객으로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1931년 長野縣會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곧이어 그는 다음해인 1932년 실시된 제
18회 중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이때는 최하위 득표로 낙선했다. 이에

나카하라는 재향군인의 정치적 조직화를 목적으로 信州郷軍同志會의 결성
을 주도하여 그 지도자가 되었다. 향군동지회는 결성 직후부터 자유주의적
이고 反軍적인 언론에 적극적인 배격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익단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향군동지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카하
라는 1936년 제19회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전국적인 우익 정치인으로
성장하였다. 1937년 그는 제20회 중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었고, 이때 히라누
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내각에서 해군참여관으로 활동했다. 1940년 天皇
制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파시즘적 운동으로서의 신체제운동이 전개되자 나
카하라는 그 초기부터 이에 합류하여 東亞建設國民連盟에 중심인물로 참가
하여 東亞建設國民連盟 長野縣支部長이 되었다. 신체제운동을 바탕으로 결
성된 大政翼贊會에서 중앙협력회 총무부 부부장으로 활동했다. 1942년 제

Ⅰ. 주요 자료 소장 기관 자료 121

21회 중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이 되었다. 이후 1945년의 종전까지 翼贊政

治會 등의 우익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로부터 전쟁 책임 및 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1인으로
지목되어 1946년 공직추방되었다. 나카하라는 昭和 전반기 파시즘적 운동
인 신체제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85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7,002건의 자료를 中原謹
司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류와 手記로 구분된다. 서
류에는 1) 신체제운동ㆍ중앙협력회의ㆍ익찬정치회 등의 大政翼贊會 관계
자료, 2) 昭和 10년대의 법안ㆍ의원회의 자료 등의 의회 관계자료, 3) 각 행
정기구의 법안 개정자료 등의 행정 관계자료, 4) 재향군인회ㆍ信州郷軍同
志會ㆍ愛國勤皇黨 등의 우익활동 관계자료, 5) 長野縣會ㆍ청년훈련소ㆍ南
信電氣會社 등의 長野縣 관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수기에는 나카하라 본
인의 일기, 메모, 강연원고, 수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帝國在鄕
軍人會, 信州郷軍同志會, 전시의 의회, 대정익찬회 관계자료 등은 당시 일
본의 정치 및 사회구조를 파악함에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中原謹司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일본의 전체주의 연구와 관련
하여 진행되었다. 수자키 신이치(須崎愼一)는 ｢秘められた軍ファシズム運
動：全日本郷軍同志會構想と信州郷軍同志會｣(一橋論叢 81-6호, 1979)에
서 군대의 파시즘운동의 측면에서 재향군인회의 역할과 나카하라의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이 연구를 확대하여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天皇
制ㆍ軍部ㆍ戰爭ㆍ民衆(大月書店, 1998)에서 일본 전체주의의 전체상을 조
망하였다. 그 외 나카하라에 대한 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행정 관계자료 중 당시 서울의 관광 팜플렛과 관광
지도, 조선ㆍ대만ㆍ사할린의 물자에 관한 메모의 3건, 長野縣 관계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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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하라의 해군참여관 시기 조선해협의 터널 기점을 충청남도의 당진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唐津市役所의 진정서 ｢朝鮮海峽隧道唐津起點決
定方陳情書｣ 1건 등 모두 4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56)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關係文書
소네 아라스케(1848~1910, 山口 출생, 子爵)는 죠슈(長州) 출신으로 明
治維新 직후부터 메이지시대 일본의 입법, 행정, 재정, 외교, 군사, 한국침략
등의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동한 대표적인 관료 정치인이다. 그는 죠슈번의
藩校 明倫館에서 漢學을 공부하고 메이지유신 직후 정부군으로 戊辰戰爭
(1868)에 종군했다. 이후 1869년 陸軍兵學寮에 입학, 2년 후인 1872년 프랑

스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유학했다. 소네는 1877년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陸
軍省에서 공식적인 관료생활을 시작했으나, 1881년 太政官으로 자리를 옮
겨 參事院 議官補, 法制局 참사관, 내각기록국장, 관보국장, 법제국 서기관
등 1889년까지 정부의 주요 文官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1890년 의회가 개
설되자 衆議院 서기관장에 발탁되었고, 1892년의 제2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본인이 고향인 山口縣에서 중의원에 당선되어 중의원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중의원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1893년 정부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
주차 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하여 청일전쟁(1894)과 삼국간섭(1895)에서 프
랑스 정부와의 교섭을 담당했다. 이후 1898년 그는 제3차 이토 히로부미(伊
藤博文) 내각에서 司法大臣으로 입각한 이래, 제2차 야마가타 아리토모(山
縣有朋) 내각에서 농상무대신으로 입각했고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
다. 1901년 제1차 가쓰라 타로(桂太郞) 내각에서는 大蔵大臣으로 입각하여
러일전쟁으로 인한 전시재정을 담당했다. 이 시기 소네는 마쓰가타 마사요
시(松方正義)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두 국가원로의 후원을 받아 곤
란한 정부의 재정상황에서 국채발행, 외채모집, 증세 등을 단행하여 러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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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필요한 전비를 성공적으로 조달하였다. 이후 1906년 추밀원 고문관을
역임했고, 1907년 統監 이토의 추천에 의해 副統監이 되어 한국에 부임했
다. 1909년 이토의 뒤를 이어 소네는 제2대 통감이 되어 이토의 한국정책을
승계했다. 이해 10월 그동안 일본정부의 한국정책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토가 중국의 하얼빈에서 한국인 청년 安重根에게 사살당한 ‘하얼빈의거’
가 일어났다. 이토의 사망으로 일본의 ‘한국병합’ 정책은 상당한 차질이 빚
어졌는데, 이 시기 소네는 이토의 한국정책을 계승하여 한국의 상황을 통제
했다. 소네는 군인 출신이지만, 사건의 해결방식이 급진적이지 않은 현상유
지형 관료 정치가로 평가받는다. 또 ‘한국병합’ 직전의 통감으로서 소네의
한국정책에 대해서는 유약했다는 평가와 성공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관리했
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헌정자료실은 1970년 大蔵省 財政史編纂室에 소장되어 있던 曾禰家文
書 3책을 마이크로필름 4卷으로 복사하여 이를 曾禰荒助關係文書로 소
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모두 서류로 분류되며, 소네의 大蔵大臣를 중
심으로 한 메이지 후기의 재정 관계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자료에는 세출ㆍ
세입표, 공채모집 관계자료, 러일전쟁 및 전후 경영에 관한 의견서, 관세에
관한 의견서, 전매제도 관계자료, 한국ㆍ중국 등의 광업조사자료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 중 1903년도 예산에 관한 자료는 제1차 가쓰라 내각의 재정
정책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曾禰荒助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近代史懇談會에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등사판으로 간행한 曾根ㆍ水町両家文書目錄(1956)이 있다. 소
네에 대한 전기로는 미노베 슌키치(美濃部俊吉)가 간행한 西湖曾禰子爵遺
稿竝傳記資料(1913)와 니시노 키요사쿠(西野喜與作)의 歴代蔵相傳(東
洋經濟新報社出版部, 1930)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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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러일전쟁기 일본의 한국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정부
가 파견한 재정고문 및 외교고문에 관한 자료 2건, 한국에서 전매제도 시행
에 관한 자료, 한국의 화폐제도 개정 및 은행설립에 관한 자료 등 모두 4건
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57) 마사키 진자부로(眞岐甚三郞) 關係文書
마사키 진자부로(1876~1956)는 1876년 사가(佐賀)에서 태어났다. 1897
년 육군사관학교(9기)를 졸업하고 육군대학교에 입학하나 러일전쟁이 발발
하자 중퇴하고 러일전쟁에 참전한다. 1906년 3월 육군대학교에 복귀해서
1907년에 졸업했다. 그 후 군무국 과원, 독일 주재무관을 거쳐 보병42연대

대대장, 久留米俘虜收容所長, 교육총감부 제2과장, 군무국 군사과장을 역임
한다. 육군사관학교 교장(1926년), 제8사단장, 제1사단장, 대만군사령관, 참
모차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승진하여 군사참의관에 오른다. 이후 교육총감
에 오르나 2ㆍ26사건 후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2ㆍ26사건에 대한 연루
혐의로 구금당하나 東京陸軍法會議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패전 후에는 A
級戰犯 용의로 구류당한다.
헌정자료실 眞岐甚三郞 관계문서는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나뉜다.
서한은 2,051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서류의 부는 마사키가 정리한 각종
서류, 동경재판, 일기로 나눠 헌병정보, 각종격문, 괴문서, 2ㆍ26사건, 동
경재판에 관계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사료소개로는 伊藤隆, ｢眞崎甚三郎｣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 동서 제3권에 추가정

보가 있음)가 있다. 마자키 일기 가운데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기는
眞崎甚三郎日記 全6巻(近代日本史料選書 1)(山川出版社, 1981~1987)
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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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7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朴重陽의 서한(5통), 韓相龍의 서한(9통), 韓雲階
의 서한(1통), ｢朝鮮統治要綱試案｣(1931년 8월 9일 작성), ｢鮮人同化の重
要性と其の方策に就て｣(1939년 8월 작성), ｢鮮人同化の必要性及可能性｣,
｢朝鮮視察概況｣을 수집했다. 대표적인 서한은 다음과 같다.
▸박중양이 보낸 서한
1. 1935년 9월 7일자：다음 달 사단대항 연습을 위해 조선을 방문할 때 대구

방문을 희망(박중양이 1935년 9월 1일 하야시 육군대신에게 보낸 서한이
첨부됨).
2. 1936년 3월 3일 2ㆍ26사건은 유감.
3. 1936년 3월 16일 숙군 유감.
4. 1936년 5월 7일 병문안
5. 1937년 9월 26일 2ㆍ26사건 무죄판결 축하.

▸한상룡이 보낸 서한
1. 6월 16일 조선산 이불 송부
2. 7월 21일 동경에서의 면담에 감사, 미즈마치(水町) 선생의 사망은 유감.
3. 8월 1일 조선식 모기장 송부.
4. 1934년 10월 31일 고다마 히데오 척무대신 취임은 조선을 위해서 행운.

칙선의원(귀족원)에 결원이 생기면 자신을 추천해 주시기를 희망.
5. 8월 26일(엽서) 4ㆍ18사건은 유감.
6. 1935년 11월 10일 칙선의원(귀족원의원) 추천 희망.
7. 1937년 9월 26일 무죄판결(2ㆍ26사건) 축하
8. 7월 23일 교육총감 퇴임 유감.
9. 1936년 3월 19일 예비역 편입은 유감.

126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58)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關係文書
핫타 요시아키(1879~1964, 東京 출생)는 철도기술자로 출발하여 철도
행정ㆍ건설ㆍ산업 등 근대 일본의 철도에 관한 전분야에서 활동한 기술관
료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1903년 東京帝國大學 공과대학 졸업 후 山陽鐵道
株式會社에 입사하였다. 1906년 일본정부의 철도국유화 조치에 따라 회사
가 국유철도가 되자, 그는 遞信省 철도작업국에 배속되었다. 1916년 秋田철
도건설사무소 소장으로 승진하여 1920년 유럽 각국의 지하철도를 시찰하
고 1921년 귀국하였다. 이후 1921년 鐵道省 건설국 조사과장, 1923년 철도
성 건설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핫타는 1926년 철도차관에 발탁되어 이 시기
일본 국내의 철도 건설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그는 당시의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1929년
귀족원 의원에 선임되었고, 1932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부총재로 발탁되
어 일본의 滿洲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만철은 개조의 시
기였다. 만주사변(1931) 이래 만주 경영의 중심은 만철에서 關東軍으로 옮
겨졌고, 滿洲國의 경제에서 만철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어 개조가 불가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핫타는 만철의 자본금 8억엔의 증자를 성공시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만철의 鞍山製鐵所를 비롯한 중공업부문을 滿州重
工業開發에 양도하고, 만철을 철도와 탄광부문 및 조사부분으로 특화시키
는 만철의 개조를 주도하여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크게 발휘하였다. 이후 그
는 東北興業株式會社 총재를 역임하고 1938년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
一郎) 내각에서 拓務大臣으로 입각했다. 척무대신으로서 핫타는 조선에서
의 철도 경영과 한반도 북부의 항만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는 일본ㆍ조선ㆍ만주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북부의 교통운수
시설을 정비, 확충한 것으로 물자생산과 무역량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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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타는 商工大臣, 東京商工會議所 會頭, 東武鐵道株式會社 取締役會長, 帝
國石油株式會社 총재를 역임하였다. 1941년 정부로 복귀하여 도조 히데키
(東條英機)의 전시내각에서 철도대신, 체신대신, 운수통신대신, 내각고문을

역임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는 北支那開發株式會社 총재로
재임 중 종전을 맞이했고, 연합국최고사령부(GHQ)로부터 전쟁 책임 및 공
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1인으로 지목되어 1946년 공직 추방되었다. 핫타
는 기술관료로서의 식견과 경영자ㆍ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두루 갖춘 근대
일본 철도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96년 早稻田大學 현대정치경제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
는 八田嘉明關係文書를 복사한 마이크로필름 42권을 구매하여 이를 八
田嘉明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류로 구분되며, 핫타
의 1932년 만철 부총재 취임 이후 1945년까지 생산된 문서들이다. 자료의
대부분은 철도 및 운수정책에 관한 것으로 만철 관계자료가 큰 부분을 차지
하는데, 만철개조에 관한 자료는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외에 국가총동
원체제, 대동아공영권, 일본 국내 운수정책에 관한 자료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八田嘉明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早稻田大學 現代政治經濟硏究所는
早稻田大學現代政治經濟硏究所所蔵八田嘉明文書目錄(雄松堂出版, 1996)
을 간행하여 자료소개를 하였고, 다카하시 야스타케(高橋泰隆)는 이 자료
를 활용하여 日本植民地鐵道史論：臺灣, 朝鮮, 滿州, 華北, 華中鐵道の經
營史的硏究(日本經濟評論社, 1995)에서 일본이 건설한 식민지 철도를 분
석하였다. 핫타에 대한 공식적인 전기는 없으나, 그의 아들인 핫타 토요아키
(八田豊明)가 유고와 추도를 수록한 父八田嘉明の思い出(勁草出版, 1976)

이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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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八田嘉明關係文書 중에서 한국에서의 철도 및 운
수 관련자료와 만주 경영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68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이중 철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철도의 연혁과 현황, 관련법령과 조직
및 직원, 운수시설과 운수성적 등 1926년 당시의 한국철도 전반을 개관한
｢朝鮮鐵道ノ事業槪要｣, 함경도 雄基商工會에서 웅기의 지역적 경제적 이점
을 이유로 중국의 新京과 한반도 북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철도의 시발역
으로 雄基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新京北鮮直通旅客列車ノ始發驛トシ
テノ雄基港ニ就テ｣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만주 경영과 관련해서는
1934년 關東軍 참모장이 일본의 만주 개척을 위한 1935년도 만주로의 한국인

이주민을 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각 농장별 분산 배치를 계획한 ｢朝
鮮移住民處理要綱送付ノ件｣ 등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59)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關係文書
1898년 동북지역 미야기(宮城)에서 태어났다. 1919년 육군사관학교를,
1928년 육군대학교를 졸업했다. 1930년 관동군에 배치되어 만주사변에서

는 통신연락장교로서 중앙과 관동군 사이의 비밀정보를 관할하였다. 그 후
만주국의 건국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 1932년 일본으로 돌아와 第12師團
(久留米)參謀, 參謀本部部員, 陸軍省軍務局付(軍事課滿洲班)兼 對滿事務局

事務官, 關東軍參謀, 歩兵第53聯隊長(中支)을 역임하였다. 이후 關東防備軍
參謀, 9第15軍參謀, 3버마方面軍 參謀, 第33軍參謀長를 역임하였다.
가타쿠라 관계문서는 서한과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서한은 180여 명으
로부터 받은 것인데,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이시하라 간지(石原莞
爾, 관동군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관동군참모), 호조 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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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本庄繁, 관동군사령관), 미나미 지로(南次郎, 관동군사령관) 등 군인들
이 주를 이룬다.
서류는 전전의 자료와 전후 자료가 있다. 전전 자료로서는 만주국관계,
아시아외교관계, 육군관계, 戰地地圖 등이 있다. 전후 자료로서는 東京裁判
관계, 군관계(軍人小傳ㆍ戰友團體關連) 자료나 滿洲國史 編纂資料 외 政
治ㆍ外交(安全保障, 共産圏ㆍ아시아ㆍ유럽事情) 관계의 소책자ㆍ잡지ㆍ서
적 등이 있다. 일기ㆍ수첩은 1914년부터 1971년까지 약 30책이 있다. 가타
쿠라 자료에 대해서는 伊藤隆, ｢片倉衷｣(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
川弘文館, 2004)；伊藤隆 ｢片倉衷｣(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3巻,
吉川弘文館, 2007) 등의 소개가 있다. 가타쿠라 일기의 일부는 伊藤隆ㆍ服
部英理子, ｢片倉衷日記(抄)｣(中央公論 107(3)ㆍ(4), 1992. 3.~4.)로 번
각되었고, 가타쿠라는 담화속기록 片倉衷氏談話速記錄 上ㆍ下(日本近
代史料硏究會, 1982~1983)을 남기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朝鮮人ㆍ臺灣人徴兵メモ｣(文書番號, 671), ｢國際
外交｣(韓國), ｢朝鮮問題硏究予定表｣(文書番號 2215), ｢李ラインㆍ倉クラー
クラインについて｣(文書番號 2216) 등을 수집하였다.

(60) 고노 히로나카(河野廣中) 關係文書
고노 히로나카(1849~1923)는 후쿠시마(福島) 출신으로 중의원 의장, 농
상무대신을 역임한 정당정치가이다. 若松藩 出仕(1869. 11.), 4等權少屬, 3
等少屬을 거쳐 1870년 6월 사직했다. 三春藩廳 捕亡取締(1870. 12.), 磐前
縣 第14區副戶長(1873. 2.), 第5大區區長(1874. 1.)을 역임했다. 1875년 8월
石陽社(政治結社)를 창립하여 자유민권운동에 참여했다. 1878년 1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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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島縣屬ㆍ庶務課民會掛를 맡는 한편, 1878년 11월 三師社를 창립했다.
1879년 2월~5월 三春町 戶長, 1879년 7월 共愛同謀會 결성, 1880년 4월 國會

開設願望有志會를 조직해 總代가 되었다. 1880년 12월 自由黨에 입당하였
고, 1881년 3월 福島縣會議員(議長), 1881년 10월 自由黨 結黨에 참가하였
다. 1882년 12월 福島事件에 의해 國事犯으로 구속되어 1883년 9월 輕禁獄
7년형을 선고받았고, 1889년 2월 大赦로 출옥하였다. 의회 개설 이후에는

제1회 총선거부터 제14회 총선거까지 중의원에 연속 당선(1890. 7.~1923.
12.)되었으며, 1903년 12월 衆議院議長으로 선출되었다. 1905년 11월 히비

야폭동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1906년 4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2차 大隈
内閣에서는 農商務大臣을 맡았다(1915. 1.~10.).
헌정자료실의 고노 히로나카 관계문서는 1957~1960년경 수 차례에 걸쳐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서류의 부에는 舊自由黨ㆍ大同倶樂部ㆍ再興自
由黨ㆍ立憲國民黨ㆍ立憲同志會ㆍ憲政會 등의 정당자료와 연설ㆍ초고ㆍ의
견서ㆍ각서 등이 많다. 이 밖에 일기, 幕末ㆍ維新期 서류, 의회ㆍ선거관계,
福島事件 관계, 日比谷事件 관계, 외교관계, 산업관계, 福島縣 관계, 제단체,
신문잡지, 시, 이력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한의 부에는 1,700여 명으로
부터 수신서한 2,279점이 소장되어 있다. 활자화된 자료로는 ｢(史料紹介)國
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蔵 ｢河野廣中關係文書(書類)河野廣中日記｣ (1)ㆍ(2)｣
(民衆史硏究 31號ㆍ34號(1986. 11.ㆍ1987. 11.)에 1868년부터 1875년까

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福島縣史 第11巻(資料編第6ㆍ近代資料第1,
福島縣, 1964)에는 1874년부터 1884년까지의 福島自由民權運動 관계자료
및 헌정자료실 자료의 일부가 飜刻되어 있다. 전기로는 河野磐州傳 上ㆍ
下巻(河野磐州傳記編纂會 編, 1923)이 있으며,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
렉션에 일부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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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이 가운데 조선관계, 再興自由黨 관계, 立憲同志會,
외교 관계 서류 19점과 細井肇, 박영효, 민병석 등의 서한 19점이 수집되어
있다. 조선관계 서류에는 청일전쟁 시기의 朝鮮事變雜事, 방곡령, 京城仁川
商況, 경성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 關係文書
쓰루미 유스케(1885~1973, 岡山 출생)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사위
로 大正ㆍ昭和 시대 자유주의를 표방하여 활동한 관료, 정치인이다. 그는
1910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졸업 후 내각 척식국 조선과의 拓務屬官으

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911년 鐵道院으로 자리를 옮겨 철도원 총재 관방
비서과, 감리부 사무과, 經理局 등의 근무를 거쳐 1918년 철도원 총재 관방
문서과장을 역임했다. 1919년 미국으로 유학, 1921년 귀국하여 鐵道省 운
수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그 후 쓰루미는 1926년 공직 사퇴 후 1928년 제
16회 衆議院 선거에서 고향 오카야마(岡山)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정치인으

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제18회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1936년의 제16회 중
의원 선거로부터 1942년의 제21회 중의원 선거까지 내리 3선 의원이 되었
다. 이 시기 그는 明政會ㆍ立憲民政黨ㆍ翼贊政治會 등에 소속되어 의정활
동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太
平洋問題調査會 日本支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미일 간의 민간외교에 적
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 중일전쟁 이후 일본에 불리하게 조성된 국제여론
을 무마하기 위해 1938년 일본정부가 설립한 太平洋協會에 쓰루미는 일본
대표로 참석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그는 日本進歩黨의 결성에 참여하여 초대 幹事
長에 취임했지만, 연합국최고사령부(GHQ)로부터 전쟁 책임 및 공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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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은 자의 1인으로 지목되어 1946년 공직 추방되었다. 1950년 공직
추방 해제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여 改進黨 소속으로 1953년 參議院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 시기 쓰루미는 改進黨 내에서 舊民政黨 左派의 일원으로 활
동하였고, 日本民主黨의 결성에 참가하여 1954년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郎) 내각에서 厚生大臣으로 입각했다. 이후 自由民主黨의 결성에

참가했으나, 1959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로는 정계에서 은퇴하여 저술활동
에 전념했다. 그의 저서로는 母(소설), 現代米國論ㆍ現代日本論(평
론), 後藤新平(전기) 등이 있다. 쓰루미는 자유주의를 표방한 보수적 정
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헌정자료실은 1991년과 1996년에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1만 2,062건의
방대한 자료를 鶴見祐輔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
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간은 고토 신페이, 마에다 다몬(前田多門) 등을 중
심으로 다양한 인물들과의 왕복서신 2,000여건으로, 이 중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영문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서류
는 1만여 건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1) 정치활동과 관련한 의회ㆍ정당 관
계자료, 2) 단체 및 외교활동과 관련하여 太平洋問題調査會ㆍ太平洋協會 관
계자료, 3)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저술원고ㆍ강연원고ㆍ회의록 관련 자료,
4) 일기ㆍ수첩ㆍ이력자료 등의 개인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鶴見祐輔關係文書에 대해서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구
체적인 자료소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시즈카 요시오(石塚義夫)의 鶴見
祐輔資料(講談社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2010)에서 자료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에시마
카즈마(上品和馬)는 廣報外交の先驅者ㆍ鶴見祐輔：1885~1973(藤原書店,
2011)에서 쓰루미의 외교활동을 분석하였고, 鶴見祐輔の廣報外交：一｢自

由主義的｣保守主義者の活動の特徴とその限界性 (早稻田大學出版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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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는 쓰루미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였다. 쓰루미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는 없지만 기타오카 쥬이치(北岡壽逸)가 편찬한 友情の人鶴見祐輔先
生(비매품, 1975)가 참고된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940년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과학적 의견을 보낸
金斗基ㆍ朴國煥ㆍ李範昇의 서간 3건, 6ㆍ25전쟁 휴전 후의 결과에 대한 메
모 1건 등 모두 4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62) 가바야마 스케히데(樺山資英) 關係文書
가바야마 스케히데(1868~1941, 鹿兒島 출생)는 다카시마 도모노스케(高
島鞆之助)의 사위로 明治ㆍ大正ㆍ昭和 시대의 관료, 정치가이다. 그는 1893
년 미국의 예일(Yale)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895년 臺灣總督
府의 참사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의 대만총독 가바야마 스케노
리(樺山資紀)와는 혈연관계는 아니었으나, 1896년 가바야마는 다카시마 拓
務大臣으로부터 척무대신 비서관 겸 관방비서과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이때
의 인연으로 그의 사위가 되었다. 이후 그는 1897년 제2차 마쓰가타 마사요
시(松方正義)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문부대신 관방비서과장을 역
임했다. 1900년 관직에서 퇴임한 후 10년이 넘도록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
는 이때 중국문제 및 러시아문제에 대해 분석하여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그는 1914년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理事에
선임되었다. 이 시기 그는 만철에서 광업부장을 담당하여 撫順炭鑛의 경영,
鞍山製鐵所 설립에 적극 활약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야마모토 곤베에(山本
權兵衛)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옹립하기 위해 막후에서 각계의 주요 인물들
과 교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1923년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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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였고, 가바야마는 내각서기관장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야마모토 내
각총리대신을 보좌하여 관동대지진(1923) 후의 東京 재건에 노력했다. 하
지만 이해 12월 황태자 攝政宮 히로히토(裕仁) 親王이 사회주의자로부터
저격당한 ‘虎ノ門事件’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야
마모토 내각은 총사직했다. 다음해인 1924년 그는 칙선으로 貴族院 의원에
선임되었고, 이후 露領水産組合長, 國際電話株式會社 사장 등을 역임하였
다. 가바야마는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의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정치계
에서 사쓰마파(薩派)의 중심인물로 평가받았다.
헌정자료실은 1971년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968건의 자료를 樺山資
英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간은 그의 부친인 가바야마 스케오(樺山資雄), 岳父 다카시마 및 가바
야마 스케노리와의 왕복서신 거의 대부분이며 약 800건이다. 서류에는 그
의 일기 및 이력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明治 말기의 광산 관계자료ㆍ
信濃川水力發電關係書類 관계자료, 관동대지진 관계자료, 昭和 시대 초기
의 捕鯨 관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가바야마의 일기에는 다양한 인물과 접촉한 기록이 있어서 흥미롭다. 헌
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樺山資英關係文書目錄을 PDF 파
일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樺山資英關係文書를 활용한 전문적인 연구는 없으나, 토리우
미 야스시(鳥海靖)의 ｢原内閣崩壊後における‘擧國一致内閣’路線の展開と挫
折｣(歷史學硏究報告 14, 1972)와 스에타케 요시야(季武嘉也)의 大正期の
政治構造(吉川弘文館, 1998)에서 가바야마의 정치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가바야마에 대한 전기로는 樺山資英傳刊行會에서 간행한 樺山資英傳(樺山
資英傳刊行會, 1942)이 있다. 여기에는 樺山資英關係文書에는 없는 의견서
와 다방면에서 수집한 관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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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관동대지진과 관련하여 그 피해상황을 문의하는 韓
相龍과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의 편지, 러일전쟁과 관련한 李容翊의 편지
등 모두 5건의 서간이 수집되어 있다.

(63)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郞) 關係文書
1865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1893년 日本大學 法律科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 교무주임, 中國新聞 주필을 거쳐서 1904년 중의원의원에 당선되어 8회 당
선된다. 遞信省 副參政官, 大東文化協會 常任理事, 産業組合中央官 顧問, 大日
本養生會 理事長, 全國私立學校協會 理事長, 日本大學 理事, 日本大學 中學校
長, 日本高等鐵道學校長, 憲政會政務調査會長 등을 역임했다. 아라카와는 最
近朝鮮事情(淸水書店, 1906)을 저술했고, 흑룡회가 3ㆍ1운동 이후 조선통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동광회의 간부를 역임했다. 동광회에 대해서는 동
선희의 ｢동광회의 조직과 성격에 관한 연구｣(역사와 현실 53, 2003)가 있다.
아라카와 관계문서는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구성되었다. 서한의 부에
는 입헌동지회, 헌정회 관계자 아다치 겐조(安達謙蔵), 가토 다카아키(加藤
高明),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외 214
명으로부터 받은 약 300통의 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서류의 부는 제12회ㆍ
13회 총선거 안내 및 격문, 일지ㆍ수첩류(1909년ㆍ1910년 일지, 1926년부

터 1929년까지의 수첩 및 1929년 미국방문 시의 일지), 저술원고, 金正穆
외 조선인 의견서 등이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堀内寬雄, ｢荒川五郎｣(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3巻, 吉川弘文館, 2007)의 소개가 있다. 2013년 8월 유가족으로부터 추가
로 자료가 기증되었다. 추가분을 포함한 문서목록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
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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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慶賢秀, 金榮浩, 金命錫, 李喜侃(동광회), 申泰鉉
(동광회)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鄭熏模 의견서, 慶賢秀 의견서, 金英洙 의

견서, 金正穆 의견서 등을 수집하였다. 참고로 아라카와는 제45회 의회에
서 金命錫의 제국의회에 대한 청원(朝鮮 大遠面 소재 蘆田에 관한 건)을
소개하였다.

(64)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關係文書
고토 신페이(1857~1929, 岩手 출생, 伯爵)는 明治ㆍ大正 시대에 의사ㆍ
관료ㆍ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국내 정치, 식민지 경영, 대륙침략정
책, 도시계획 입안 등 다방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소년
기에 장래의 희망으로 정치인을 지망했으나, 주변의 강한 권유에 의해 須賀
川醫學校에 진학, 졸업 후 愛知病院에서 의사가 되었고, 1881년 불과 24세
의 나이로 병원장 겸 愛知醫學校長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연설 도중 테러
당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를 치료했는데, 당시 이타가키가 그에
대해 “정치가가 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평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후 1883년 고토는 內務省에 출사하여 위생국 조사계 부장, 제2부장 등을 역
임하며 위생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독일에 유학 후 1892년 위생국장을 역임
했다. 고토는 1895년 臨時陸軍檢疫事務官長이 되어 청일전쟁 후 귀환하는
병사들에 대한 검역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청일전쟁의 사령관 고다
마 겐타로(兒玉源太郞)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것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1898년 그는 고다마 대만총독으로부터 臺
灣總督府 民政局長(이후 민정장관)으로 발탁되어 1906년까지 역임했다. 이
때 고토는 일본에서 초빙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臨時臺灣舊慣調査會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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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만의 역사ㆍ제도ㆍ관습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선행하였다. 그 조사내
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규제정, 토지조사, 철도ㆍ항만ㆍ도로 건설, 아편ㆍ식
염ㆍ담배의 전매제도 시행 등 대만의 식민지 행정에 대한 기초를 닦았다. 이
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고토는 1903년 칙선으로 귀족원 의원에 선임됨과
동시에 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1906년 그는 임지를 만주로 옮겨 南滿洲鐵道
株式會社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 시기 그는 만주철도의 광궤화 작업을 추진
하면서 일본의 만주 경영에 힘을 기울여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하얼빈 방문은 이때 고토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후 고토는 1908년 제2차
가쓰라 타로(桂太郞) 내각에서 遞信大臣으로 입각하여 철도원 총재를 겸임
했고, 1912년의 제3차 가쓰라 내각에서도 遞信大臣 입각, 철도원 총재 및
拓殖局 총재를 겸임했다. 이후 가쓰라와 정치적 행동을 같이하여 立憲同志
會 결성에 참여했으나, 가쓰라의 사망 후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등의 당
간부들과 대립하여 1913년 탈당했다. 이후 그는 1916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내각에서 내무대신으로 입각하여 철도원 총재를 겸임하였다.

이 시기 그는 1917년 중의원 선거에 개입하여 立憲政友會가 승리할 수 있
도록 막후에서 관선정치를 주도하고, 1918년엔 외무대신으로 옮겨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을 추진하였고, 東京市長을 역임했다. 관동대지진 직후 1923
년 제2차 야마모도 곤베에(山本權兵衛) 내각에서 그는 내무대신으로 입각,
帝都復興院 총재를 겸임하여 대규모의 ‘도쿄부흥계획’을 입안했으나, 의회
의 반대로 고전하던 중 ‘虎ノ門事件’으로 내각이 총사직하여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그는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 보통선거를 대비한 ‘정
치의 윤리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에 주력했다. 고토는
시대를 앞선 발상으로 원대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주로 입안했기 때문에 ‘大
風呂敷’라고 평가받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높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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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은 1980년 水澤市立後藤新平記念館에서 간행한 마이크로필
름 88卷을 구매하여 後藤新平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본래 고토의 사망 후, 後藤家에서 보관하다 1930년 後藤新平伯傳記編纂會
에 이관되어 전기 편찬에 사용되었다. 그후 1939년 後藤新平伯文書處理委
員會에 이관되어 자료의 정리 및 분류가 진행되었다. 1978년 고토의 고향인
岩手縣 水澤市에 水澤市立後藤新平記念館이 설립되자 자료는 이곳으로 이
관되어 1980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後藤新平文書(水澤市立後藤
新平記念館發行ㆍ雄松堂刊行, 1980)로 간행된 것으로 이관 받은 모든 자료
가 수록된 것은 아니다. 헌정자료실의 後藤新平關係文書는 이 마이크로
필름을 구매한 것이다. 자료의 구성은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서간에는
각계의 주요 인물 300여 명과의 왕복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서류에는 내무
성 위생국 시기의 위생 관계자료, 대만 민정장관 시기의 대만 통치 관계자
료, 만철 총재 시기의 철도광궤화 등 만철 관계자료, 내무대신 시기의 도쿄
부흥계획 등의 행정 관계자료 및 러일수교 추진을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자
료, ‘정치의 윤리화 운동’ 관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後藤新平關係文書는 근대 일본의 다양한 시기,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의 목록
에 대해서는 水澤市立後藤新平記念館에서 간행한 後藤新平文書目錄(水澤
市立後藤新平記念館, 1980)이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고바야시 미치히코(小林道彦)의 日本の大陸政策1895~ 1914：桂
太郞と後藤新平(南窓社, 1996), 행정활동에 대해서는 코지마 사토시(小島
聰)의 ｢後藤新平と‘大調査機關’構想｣(政治をめぐって 7, 1988), 정치활동
에 대해서는 스에타케 요시야(季武嘉也)의 大正期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
1998)가 대표적이다. 전기로는 그의 사위인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가 집필

한 後藤新平 전4권(後藤新平伯傳記編纂會, 1937~1938)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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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77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이토 히로부미ㆍ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등 주요 인
물과의 왕복서신 21건, ‘한국병합’ 관련자료, 대만통치 관련자료, 만철 관련
자료 등 모두 77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이 중에는 대만 민정장관으로
서의 고토가 러일전쟁 이후 만주와 한반도의 식민경영에 대해 식민지 경영
의 성공요인은 재정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 본국에
서 식민지에 대한 자금제공을 하지 않고 식민지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滿韓經營意見｣, 그리고 독일의 海軍大佐 폰 프스타
우가 일본의 ‘한국병합’은 합당한 조치이며, 그 통치자로 고토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독일의 일간지에 밝힌 ｢韓國ノ合幷ニ就テ｣ 등의 ‘한국병합’ 관련자
료, 고토가 대만의 민정장관을 사임하면서 이후의 대만 통치에 대해 후임자
에게 약속받은 ｢臺灣統治ノ旣往及將來ニ關スル覺書｣ 등의 대만 통치 관련
자료, ｢軍事上の要求に基づく朝鮮滿州に於ける鐵道經營方案｣ 등의 만철 관
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65) 헌정사편찬회(憲政史編纂會) 收集文書
1937年 ‘帝國憲法’ 제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일본 衆議院 안에 ｢憲政

史編纂會｣가 설치되었다. 오사 다케다유키(尾佐竹猛)를 위원장으로 하여
메이지유신 이후의 헌법제도, 의회정치ㆍ정당, 지방제도, 외교 등 憲政史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 수집했다. 전쟁 중에는 활동을 중단했는데 그 수집 자
료는 1949년에 개실한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로 계승되었다.
이 문서는 헌정사편찬회 수집 자료의 집합체이다. 헌정사편찬회의 자료
수집은 원본을 謄寫하는 방법을 취해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총 1,102점)
는 모두 펜으로 쓰거나 일본어로 타이핑한 사본이다. 원본 자체는 소장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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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지방관청 및 諸家에 秘藏되어 있었다. 그들 원본 가운데는 전쟁 중에
소실되거나 망실된 것이 많아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의 사본이 유일하게
남겨진 자료인 경우가 적지 않다.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는 書肆澤井에서
1994년 마이크로필름 215권으로 복제, 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明治憲法 草案類, 국회개설 관계자료, 지방제도 관계자료,
외교문제 주요사건자료(大津事件ㆍ청일전쟁ㆍ조약개정 등), 伊藤博文ㆍ伊
東巳代治ㆍ井上馨ㆍ植木枝盛의 각 관계자료이며, 또한 헌정사편찬회가 自
由民權運動을 비롯해 각종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록한
담화의 속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헌정자료실이 소장하는 ｢憲政資料
室收集文書｣1432에 憲政史編纂會의 사무서류가 남아 있다. 할자화된 자료
집으로는 翠雨莊日記 臨時外交調査委員會 會議筆記 等(小林龍夫 編, 原
書房, 1966)이 있는데 이 자료군에 있는 ｢翠雨莊日記｣외에 大正 시기의 정
치외교 관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복각 자료집으로는 憲政史編纂會舊藏
政治談話速記錄 1~10(廣瀨順晧監修ㆍ編集, ゆまに書房, 1998~1999), 憲
政史編纂會舊藏 伊東巳代治日記ㆍ記錄 1~7(ゆまに書房, 1999)이 있으며,
자료에 대한 소개로는 大久保利謙, ｢憲政史編纂會の憶い出－戰後近代史硏
究の先驅として｣(日本歷史 500, 1990. 1.)와 二宮三郞, ｢憲政資料室前史｣
(參考書誌硏究 43~45, 1993. 9.ㆍ1994. 8.ㆍ1995. 10.)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8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書肆澤井에서 간행한 마이크로필름 가운데 外交問題
主要事件資料(릴109, 日淸戰爭關係資料와 外交問題主要事件資料；릴110, 朝
鮮の前途) 2릴 235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日淸戰爭關係資料｣에는 日
淸兩國ノ韓國出兵ニ關スル駐韓公使ノ報告書, 日淸戰爭宣戰詔勅草案, 中田
敬義述 日淸戰爭關係資料(一)ㆍ(二), 日淸戰爭ノ前後日淸戰役ノ起原及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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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談判始末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朝鮮の前途｣는 1896년 8월 주한공사
하라 사토시(原敬)가 사이온지(西原寺) 외무대신에게 상신한 의견서이다.

(66)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關係文書 2
이쥬인 히코키치의 생애와 약력에 관해서는 (50) 伊集院彦吉(이쥬인 히
코키치) 關係文書 1 참조.
헌정자료실은 2005년 고서점으로부터 구입한 29건의 자료를 伊集院彦
吉關係文書 ｢その2｣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모두 서류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 주재 부산 영사 시기 한국연안의 어업관계
자료 및 울산에서 한국인과 일본의 분쟁에 관한 자료 등 한국관련 자료와
영국 주재 전권공사 시기 제5회 만국철도회의에 위원으로 참가했을 때의
보고서 초안 등이다. 헌정자료실은 이 자료의 활용을 위해 伊集院彦吉關
係文書(その2)目錄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伊集院彦吉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尙友俱樂部ㆍ히로세 요시히로
(廣瀨順晧)ㆍ사쿠라이 료쥬(櫻井良樹)가 편찬한 伊集院彦吉關係文書 全
2卷(芙蓉書房出版, 1996~1997)에 이쥬인의 일기, 마키노와의 왕복서신, 외

무성의 전보 등 伊集院彦吉關係文書의 중요 자료들을 영인하여 소개하였
다. 이쥬인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마쓰무라 마사요시(松村正義)가 ｢外務
省情報部の創設と伊集院初代部長｣(國際法外交雜誌 70-2호, 1971)에서
외무성 정보부의 창설 과정과 초대 국장 이쥬인의 활동을 분석했고, 바바
아키라(馬場明)는 日露戰爭後の日中關係(原書房, 1993)에서 서간을 바
탕으로 청국 주재 전권공사 시절의 이쥬인의 활동을 조명했다. 이쥬인에 대
한 전기로 발간된 것은 없지만, 追悼會發起人會에서 편찬한 伊集院彦吉男
靑木宣純將軍追悼錄(1934)에서 그에 대한 인물평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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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9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사료명 伊集院彦吉關係文書 2은 伊集院彦吉
關係文書 ｢その2｣에 해당하며, 이쥬인의 부산 영사 시기에 작성된 ｢報告
書草稿綴(釜山領事時代)｣, ｢朝鮮國沿岸通漁帝國臣[民]取締法ノ件｣ 등 보고
서 초안과 어업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9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67)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 收集文書
자료의 출처나 입수연도가 다른 소량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문서군이다.
헌정자료실은 그동안 기증 또는 구입으로 수집한 자료들 속에서 자료의
출처나 입수연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독립되어 있는 문서 2,000여
건을 憲政資料室收集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서간과 서류
로 구분된다. 서간에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
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메이지 원훈들의 서간을 비롯하여 다양
한 인물들의 서간이 포함되어 있다. 서류에는 ｢有田八郞關係資料｣, ｢金森德
次郞關係資料｣, ｢島津久光建白關係資料｣, ｢東條英機獄中手記｣, ｢太平洋戰
爭被害調査資料｣, ｢大政翼贊會關係資料｣, ｢宮內省關係書類｣, ｢琉球處分關係
文書｣ 등의 문서군과 사진, 니시키에(錦繪), 삐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憲政資料室收集文
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가
수신한 편지 74건, 조선 주차 일본전권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관계 서
간 14건 등 서간 95건과 ｢韓太子北海道竝東北地方行啓隨伴日記｣ㆍ｢朝鮮總
督臨時代理を置くの件｣ 등 일본의 한국정책 관련 문서 5건 등 모두 100건
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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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關係文書
가바야먀 스케노리(1837~1922)는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으로 사쓰마－
영국(薩英)전쟁과 보신(戊辰)전쟁에 참가하였다. 메이지유신 뒤 육군에 출
사((1871. 10.), 구마모토(熊本)진대 第2分營長(鹿兒島, 1872. 4.), 淸國ㆍ臺
灣出張(1872. 10.~1874. 12.), 臺灣出兵 시 종군했다. 1875년 2월 육군성 제
2국 차장, 1875년 12월 江華島事件 후 辨理公使 구로다 키요타카(黑田淸

隆)의 수행원으로 조선에 출장. 1877년 11월 熊本鎭台 參謀長, 西南戰爭 때
에 熊本城에서 농성했다. 이후 近衛參謀長(1878. 12.), 兼 大警視(1880.
10.), 兼 警視總監(1881. 1.), 海軍大輔(1883. 12.), 海軍次官(1886. 3.)을 역

임했고, 1887년 9월부터 1888년 10월까지 구미 출장. 제1차 山縣內閣ㆍ제1
차 松方內閣의 海軍大臣(1890. 5.~1892. 8.), 樞密顧問官(1892. 8.), 海軍 軍
令部長(1894. 7.), 大將(1895. 5.), 臺灣總督, 伯爵(1895. 8.), 豫備役(1896.
6.), 樞密顧問官, 第2次松方內閣 內務大臣(1896. 9.~1898. 1.), 第2次 山縣內

閣 文部大臣(1898. 11.~1900. 10.), 樞密顧問官(1904. 10.), 敎育調査局 總
裁(1913. 6.)를 역임했다.
가바야마 관계문서는 먼저 1953년 3월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이 유
족으로부터 구입하여 정리하고 ｢樺山資紀文書｣라는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는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등 약 200점의 서한이 있으며 서류로
는 1881년 정변 관계, 각종 의견서, 육해군관계, 타이완 관계 자료 등이 정
리되어 있다. 그 밖에 1872년 7월부터 1895년에 이르는 일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가바야마 문서는 추가 수집이 이루어져 헌정자료실에는 ｢樺山家
關係文書｣ 215점, 경시총감 시대, 정당관계, 타이완문제, 해군관계자료, 일
기가 포함된 문서(1) 901점, 서한과 해군관계교신류, 청일전쟁, 타이완 영
유관계, 가고시마(鹿兒島)관계가 포함된 문서(2) 1,155점, 서한과 漢詩,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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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 보고서로 구성된 문서(3) 58점으로 구분, 정리되어 있다.
｢樺山家關係文書｣는 헌정자료실이 2010년 제45회 明治古典會(七夕古書
大入札會)에서 구입하여 2011년 7월 공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1) 樺山
資紀 관계자료, (2) 樺山愛輔(樺山資紀의 양자) 관계자료(大久保利武에게
보내는 서한 포함)이다. (1) 樺山資紀 관계자료는 樺山資紀 수신서한(9통),
서한초고(2통), 樺山登茂(資紀의 妻) 수신서한(3통), 樺山資紀 관계서류(23
점), 樺山資紀 이력자료(12점)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에는 薩摩藩과 西南戰
爭 시기(熊本籠城)에 관한 훗날의 담화자료, 이력자료 등이 있다. (2) 樺山
愛輔 관계자료에는 樺山愛輔 수신서한(44통), 樺山常子(愛輔의 妻)수신서한
(2통), 樺山愛輔 관계서류(64점), 이력자료(1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한

으로는 樺山資紀 발신서한(10통), Joseph C. Grew 서한(3통) 등이다. 서류에는
국제문화진흥회와 치요다(千代田)화재보험주식회사의 관계서류, 1946년~
1947년의 樞密顧問官 시대의 서류, 역대 해군대신 및 연고자의 단체사진
(1943년 촬영) 등이 있다. 그 밖에 大久保利武 수신서한(40通)이 있는데 大

久保는 樺山資紀記念碑(建立)委員長이었다.
문서(1)의 서한은 표구하지 않은 원상태의 것이 약 300통(발신자 약 180
여 명), ｢交遊手卷｣라는 이름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6권(약
172통 70명분)이다. 서류 가운데 양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海軍 관계자료

에는, 海軍職制, 服務通則, 軍備金豫算書, 演習書類 등 사무적인 것이 많다.
臺灣 관계자료는 지도, 시정관계 의견서ㆍ보고서, 臺灣事件 취조서, 樺山手
記(｢臺灣記事｣ 1872. 2.~1874. 12.) 등이 있다. 이 밖에 開拓使 官用物 불하
관계자료, 西南戰爭 관계자료(探偵書ㆍ意見書), 警視總監時代 각종 陳情書ㆍ
建議書ㆍ정당 관계자료, 樺山家系圖, 연설 필기 등이 있다. 日記ㆍ수첩은
위의 ｢臺灣記事｣ 외에 1872년 7월~1895년 6월분 28책이 남아 있다(중간에
약간 누락된 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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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는 樺山典和 소장 자료로 尙友俱樂部에서 보관해오던 것을 정리
해 2006년 8월 헌정자료실에 기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한은 1870년대
부터 1890년경까지 육해군 관계자와 정치가, 내무관료(경찰ㆍ지방관을 포
함)가 보낸 것이 많다. 서류에는 家政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청일전쟁부터
타이완영유에 관련된 통신, 의견서 등의 자료가 가장 많다. 해군 관계자료
는 대부분이 전보류이고 가바야마가 요직에서 물러난 1890년대 후반 이후
의 것도 포함하고 있다. 鹿兒島鄕友會 등 鹿兒島 관계자료도 많다.
문서(3)은 尙友俱樂部에서 정리, 보관을 거쳐 2011년 6월, 헌정자료실
이 추가 기증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서한은 25통으로 田邊新之助 서한 4
통, 宮島大八 서한 4통, 竹井耕一郞 서한 3通, 辜顯榮 서한 1통 등이다.
서류는 橋口勇馬가 보낸 군사관계 보고서와 臺灣基隆港 관계자료, 履歷자
료 등이다.
樺山資紀의 전기로는 樺山愛輔, 父樺山資紀(樺山丑二, 1954)가 있으며
藤崎濟之助, 臺灣史と樺山大將(國史刊行會, 1925), 西鄕都督と樺山都督
(記念事業出版委員會, 1936) 등이 있다. 사료 소개로는 安在邦夫, ｢樺山資

紀文書(書類) 政黨の衰退｣(民衆史硏究 34, 1987)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875년의 조선응접서, 만국공법의 교전조규 관련,
갑신정변 관련 기밀서류 등 서류 14점이 수집되어 있다.

(69)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 關係文書
이토 미요지(1857~1934)는 나가사키(長崎) 출신으로 메이지, 다이쇼 시
기에 활동한 관료이다. 일찍부터 영어를 공부해 工部省 電信寮 修技敎場 졸
업(1872. 7.)했으며, 나가사키(長崎)電信局에 근무했다. 효고현(兵庫縣)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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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譯官(1873. 8.~1876. 11.)으로 근무하다 1876년 12월 伊藤博文과 알게 되
어 공부성에 들어갔다. 이후 工部省權大錄(1877. 1.), 內務省2等屬(1878.
8.), 內務權少書記官(1880. 2.), 太政官權少書記官(1880. 3.)ㆍ內務部勤務,

參事院議官補(1881. 10.), 兼 參事院書記官(1881. 12.) 등으로 근무했다.
1882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입헌제도조사를 위해 유럽에 출장을 갈

때 측근에서 수행했다.(1882. 3.~1883. 8.) 귀국 후 太政官權大書記官(1883.
11.), 伊藤參議 秘書官, 兼 制度取調局御用掛(1884. 3.), 太政官大書記官
(1884. 6.), 內閣總理大臣 秘書官(1885. 12.), 樞密院書記官(1888. 4.), 樞密

院議長 秘書官, 樞密院 書記官長(1889. 5.) 등을 역임했다. 제1회 의회에서
귀족원의원이 되었으며(1890. 9.~1891. 11, 1894. 1.~1899. 7.), 1891년 경
영이 어려워진 東京日日新聞(현재의 每日新聞)을 매수했다. 제2차 伊藤內
閣에서는 內閣書記官長을 맡았으며(1892. 8.), 1895년 4월 全權辨理大臣으
로 청국에 파견되었다. 1895년 8월 男爵 작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제3차 伊
藤內閣의 農商務大臣(1898. 4.), 樞密顧問官(1899. 3.), 帝室制度調査局 御用
掛(1899. 9.~ 1900. 10.), 帝室制度調査局 副總裁(1903. 7.), 帝室制度審議會
總裁(1916. 11.), 臨時外交調査委員會 委員(1917. 6.)을 역임했으며 子爵
(1907. 9.), 伯爵(1922. 9.)으로 陞敍되었다.

이토 미요지 관계문서는 1950년 11월~1951년 7월 개인이 양도하여 헌정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고 北泉社에서 1995년 伊東巳代治關係文書(제1기~
제3기) 마이크로필름 총65권이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것은 원래 이토 문
서 전체가 아니라 전쟁 중에 별장으로 疏開되어 戰禍를 면한 일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도쿄대공습 때 소실되었고 중요한 자료는 소개되었다고 한
다.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받은 서한이나 제국헌법과 부속법 관계 자료가 비
교적 잘 남아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서의 내역은 서류가 401건, 서한이
136건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환산해 서류가 54권, 서한이 11권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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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의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에도 ｢伊東巳代治關係文書｣ 292점이
있는데 憲政史編纂會舊藏伊東巳代治日記ㆍ記錄(전7권)이 1994년 書肆
澤井에서 간행되었다. 이밖에 궁내청 書陵部에 ｢伊東伯爵家文書｣(전11권,
사본)가 있는데 소실 전 문서 전체의 사본은 아니다. 서한을 보더라도 헌정
자료실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토 미요지 관계문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류는 大日本帝國憲法 관계
자료, 內閣官制竝樞密院官制 관계자료, 선거법 관계자료, 사법 관계자료, 정
치 관계자료, 伊東巳代治 이력자료 등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고, 夏島草案과
憲法制定參考資料, 伊藤博文憲法演說筆記를 포함하는 大日本帝國憲法關係
資料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밖에 서한은 伊藤博文, 井上毅, 山田顯義
등 1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이토의 발신서한 초고, 제3자간 서한이
다. 이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의 서한은 활자화되어 있다.(伊東文書を讀む
會, ｢伊東巳代治關係文書, 所收 伊藤博文書翰飜刻｣ (上)ㆍ(下), 參考書誌
硏究 47~48, 1997．3.~10.)
이토 미요지 관계문서는 마이크로필름(65권) 외에도 헌정자료실에서 책
자 복제본(12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 디
지털컬렉션에 게재되어 있다.
일기는 장기간 상당한 양을 기록했는데 만년에 대부분 스스로 소각했다
고 한다. 1901년, 1902년, 1918년, 1933년분이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에
사본으로 남아 있어 앞의 伊東巳代治日記ㆍ記錄(전7권)으로 공간되었
다. 1918년의 일기는 臨時外交調査委員會 관계자료와 함께 翠雨莊日記
(小林龍夫 編, 原書房, 1966)로 간행되었다. 전기로서는 伯爵伊東巳代治

전2권(晨亭會, 1938)이 있다. 이토 미요지 관계문서에 대한 소개로는 마이크
로필름 伊東巳代治關係文書(北泉社, 1995) 목록에 실려 있는 해설(大石眞,
｢伊東巳代治と明治典憲體制｣；廣瀨順皓, ｢伊東巳代治關係文書｣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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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佐々木隆, ｢伊東巳代治｣(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2卷, 吉川弘文
館, 2005)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井上特派全權公使 復命書附屬書類｣ 17건, ｢天津條
約談判關係資料雜纂｣ (一)ㆍ(二)ㆍ(三) 42건, ｢朝鮮王妃事件關係資料｣ 7건
등 66건의 문서가 수집되어 있다. ｢井上特派全權公使 復命書附屬書類｣는
漢城條約 체결 관련 문서이고, ｢朝鮮王妃事件關係資料｣은 주로 조선 등 해
외 주재 외교관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로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관한
미국신문의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원문서는 ｢伊東伯爵家文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쟁 때 소실되어 현재 헌정자료실의 ｢伊東巳代治關係文書｣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에 탈초된 자료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 이자와 다키오(伊擇多喜男) 關係文書
이자와 다키오는 1869년 나가노(長野)에서 태어났다. 1895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내무성에 들어갔다. 지방의 경찰부장과 내무부장을
전전했다. 경시청 제1부장을 거친 후 和歌山縣 지사, 愛知縣 지사. 新潟縣
지사를 거쳐 경시총감에 부임했다. 1916년부터 1941년까지 귀족원의원을
역임했다. 臺灣總督(1924. 9.~1926. 7.), 東京市長(1926. 7.~12.), 樞密顧問
官을 역임했다.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정무총감), 마루야마 쓰루키치
(丸山鶴吉, 총독부 경무국장) 등과 함께 헌정회, 민정당 계열 내무성관료의

리더격인 존재였다.
이자와 관계문서 자료의 대다수는 서한이 점하고 있다. 발신자는 관료,
정치가, 재계인, 대만관계자, 長野縣 관계자 등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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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자와 다키오가 보낸 편지 100통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서한은 伊
澤多喜男關係文書(伊澤文書硏究會編, 芙蓉書房出版, 2000)로 발간되었다.
서한에 비교해 서류의 분량은 적지만 대만관계, 長野縣關係, 治山治水事
業 관계 자료가 있다. 그 외 행정자료에는 貴族院議員ㆍ樞密顧問官 시대의
의견서ㆍ조사보고서, 日記ㆍ手帳(1892年, 1915年, 1925年, 1928年~1933年,
1932年~1949年), 담화기록ㆍ원고 등이 있다.

문서목록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에 대해서는
｢伊澤多喜男關係文書｣(國立國會圖書館月報 523, 2004. 10.)；大西比呂志,
｢伊澤多喜男｣(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朝鮮ニ於ケル憲兵警察制度ノ考察｣과 추밀고문관
시절의 자료 ｢朝鮮及臺灣在住民政治處遇問題關係史料 諮問および答申等｣,
｢朝鮮及臺灣在住民政治處遇問題關係史料 參考資料｣, ｢朝鮮及臺灣在住民政
治處遇問題關係史料 參考資料其ノ二｣, ｢王公家規範改正案｣을 수집했다. 朝
鮮及臺灣在住民政治處遇調査에 제출된 위 사료들은 참정권 연구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71)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郞) 關係文書
오노 로쿠이치로(1887∼1985)는 사이타마에서 태어나 1912년에 東京帝
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고 내무성에 입성하였다. 秋田縣 서무과장, 香川縣
관업과장을 거쳐 1921년 6월에 사회국 제2과장에 취임했다. 이후 사회국에
서 근무하다가 德島縣 지사, 岐阜縣 지사를 거쳐 1928년 내무성 사회부장
겸 중앙직업소개소 사무국장에 취임한다. 이후 내무성 지방국장, 경시총감
150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을 역임하고 1935년 관동국 총장에 취임한다. 1936년 4월 관동국 총장을
그만두고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南次郞) 조선총독과 함께 정무총감으로
서 조선에 부임하여 약 6년간 조선에서 근무했다.
오노 관계문서는 1987년 유족이 헌정자료실에 기증하였다. 서한, 서류 합
쳐서 5,000점이 넘는 자료군이다. 오노 문서의 서류 중 조선총독부가 작성
한 제국의회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복수의 기관이 소장한 자료로 보충해서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1~17卷(不二出版, 1994ㆍ1998)으로 복간
했다. 전시기자료 중 일부는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총 98권)
로 출판되었다. 그 외에도 내정사연구회가 인터뷰한 내용을 간행한 大野
綠一郞氏談話速記錄(內政史硏究資料 第61~63集, 1968)가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大野文書寄贈に對し感謝狀を贈呈｣(國立國會圖書館月報
322, 1988. 1.)；田中隆一, ｢大野綠一郞｣(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

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02건)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노 문서 가운데 서한의 부 전체(마이크로필름 6롤)
를 수집했다. 서한의 부에는 내무관료, 군인, 정치가, 재조일본인, 조선인 등
총 202명으로부터 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59통),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8통),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郞)(2통),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郞)(1통), 경무국장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郞)
(2통),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1통), 조선군사령관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郞)(1통), 李家珍鎬(1통),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1통),
朴泳孝(1통), 李恒九(2통), 李埼鏞(1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나미
지로가 보낸 편지 59통 안에는 西鮮電氣, 창씨개명, 동아일보 폐간, 산업통
제, 나진도시문제, 부여신궁, 재만조선인 등 조선통치의 현안이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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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미나미가 보낸 서한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에서 탈초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한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38년(추정) 12월 6일자 南次郞 서한(문서번호 81-2)
陳者貴族院議員之朝鮮人問題交涉の件拜承連絡ハ水野, 關屋の外, 坂谷, 兒玉
伯モ可然ト度候. 西鮮鐵之件合セテ拜承, 東拓總裁ニ關スル流言昨今特ニ甚シ
キ樣子可相成候安川氏ノ邁進之御努力相成致候多獅島問題ハ御打合ノ通リデ
御進行ヲ願ヒ上候川嶋大將之推載式終了就テ東京顧問ハ關屋君ニ願ヒ度御席
ノ節御話置相成り度候.
▸1940년 3월 23일자 南次郞 서한(문서번호 81-29)
陳者大豫算, 無事通過, 御奮鬪の程感謝致候最近燃料課長, 鑛山課長, 農務課
長等の同任ニヨリ事務關係モ委細報告ニ接シ何レモ半島の主張貫徹シタルハ
欣快の至リニ候. 貴族院ニ於ケル丸山の喰ひ下リ方ハ速記錄ニヨリテ承知, 敵
本能寺の感, 多分ニ有之, 又御人柄トモ被存候. 氏制度ニ關シテハ大勢上何等
工策の要ナシトハ存候モ貴族ト云フ者ハ吾人の想像の及バサル理外の理ナル
モノアリ. 法務局長ニ上京ヲ命ジタル次第ナリ然ル處適切ニ局長ヲ指導セラレ
兩院其之採用セサルコト決定シタルハ小來ノ爲メ好都合ト存候.

(72) 야마자키 모토키(山崎元幹) 關係文書
1889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을 지낸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의 사위다. 1916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사장실 문서과장, 교통부 섭외과장, 총무
부 차장을 거쳐 만주사변 이후 이사에 취임했다. 그 후 滿洲電業株式會社副
社長, 滿洲電氣化學株式會社理事長, 滿洲電業株式會社副理事를 역임하고
1942년 4월에는 만철 부총재, 1945년 5월에는 만철 총재(최후의 총재)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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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는 1973년 7월 고서점에서 구입한 것
으로 南滿洲鐵道株式會社(滿鐵)의 중요회의 자료, 1937년 이후 만주전업주
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자료가 대다수이다. 야마자키 자료는 와세다 대학,
이외에 アジア經濟硏究所, 小田原市立圖書館(｢山崎元幹文庫｣)도 소장하고
있다. 小田原市立圖書館의 ｢山崎元幹文庫｣에는 야마자키가 소장하고 있던
장서 및 만철간행물, 중요회의 등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雄松堂에서 山
崎元幹滿鐵關係資料：マイクロフィルム版 으로 판매하고 있다.
山崎元幹文書에 대해서는 加藤聖文, ｢山崎元幹｣(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
辭典, 吉川弘文館, 2004)；加藤聖文, ｢滿鐵史硏究と山崎元幹文書｣(近代
中國彙報 24, 2002. 3.)의 소개가 있다. 전기로는 滿鐵最後の總裁山崎元
幹(滿鐵會編刊, 1973)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7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북선루트와 관련된 사료를 수집했다. 1932년 중
역회의 자료로 １. 委任經營鐵道人事取扱, 2. 滿鐵に對する指令, 3. 鐵道港
灣河川の委託經營竝新設等に關する件指令, 4. 鐵道部管掌滿州事變費軍部負
擔內譯, 5. 委任經營鐵道港灣河川及付屬事業の管掌, 6. 委託契約書案, 7. 鐵
道の新設, 鐵道港灣河川の委託經營貸金に關する事項을 수집했다.

(73) 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郞) 關係文書
사카타니 요시로는 1863년 오카야마 현에서 한학자인 사카타니 로로(阪
谷朗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884년 東京大學 문학부(당시 재정학, 경
제학은 문학부에 소속)를 졸업하고 대장성에 들어가 主計局長, 총무장관,
대장차관을 거쳐 1906년 1월 제1차 사이온지(西園寺公望)내각의 대장대신
에 취임했다. 참고로 제1차 사이온지 내각의 내무대신은 하라 다카시(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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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 육군대신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 해군대신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3대, 6대 조선총독), 체신대신은 야마가타 이사부
로(山縣伊三郞, 조선총독부 초대 정무총감)이었다. 그 사이 1886년 시부사
와 에이치의 둘째딸(琴子)과 결혼하는데, 경부철도 부설, 第一銀行의 한국
진출, 한국정부의 재정정리 등에 관여하였다.
<시부사와 일족의 가계도>

澁澤榮一

澁澤篤二 澁澤武之助

澁澤正雄

澁澤秀雄

歌子

琴子

愛子

(日本製鐵副社長) (東寶取締役會長)(穂積陳重)(阪谷芳郞)(明石照男)

澁澤敬三 澁澤信雄 澁澤智雄

純子

華子

澁澤和男

(대장대신)

사카타니는 사이온지 내각의 철도국유화 문제를 둘러싸고 체신대신 야마
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와 대립하여 1908년 1월 야마가타와 함께 사임
했다. 그 사이에 1907년 11월에 러일전쟁 시기의 전비조달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남작을 수여받았다.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칙선의원에 임명되는 것
은 당연했지만, 결국 칙선의원이 되지 못했다. 가쓰라 타로(桂太郞)가 철도
국유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카타니가 받아들이
지 않아 가쓰라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도쿄시장을 거쳐서
1917년 귀족원의원 남작의원에 호선되어 1941년까지 재임했다.

사카타니는 귀족원에서 연구회에 이어 귀족원의 2대 회파인 公正會의 창
설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회 간부로서 귀족원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장성 및 재계의 장로였던 사카타니는 한국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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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도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적었지만, 장인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와의 관계로 인해 일찍부터 한국문제에 관여하
고 있었다. 대장성 관료시절에는 경부철도 부설과 제1은행 설립 등에 관여
하였고, 3ㆍ1운동 이후 조선통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3ㆍ1운동이 일어나자 사카타니는 미국선교사의 반일선전에 의해 구미에

서 대일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
사이온지 내각 당시 동료였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총독으로 부임
할 때 장문의 의견서를 보내어 조선통치정책을 건의하는 등 조선 문제에 깊
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사카타니는 이 의견서에서 조선의 통치에서 조선
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병합 이후 통치방침의 일대혁신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혁신안으로 1) 언론, 집회의 자
유를 부여할 것, 2) 법률을 개정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간소하게
할 것, 3) 일본인, 조선인 간 법률상 및 제도상 차별적 대우를 일절 개폐할
것, 4) 부통감을 두고 조선인을 임명할 것, 5) 교육제도를 개정해서 조선인
의 희망을 만족시킬 것, 6) 지방제도, 그 밖을 개정하여 법규, 일반 사무를
간소하게 할 것, 7) 총독부 특별회계를 개정하여 지장이 없는 한 점진적으
로 수지를 일반회계로 옮길 것, 8) 우편, 전신, 항로, 표식 그 밖의 일본과
공통으로 하는 것이 편한 것은 각성의 소관으로 옮길 것, 9) 조선은행의 제
도에 개정을 가해 일본은행에 병합하는 방침을 취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百會長’(100개 협회의 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카타니는
조선통치와 관련이 있는 평화협회, 중앙조선협회, 대일본미곡협회, 태평양
문제조사회, 자강회(조선유학생 후원단체) 등의 회장을 맡았다. 특히 사카
타니는 재조일본인들의 로비단체인 중앙조선협회 회장을 1927년부터 1941
년까지 오랜 기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선통치에 관여하였다.
사타카니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선통치와 관련해서 다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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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아직 없다. 중국재정고문으로의 사카타니에 주목한 논문은 河村一夫,
｢中國幣制改革をめぐっての阪谷芳郞ㆍ梁士詒會談について｣(政治經濟史學
157, 1979. 6.)：奚伶, ｢大藏官僚阪谷芳郞の1908ㆍ1918年の中國訪問｣(千

里山文學論集 84, 2010. 9.) 가 있고, 중앙조선협회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이형식,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朝鮮學報 204, 2007.
7.)：이형식, ｢南次郞總督時代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日本歷史 720, 2009.
5.)；Lee hyoung-sik, ｢Yoshiro Sakatani, a Member of the House of Peer,
the Imperial Diet, and Korean Affairs Expert(Chosentsu) and Japanese Rule
of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 History 18-1, 2013)가 있다.

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사카타니 문서는 2,800점이 넘는 자료군으
로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대별된다. 서한은 약 500명으로부터 받은 서한
으로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와타나베 구
니타케(渡邊國武), 마쓰오 시게요시(松尾臣善),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
淸) 등 재정사정과 관련된 서한이 많다. 서류의 부는 대장대신 퇴관 후의
자료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문제, 만철관계서류, 중국폐제개혁관계
서류, 중국초빙여행, 연합국경제회의관계서류, 임시법제심의회, 금융제도조
사회, 예금부예금운용위원회자료, 카네기재단과의 왕복서한, 東京經濟學協
會關係 외 제국대학 재학시절의 노트와 팜플렛이 포함되어 있다. 일기, 수
첩은 1884~1941年까지 체계적으로 남아 있다. 사카타니 문서는 헌정자료
실 이외에도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友邦文
庫｣(｢朝鮮問題雜纂｣), 澁澤史料館, 専修大學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다. 이 중
에서 専修大學圖書館이 소장한 관계서한은 阪谷芳郞關係書簡集(芙蓉書
房出版, 2013)으로 간행되었다. 도쿄시장 시절의 일기는 尙友俱樂部ㆍ櫻井
良樹編, 阪谷芳郞東京市長日記(芙蓉書房出版, 2000)로 출판되었다. 자료
에 대해서는 櫻井良樹, ｢阪谷芳郞｣(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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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館, 2004)(同書 第3卷, 第4卷에 추가정보가 있음)가 있고, 전기로는 故阪
谷子爵記念事業會編이 1951년 발행한 阪谷芳郞傳이 있다. 동 전기는 일
기 등 1차 사료를 사용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
【수집 자료】(사료철 8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서한과 일기(1919년∼1941년), 예금부예금운용위
원회자료 등을 수집했다. 서한은 안라쿠 겐도(安樂兼道)(1통, 1912년 7월
10일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 탁지부장관)(7-1, 1909년 8월 25일자

한국관세, 그 외；7-2, 1909년 8월 엽서), 덴 겐지로(田健治郞, 체신차관)
(19-6, 1905년 11월 24일자 조선철도의 건),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次

郞)(202-12, 1910년 7월 1일자 한국에서의 광산 경영), 스즈키 시즈카(鈴
木穆, 탁지부장관)(281, 1916년 12월 30일자 블라디보스톡 조선은행지점
설치문제), 나카지마 즈카사(中島司, 중앙조선협회 주사)(총7통), 崔淳信
(최린의 손자)의 취직 알선, 明倫協會의 鄭在華 명륜협회 조선지부 설치

등) 등이 주요 발신인이다. 서한 이외에도 ｢阪谷芳郞財政問題意見書案綴｣
(문서번호 784, 1892년 1월 대장성 화폐과장 사카타니 작성 朝鮮國新貨幣

條例に關する報告)｣, ｢阪谷男爵閣下願堂文｣(문서번호 803, 1935년 1월 조
선유림대표 정재화 작성), ｢日露戰爭及ビ朝鮮倂合ノ機密ヲ述ベ倂セテ現下
ノ對策ニ及ブ｣(문서번호 827, 1931년 6월 芳川寬治 작성), ｢征韓論之話｣
(문서번호 891, 1877년 작성), ｢明倫協會｣(문서번호 1008) 등의 서류를 수

집했다.

(74)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關係文書
구라토미 유자부로(1853~1948, 福岡 출생, 男爵)는 明治ㆍ大正ㆍ昭和
시대의 사법관료이자 정치인으로 한국에서 식민지사법제도의 기초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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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 그는 1879년 司法省法學校를 졸업한 후 司法省에 출사하여 사법
관료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判事補, 판사, 始審裁判所 판사, 사법성 참사
관, 법전조사회 위원, 사법성 민형국장, 大審院 차석검사, 大阪控訴院 검사
장을 역임하고, 1904년 東京控訴院 검사장이 되었다. 이 시기 구라토미는
‘日比谷燒打事件(1905)’을 담당하여 그 중심인물인 고노 히로나카(河野廣

中) 등을 기소하여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그는 그 책임을 지고 일
본을 떠나 1907년 한국정부의 법부차관 겸 통감부 참여관으로 취임했다. 이
후 1909년 統監府 사법청 장관, 1910년에는 ‘한국병합’에 동반하여 朝鮮總
督府 사법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이 시기는 구라토미는 한국에서 식민지사
법제도의 기초를 구축했는데, 이는 일본의 재판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식하
되 한국에 한하여 몇 가지 특례를 두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특징은 첫째
재판기관은 구재판소ㆍ지방재판소ㆍ공소원ㆍ고등법원으로 구성하여 1908
년부터 실시한 4급3심제를 유지하고, 둘째 재판 관할상 민족적 차별을 두어
한국인 판사는 민사사건에서는 원고ㆍ피고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
여,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담당하며, 셋째 일본의 예
심제도를 변용된 형태로 실시하여 한국에서는 사법경찰관도 예심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넷째 경찰관의 사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한국의 식민지사법제도 구축의 공적을 인정받아 1913년
일본으로 귀국하여 법제국 장관에 임용되었고, 1914년 칙선으로 귀족원 의
원에 선임되었다. 1919년 임시법제심의회 위원에 임명된 이래 그는 주로 宮
內省과 樞密院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20년 일본에 유학 중이던 李王世子
(英親王) 顧問, 宮內省의 內大臣 秘書官長事務取扱, 帝室會計審査局長官 겸

추밀원 고문관, 宮內省 御用掛, 文官高等懲戒委員長, 행정재판소 장관 추밀
원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1926년 추밀원 의장에 선임되면서 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이 시기 그는 부의장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郞)와 함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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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회의적이어서 정당 내각과 대립하여 제1차 와카쓰기 레이지로(若槻
禮次郞) 내각의 붕괴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930년 런던해군군축조약의
비준문제에서도 그는 조약의 반대를 주창하여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내각의 붕괴에 노력했지만,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내대신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에 昭和天皇까지 내각옹호의 입장을 보이자 내
각붕괴 시도의 뜻을 접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는 계속적으로 정당내각이
나 국제협조에 부정적이었고, 만주사변(1931)이나 5ㆍ15쿠데타 등 군부의
폭주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1934년 추밀원 의장 사임
뒤에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에는 연합국최고사령부(GHQ)
로부터 전범용의자의 1명으로 지목되었으나, 고령과 신병을 이유로 전범재
판에서 제외되었다. 엄격한 법률가이면서 천황제 옹호에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유족으로부터 양도 및 기증받은
559건의 자료를 倉富勇三郞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일기와 서류로 구분된다. 일기는 1919년부터 1944년까지 기록한 283건과
일기풍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라토미의 일기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당시의 사건과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서류에는 연설문ㆍ上奏文 등의 황실 관계자료, 일본과 한국의
사법 관계자료, 제실제도심의회 관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倉富勇三郞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
하고 있다.
倉富勇三郞關係文書에서는 우선 구라토미의 상세한 일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倉富勇三郞日記硏究會는 그의 일기를 탈초ㆍ편집하여 倉
富勇三郞日記 1ㆍ2(國書刊行會, 2010ㆍ2012)를 간행하고 있는데, 현재
1922년의 일기까지 2권이 출판되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전문연구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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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사오미(由井正臣)의 樞密院の硏究(吉川弘文館, 2003)와 이토 유키
오(伊藤之雄)의 政黨政治と天皇(講談社, 2002)가 대표적이다. 구라토미
에 대한 전기는 아직 참고할 만한 것이 없다.
【수집 자료】(사료철 217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구라토미의 일기 중 1920년 7월부터 1934년 7월까
지의 일기 189건과 ｢韓國法官招待席上伊藤統監演說要領筆記(明治41年 6月
13日)｣ㆍ｢朝鮮司法事務ニ關スル新制度ノ梗槪(明治45年)｣ 등 한국에서의 식

민지사법제도 구축에 관한 자료 28건을 포함한 모두 217건의 자료가 수집
되어 있다.

(75)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關係文書
이노우에 가오루(1836~1915)는 조슈번[長州藩, 현재의 야마구치현(山口
縣)] 중급무사 출신의 관료, 정치가로 별명은 몬타(聞多), 號는 세가이(世
外)이다. 가쓰라 타로(桂太郞)와는 인척관계이다. 1860년 藩主의 비서역을
맡았고 존양양이운동에 투신, 1862년 11월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구
사카 겐즈이(久坂玄瑞), 이토 히로부미 등과 함께 영국공사관 방화에 참가
하는 등 과격한 행동에 나섰다. 1863년에는 藩에 洋行을 탄원해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ㆍ야마오 요조(山尾庸三)ㆍ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ㆍ엔도
곤스케(遠藤謹助)와 함께 영국에 유학하였다.(1863. 5.~1864. 6.) 메이지
신정부가 성립하자 參與職(1868. 1.)에 발탁되어 外國事務掛, 九州鎭撫總督
참모, 徵士參與職(1868. 2.), 외국사무국 판사, 나가사키부(長崎府) 판사
(1868. 5.)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대장성에 들어가 造幣頭(1869. 8.), 民

部大丞 겸 大藏大丞(1869. 10.), 大參事心得ㆍ大阪府在勤, 造幣局(1870. 5.),
大藏大丞(1870. 7.), 大藏少輔(1870. 11.), 民部少輔(1871. 6.)를 거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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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大藏大輔(1871. 7.)로 승진하였다. 1871~1873년 이와쿠라(岩
倉)사절단의 외유 중에는 대장경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를 대신해
신정부의 재정과 지방행정을 좌우하는 사실상 대장성의 장관으로서 권세를
휘둘렀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사법경 에토 심페이(江藤新平) 등과 대립하
고 오사리자와(尾去澤)광산 오직사건으로 정부에서 물러났다. 정계에서 물
러난 뒤 한 때 미쓰이(三井) 계열의 先收會社를 설립했다.(1874. 1.) 1875
년 이토와 함께 유력자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를 설득해 오쿠보와 회
견하게 한 오사카회의(大阪會議)를 성사시키면서 정계에 복귀했다. 12월
원로원 議官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江華島事件 처리를 위해 특명전권
부변리대신으로 조선에 파견되어(1875. 12.~1876. 3.), 朝日修好條規를 체결
했다. 1876년 6월 구미유학을 떠나(1876. 6.~1878. 7.) 미국ㆍ영국ㆍ독일ㆍ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오쿠보 암살 후 정권의 수반 역할
을 맡은 이토에 의해 參議(1878. 7.~1885. 12.) 겸 工部卿(1878. 7.~1879.
9.)에 취임했고 이어서 外務卿(1879. 9.~1887. 9.)에 장기간 재임하면서 불

평등조약 개정교섭에 매진했다. 그 사이 조선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
나자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특명전권대사
로 파견되어 직접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외교사안도 처리했다.
1885년 12월 내각제도가 시행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자 외무대신에 취임했고, 이듬해 伯爵 작위를 수여받았다.(1884. 7.)
이어진 구로다(黑田)內閣에서는 農商務大臣(1888. 7.), 제2차 伊藤內閣에서
는 內務大臣(1892. 8.~1894. 10.)을 역임했다. 청일전쟁 시기에는 외무대신
을 사임하고 직접 특명전권대사로 조선에 파견되어 내정개혁을 추진했
다.(1894. 10.~1895. 10.) 1898년 1월 제3차 이토內閣에서는 大藏大臣을 맡
았고 1901년 제4차 이토내각이 붕괴한 뒤에 조각명령이 내려졌으나 인선에
난항으로 실패했다. 이후 원로의 반열에 올랐고(1904. 2.), 후작(19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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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의원(1907. 9.~1915. 9.)이 되었으며 1909년 이토 사망후 정ㆍ관ㆍ
재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녔다.
헌정자료실의 이노우에 가오루 관계문서는 1952년 2월~4월 이노우에가
로부터 양도받은 서한과 서류 약 4,800점이다. 서한은 木戶孝允ㆍ伊藤博文ㆍ
山縣有朋ㆍ陸奧宗光ㆍ澁澤榮一ㆍ吉田淸成 등 350여 명의 것이 발신자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木戶孝允文書(日本史籍協會, 東京大學出版會, 1971), 澁
澤榮一傳記資料 58권, 별권3ㆍ10권(澁澤靑淵記念財團, 1955~1971), ｢山
田顯義の書簡井上馨宛｣(村井益男, 日本大學精神文化硏究所紀要 27, 1996),
｢井上馨關係文書｣ 所收伊藤博文書翰飜刻, 明治15年 3月から明治26年 4月
まで｣(井上馨關係文書購讀會, 參考書誌硏究 56, 2002) 등에 일부 서한이
활자화되어 있다.
서류는 정치ㆍ행정관계, 오쓰(大津)사건, 조약개정, 조선관계 등 외교관
계, 재정, 은행 등 경제관계, 철도 및 광산 등 실업관계, 山口縣 관계, 曹洞
宗 분리 문제, 東本願寺 재무정리 문제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 문서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미쓰이문고에는 1927년 이노우
에가로부터 양도받은 ｢井上侯爵家交附書類｣, 이노우에의 전기를 편찬하기
위해 수집된 ｢井上侯傳記編纂關係史料｣가 있다. 전자는 이노우에가 수집
한 자료의 일부이며 미쓰이 관계자료가 약 500점에 이른다. 이노우에는
1900년 미쓰이가의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미쓰이가의 중요 과제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미쓰이 측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류가 중심이며 미쓰이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료와 산하 사업의 동향
에 관한 사료, 미쓰이의 대중국 자본수출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의 일부는 三井事業史 資料篇 3(1974)에 활자로 소개되어 있다. 또
이 자료에는 伊東巳代治와 都築馨六 등이 이노우에에게 보낸 서한 약 300
통이 있는데 특히 益田孝와 有賀長文 등 이노우에와 미쓰이를 연결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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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서한이 많다. 이들 서한은 헌정자료실의 ｢井上馨關係文書｣와는 중복
되지 않는다.
｢井上侯傳記編纂關係史料｣는 ｢大藏省舊藏史料｣, ｢井上侯爵傳記編纂 第一
期編成資料｣, ｢傳記編纂會引繼書類｣로 대별된다. ｢大藏省舊藏史料｣는 이노
우에의 전기 편찬을 위해 등사, 수집된 사료로 메이지 초기 외채관계 외에
메이지 초기 건의를 파악할 수 있는 ｢井上侯建議要項｣ 등이 있다. ｢井上侯
爵傳記編纂 第一期編成資料｣는 ｢井上侯ト明治初年ノ財政｣(澤田章 編述)과
연보, 이노우에의 서한 등이 있다. 그밖에 이노우에와 관련자들의 담화속기록
이 다수 있는데 이들 속기록을 사용해 편찬된 것이 世外侯事歷維新財政談
(澤田章 編, 1916)이다. ｢傳記編纂會引繼書類｣는 井上侯傳記編纂會가 수집

한 사료를 미쓰이문고가 인계받은 것이다. ｢井上侯意見談話演說集｣, ｢井上
馨侯關係雜史料｣ 외 신문, 잡지로부터의 발췌, 다수의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료를 바탕으로 간행된 것이 世外井上公傳 1~5(同 編纂會,
內外書籍, 1933~1934, 나중에 明治百年史叢書로 복각, 原書房, 1968)이다.
한편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憲政史編纂會收集文書｣에는 미쓰이
문고 소장사료 가운데 ｢井上馨關係文書｣(書簡), ｢大隈內閣關係史料｣, ｢三
田尻雜記｣(黑田內閣崩壞前後ノ機密史料), ｢井上侯意見談話演說集｣은 펜글
씨로 필사되어 있다. 이는 政治談話速記錄ㆍ憲政史編纂會舊藏 9ㆍ10(近
代未刊史料叢書, 廣瀨順皓監修, ゆまに書房, 1999)로 간행되었다.
이노우에의 발신서한은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品川彌二郞關係文書｣,
｢野村靖關係文書｣, ｢望月小太郞關係文書｣ 등 외에 大久保利通關係文書
전5권(立敎大學日本史硏究會 編纂, 吉川弘文館, 1965~1971), 伊藤博文關
係文書 전9권(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 編, 塙書房, 1973~1981) 山縣有
朋關係文書 1~3(尙友俱樂部 山縣有朋關係文書編纂委員會 編集, 山川出
版社, 2005~2008), 桂太郞文關係文書(千葉功 編, 東京大學出版會,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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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다수 남아 있다.
전기로는 전술한 世外井上公傳 전5권과 世外侯事歷維新財政談이 가
장 이용 빈도가 높고 사료적 가치도 높다. 이밖에도 井上伯傳 전9책(中原
邦平, 1907), 血氣時代井上侯(伊藤仁太郞, 東亞堂書房, 1912), 井上侯全
傳(同, 忠文堂, 1918) 등이 있다.
【수집 자료】(하위사료계열 2건, 사료철 749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井上馨關係文書｣가 한국관계
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두 수집되어 있다. 발신자별로 분류된 서한이
3,248건, 주제별로 분류된 서류가 1,133건 총 4,381건이다.

(76)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關係文書
무쓰 무네미쓰(1844~1897)는 와카야마(和歌山) 출신의 관료, 외교관, 정
치가이다.
에도막부(江戶幕府) 말기 가이엔타이(海援隊)에 참가했다. 메이지 신정
부가 수립되자 1868년 1월 外國事務局御用掛, 3월 徵士外國事務局權判事,
5월 會計官權判事, 6월 大阪府權判事를 역임했다. 1869년 6~8월 兵庫縣知

事, 1869년 10월 和歌山藩 번정개혁에 참여했다. 1871년 8월 神奈川縣知事,
神奈川縣令(1871. 11.~1872. 7.), 大藏省三等出仕 兼 租稅頭(1873. 5.~ 1874.
1.), 元老院議官(1875. 4.), 1878년 6월 土佐立志社 음모사건으로 구속되었

다. 1883년 1월 宮城監獄에서 출옥, 구미순방(1884. 4.~1886. 2.), 1888년 2월
주미공사, 멕시코 주재공사(1890. 2.), 제1차 山縣內閣의 農商務大臣(1890.
5.), 衆議院議員(1890. 7.~1891. 9.), 제1차 松方內閣의 農商務大臣(1891.
5.~1892. 3.), 內閣政務部長(1891. 8.~9.), 樞密顧問官(1892. 3.), 제2차 伊

藤內閣의 外務大臣(1892. 8.~1896. 5.)을 역임했으며, 청일강화조약 때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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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辨理大臣(1895. 2.)을 맡았다.
헌정자료실에는 1952년 1월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중심으로 서점
에서 구입한 무쓰 계보를 포함한 외교관계 자료, 서한 등 2,433건의 원자료
가 소장되어 있다. 서류의 부는 初期資料, 憲法ㆍ議會, 豫算案修正, 政務部ㆍ
世傳御料ㆍ豫戒令, 農商務關係 등 내정에 관한 항목으로 나뉘어진 자료와,
蹇蹇錄, 外交一般, 條約改正, 日淸戰爭, 日淸講和, 三國干涉, 遼東還付, 各國
과의 관계 등 陸奧外交에 관한 항목으로 나뉘어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무쓰의 저작과 사령장을 포함한다. 한편 외무성에 남겨진 사료 가
운데 주미공사 시절의 往復公信, 전보의 대부분은 外務省 監修, 日本外交
文書 제21~22권(日本國際聯合協會, 1949~1951)에 외상 시절의 자료는
제25~29권(1952~1954)에 실려 있다.
서한의 부에는 伊藤博文, 井上馨을 비롯한 메이지정부 요인들로부터의
서한이 다수 남아 있다. 한편 헌정자료실의 諸家 문서 가운데는 무쓰의 발
신서한이 다수 존재한다. 이 가운데 ｢伊藤博文關係文書｣에 남아 있는 이토
에게 보낸 무쓰의 발신서한은 伊藤博文關係文書(全9卷, 伊藤博文關係文
書硏究會, 塙書房, 1973~1981)에 318통이 실려 있다. 松方正義에게 보낸
서한 17통은 松方正義關係文書(제8권, 松方峰雄 외 편, 大東文化大學 東
洋硏究所, 1987)에 실려 있다. 西園寺公望傳(별권1, 立命館大學西園寺公
望傳編纂委員會, 1996)에는 무쓰가 西園寺에게 보낸 서한 1통과 西園寺가
무쓰에게 보낸 서한 37통이 실려 있다. 미공간의 것으로는 ｢井上馨關係文
書｣에 실려 있는 무쓰의 서한이 정보량이 풍부해 1880~1890년대 정치사연
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 밖에 헌정자료실이 독자적으로 모은 ｢憲政資料
室收集文書｣가운데에는 伊藤博文, 中島信行, 쉬타인에게 보낸 무쓰의 서한
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헌정자료실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을 복제한 책자본을 제공하고 있어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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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편리하다. 또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에는 이 가운데 일부의
디지털자료가 실려 있다. 神奈川縣立 金澤文庫에는 쉬타인 등의 강의노트
(영문)가 있다.

무쓰 무네미쓰 관련 공간 자료로는 蹇蹇錄(中塚明校注, 岩波文庫, 1983),
｢陸奧宗光著 ｢蹇蹇余錄草稿｣ (1)~(4)[檜山幸夫, 中京法學 17(1)ㆍ17(2)
ㆍ20(1)ㆍ20(3), 1982. 7.~1986. 3.)]이 있으며 전기로는 渡邊幾治郞의 陸
奧宗光傳(改造社, 1934), 萩原延壽의 陸奧宗光 上ㆍ下(朝日新聞社,
1997), 岡崎久彦의 陸奧宗光 上ㆍ下(PHP硏究所, 1987~88)와 陸奧宗光

とその時代(PHP硏究所, 1999)가 있다.
【수집 자료】(하위사료계열 2건, 사료철 107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무쓰가 일본정부의 관료, 정치가를 중심으로 伊藤
博文(192통), 井上馨(59통), 西園寺公望(37통), 伊東巳代治(3통) 등 다양
한 인물로부터 받은 서한 736통과 조선관계, 청일전쟁, 삼국간섭, 조약개정
관련 서류 1,081건이 수집되어 있는데 헌정자료실의 문서를 거의 망라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서류는 [書類の部－60. 初期資料 地租改正ソノ他]부터
[書類の部－108. 陸奧宗光辭令 陸奧亮子]까지 49의 서류철로 분류되어 있

으며 72~77의 사료철은 방곡령, 청일전쟁, 명성황후시해사건 등 조선관련
사료이다.

(77) 세키야 테이사부로(關屋貞三郞) 關係文書
1875년 도치기(栃木)에서 태어났다. 1899년 7월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을 졸업하고 내무성에 들어갔다. 1900년 臺灣總督府 參事官, 大藏省 參事
官, 內務大臣 秘書官, 臺灣總督秘書官을 역임했다. 1905년부터는 關東民政
署 事務官을 겸직하고, 1906년에는 關東都督府 民政部 庶務課長 겸 大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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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署長에 부임했다. 1907년 일본으로 돌아와 佐賀縣 內務部長, 鹿兒島縣 內
務部長을 거쳐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장으로 부임하여 9년
간 근무했다. 학무국장 시절 조선교육령을 입안하였다. 1919년 8월에 靜岡
縣 지사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왔다. 1921년에는 宮內次官에 부임하여 1933
년까지 약 12년 근무했다. 1933년부터 귀족원의원(칙선의원)에 임명되었
고, 1935년부터는 일본은행 감사를 맡았다. 또한 1939년부터 재일조선인
관리단체인 중앙협화회 이사장을 맡았고, 1946년 추밀고문관에 임명되었
다. 그 사이 재조일본인의 로비단체인 중앙조선협회 이사(1926~1934)와
동 협회의 전무이사(1934~1946)를 맡아 조선통치에 깊숙이 관여했다.
문서는 유족이 헌정자료실에 기탁하였다가, 2008년 기증하였다. 문서는
크게 서한, 서류, 일기로 나눠진다. 서한은 정계, 재계, 관계의 요인 약 900
명으로 수신한 것인데, 조선관계가 상당수 차지한다. 일기는 1926년부터
1950년까지(1947~1949년 결락) 계통적으로 남아 있는데, 조선관련 기술도

적지 않다. 서류는 약 100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지만, 내무관료로서 관여
한 조선관계 및 황실관계 자료가 눈에 띈다. 현재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료에 대해서는 梶田明宏 ｢關屋貞三郞｣近現代日
本人物史料情報辭典(吉川弘文館, 2004)의 소개가 있다. 전기로는 셋째아
들인 세키야 도모히코(關屋友彦)가 편찬한 使命感に燃えた三人男(紀尾
井出版, 2001), 동 私の家族の選んだ道：激動の五十年明治ㆍ大正ㆍ昭和：
眞實と思いやりの物語(紀尾井出版, 2002)의 ｢關屋貞三郞の生涯｣로서 소
개하고 있다. 세키야에 대한 연구로는 茶谷誠一 ｢關屋貞三郞の政治思想と
政治活動－牧野グループ理解への一考涯｣(史苑 66, 2005)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36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기 전부(1926년부터 1950년)와 서류, 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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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수집하였다. 서류는 ｢朝鮮人の氏創設に就て｣(문서번호 937), ｢內地在
住朝鮮人勞務者爭鬪狀況調｣(문서번호 938), ｢內地人と朝鮮人との配偶關係
者數調｣(문서번호 939), ｢戰う朝鮮を凝視して｣(문서번호 940), ｢中央朝鮮
協會理事中島司及同會書記眞鍋庫太郞の不穩策動狀況｣(문서번호 941), ｢在
京有力者團體と南總督との對立｣(문서번호 991) 등 조선관련 12건을 수집
하였다. 미나미 총독시기의 황민화정책를 구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조선총독부관료(미나미 지로 44통,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2통,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1통,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郞) 4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4통,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0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
內正毅) 2통,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7통 등)를 비롯하여 중앙조선협
회관계자(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郞) 12통, 바바 에이이치(馬場鍈一) 2통,
나카지마 쓰카사(中島司) 4통,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助) 2통 등), 조선인
(김성수, 김연수, 鄭僑源 등) 101명으로부터 수신한 서한을 수집하였다. 서류

와 마찬가지로 전시기 조선통치의 실태를 규명할 수 있는 제1급사료들이다.
▸[1940년 2월 17일 미나미 서한]
陳者東亞日報, 朝鮮日報ニ關シ色々御配慮御厚意御禮申上候. 要ハ今日迄ノ
經過ハ强制ニナラズ談合ニテ當事者間ニ進ミ居リ候處, 彼等ハ强制廢刊ト解
シテ諸運動ヲ成シタル由, 然レトモ事實ハ談合デアリ彼等ニシテ談合ニ克ク應
セサル事明了ナリシ故, 當分其儘に移行スルコトト相成候故, 御含置被下度候.
次ニ此各問題モ亦强制ニ無之, 參望者ニ進路ヲ開キタルモノニシテ, 之ニ關
シテハ不日夫々當事者ヲ內, 外地ニ於テ班ヲ派遣シ眞意ト實行法トニ誤解ナ
キヲ期スル筈ニ候. 是レ亦尊臺の御厚配ヲ煩ワスコト有之ヘク候. 本案ハ外地
及ヒ內地在住の鮮人ハ喜ひなるモ, 在鮮々人及在內地人ヤ氏姓, 硏究學者の
一部ニハ相當論議者有之候. 亦不平者モ可有之候モ, 是レ等ハ氏の事ト姓トノ
關係ヲ知ラサルモノ多ク, 早晩氷解可致ト信シ仕リ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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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關係文書
1903년 교토에서 태어났다. 第六高等學校를 거쳐 1925년 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후 농림성에 들어가 농림국 농정과장대리를 거쳐
서 1935년에는 내각조사국조사관, 기획청조사관, 기획원서기관을 역임했
다. 1938년 4월 다시 농림성으로 돌아와 米穀局 米政課長, 大臣官房 調査課
長, 大臣官房調整課長, 農政局 農政課長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1941년 4
월 기획원사건으로 치안유지법위반용의자로 검거되었다가 1945년 9월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 농정국장으로 복직했다가 1946년 5월
제1차 요시다 내각의 농림대신에 취임했다. 1947년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
었고, 1947년 가타야마 내각의 국무대신, 경제안정본부장관, 물가청장관을
역임했다. 1949년 일본사회당에 입당하였고, 이후 제25회(1952년 10월)부
터 30회 총선거에 당선되어 左派社會黨 書記長, 社會黨 政策審議會長, 社會
黨 國際局長, 社會黨 副委員長 등 사회당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와다 관계문서(1,486점)는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구성된다. 서한은 이
시쿠로 다다아쓰(石黑忠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등으로부터 받은 306
통이 포함되어 있다. 서류는 일본사회당관계, 전후정치관계자료, 일기, 수
첩, 원고류, 전기자료, 잡지, 신문, 팜플렛으로 나뉜다. 사회당관계로는 1958
년부터 1961년까지의 중앙위원회, 전국대회의 안건에 관한 것이나 사회당
의 강령 초고, 검토자료, 국제면, 당외교 면에서는 중국관계, 사회주의 인터
내셔널 및 비동맹제국회의 자료, 팜플렛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36년부터
1967년까지 일기가 남아 있지만, 내용이 단편적이다. 문서목록(和田博雄

關係文書目錄)은 헌정자료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와다 관계문서에 대해서는 大竹啓介, ｢和田博雄｣(近現代日本人物史料
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 자료소개가 있다. 자료집으로는 和田博雄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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稿集刊行會가 편찬한 和田博雄遺稿集(1981)이 있는데, 이 유고집에서 와
다의 자필원고와 詩作노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기로는 大竹啓介가 저술
한 幻の花 和田博雄の生涯 上ㆍ下(樂游書房, 1981)가 있다. 이 전기에는
自筆草稿 ｢日記｣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일회담과 관련된 일련의 사료 ｢日韓會談阻止の
爲に立ち上がろう｣(문서번호 332), ｢日韓會談の背景と本質｣(문서번호 447),
｢戰爭の危機をあおる日韓會談反對國民代表者會議基調報告｣ (문서번호
448), ｢日韓會談反對運動推進のために｣(문서번호 449), ｢日韓會談對策連絡

會議速報(No.6-9)｣(문서번호 450)을 수집하였다. 이들 사료는 일본사회당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 수 있는 사료군이다.

(79) 오가와 히라키치(小川平吉) 關係文書
1868년 나가노에서 태어났다. 소학교 조교를 거쳐서 1883년에 상경하여

司法省正則法律學校를 거쳐 1892년에 東京帝國大學法科大를 졸업했다. 1892
년 변호사(代言人) 면허를 취득하고 1900년 입헌정우회 설립에 참여하였
고, 1901년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를 따라서 상해의 동아동문서원 창
립에 관여했다. 1902년 중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지만, 이듬 해 다시 중
의원에 도전하여 당선된 뒤 이후 10회 당선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
文) 총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일시 정우회를 탈당하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직전에는 의회에서 주전론을 주장하는 강경파로 활약하였고, 1905년 10월
포츠머스강화 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체결에 맹렬히 반대하여 히비야폭동의
주모자로 고노 히로나카(河野廣中), 오타케 간이치(大竹貫一) 등과 함께 투
옥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국병합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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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 입헌정우회에 복귀하여 1915년에 입헌정우회간사장(1915. 5.~1916.
3.)에 취임하였다. 1920년에 국무원총재(1920. 5.~1922. 6.)에 취임했다. 가

토 다카아키 내각의 사법대신, 다나카 내각의 철도대신을 역임했다. 1929년
사철의혹사건으로 체포되어 1936년 징역 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1937년 6월 가출옥되고 정계를 은퇴했다.

오가와 관계문서는 서간의 부와 서류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오가와가
4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서한과 오가와의 자필서한, 전보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서류의 부는 Ａ 日華事變, Ｂ 日韓倂合, Ｃ 東亞同文會, Ｄ 辛亥革命, Ｅ 朝
鮮統治, Ｆ 日露關係, Ｇ 大東文化協會, Ｈ 日獨關係, Ｉ 滿蒙問題, Ｊ 滿洲
事變, Ｋ 論文, Ｌ 射山會, Ｍ 新聞切拔(신문스크랩), Ｎ 論說, Ｏ 禮狀, Ｐ 草稿,
Ｑ 原稿, Ｒ 國內政治, Ｓ 雜書簡, Ｔ 雜書簡, Ｕ 日誌, Ｖ 新聞切拔(신문스크
랩), Ｗ 對支意見書, Ｘ 傳記, Ｙ 追加, 그 외 조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문제관계, 對外硬派運動, 입헌정우회관계 등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가와 관계문서에 대해서는 小川平吉文書硏究會가 자료군 가운데 정치
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추출하여 小川平吉關係文書 全2冊(み
すず書房, 1973)을 출판하였다. 제1권에서는 일기와 오가와가 남긴 제 사건
의 전말, 경과서, 다나카 내각 철도대신시대의 문서류 등이 수록되어 있고,
제2권에는 오가와가 받은 편지(민원식, 박중양, 박영효, 이용구, 송병준, 우
치다 료헤이 등)와 발신한 편지 초고, 서류(｢日韓倂合建議｣, ｢合邦提議の眞
相｣, ｢日韓倂合策｣, ｢間島協約に關する愚見｣ 등), 의견서, 보고서를 수록하
고 있다. 제1권에는 해제(伊藤隆, ｢小川平吉小傳竝に主要文書解題｣)가 수
록되어 있다.
자료에 대해서는 伊藤隆, ｢小川平吉の軌跡, 關係文書 刊行によせて｣
(信濃每日新聞, 1973. 4. 21.~26.)；伊藤隆, ｢東大社會科學硏究所と小川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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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關係文書｣(日本近代史 硏究と敎育, 1993)；小宮一夫, ｢小川平吉｣(近
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第2卷, 吉川弘文館, 2005) 등의 소개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朴泳孝 서한(5통), 李容九 서한(5통), 宋秉畯 서
한(1통)을 수집하였다. 박영효가 보낸 서한을 제외한 서한들은 小川平吉
關係文書 2권에 수록되어 있다.

(80)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關係文書
齋藤實은 1858년 이와테(岩手)의 미즈사와(水澤)에서 태어났다. 1879년
해군병학교(제6기)를 졸업하고 海軍省人事課兼軍務局課僚 등 해군성의 요
직을 거쳤다. 1884년 9월부터 1888년 10월까지 미국에 유학하면서 주재부
관으로 공사관에서 근무했다. 귀국해서 해군성참모부원, ｢秋津洲｣, ｢嚴島｣
의 艦長 등을 거친 후 1898년 오쿠마 내각시기에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
兵衛) 해군대신에 의해 해군차관에 발탁되었다. 1900년부터는 해군성 국
무국장을 겸임하고 러일전쟁 시기에는 대본영해군군사총감, 艦政本部長ㆍ
海軍敎育本部長을 겸임하였다. 1906년 1월부터 약 8년간에 걸쳐 해군대신
을 역임했다. 1914년 4월 지멘스사건으로 해군대신에서 물러나서 예비역
에 편입하였다. 3ㆍ1운동을 계기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
을 대신해서 현역에 복귀하여 조선에 부임하여 약 8년간 조선총독을 역임
하였다. 그 사이에 제네바군축회의 전권대사로 파견되었다가 1927년 12월
조선총독에서 물러나 추밀고문관에 취임하였다. 1929년 8월 야마나시 총
독이 ‘조선총독부의혹사건’으로 사실상 해임되자 그 후임으로 다시 조선총
독에 취임하여 1931년 6월 충남도청 이전문제로 물러날 때까지 약 2년간
재임하였다. 5ㆍ15사건으로 정당내각이 몰락한 후 1932년 5월에 내각총리

17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대신에 취임하여 2년 1개월간 거국일치내각을 이끌었다. 1935년 12월에
천황의 최측근인 내대신에 취임했다가 2ㆍ26사건 때 황도파 장교들에게
피살당했다.
사이토 관계문서는 헌정자료실과 미즈사와 사이토마코토기념관이 소장
하고 있다.
헌정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1964년 유족이 기증한 것과 고서점
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미즈시와(사이토의 고향)와 요쓰야(동경
저택), 세키네마치(유족 저택)에 분산되어 보존되었는데, 유족이 헌정자료
실에 기증하였다. 목록만으로도 4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목록은 齋
藤實關係文書目錄 書類の部(1ㆍ2), 齋藤實關係文書目錄 書翰の部(1ㆍ2)
로 출판되었고, 현재 헌정자료실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류의 부
는 해군관계, 조선통치, 추밀원관계, 군축회의관계, 수상시기의 내정, 외교
관계 등 사이토의 경력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서한은 7,500
통이 넘고 조선인을 포함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서한도 다수 존재한다. 일
기는 1883년의 영문일기로부터 시작하여 2ㆍ26사건으로 암살되기 직전까
지 매일매일 적고 있는데, 면회자와 서한 수신자, 발신자 등만이 기술되어
일지에 가깝다. 사이토 관계문서는 해군사, 정치사, 식민지사에 걸친 제1급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헌정자료실은 2004년 고서점에서 160점에 달하는 사이토문서를 구
입하였다. 서한(85점)의 발신은 해군관계자가 다수이고, 서류 역시 메이지
시기의 해군관계자료가 많다.
미즈사와에 있는 사이토마코토기념관에는 3만 점이 넘는 저서, 잡지, 팜
플렛, 사진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사이토마코토기념관
이 출판한 목록(齋藤實藏書目錄 1ㆍ2)이 있다. 사이토마코토기념관에 소
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였다. 미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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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시와 와세다대학이 소장된 사료를 선별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
였다. 이 자료는 해군시대, 조선총독시대, 수상ㆍ내대신시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선총독시기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와 조선에서 출
판된 희귀잡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촬영 자료에 대해서는 水
澤市立齋藤實記念會館 所藏 齋藤實關係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目錄이 존재
한다. 두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첫 번째 작업에서 빠진 희귀서적, 잡지
를 수집하였다.
전기로는 齋藤子爵記念會가 편찬한 子爵齋藤實傳(전4권)이 있다. 일기
와 서한 등 일차사료를 사용해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전기이다. 그 외 전기
로는 廣岡宇一郞編, 齋藤實傳(齋藤實傳刊行會, 1933), 村上貞一, 巨人齋
藤實(新潮社, 1937), 有竹修二, 齋藤實(時事通信社, 1958) 등이 있다. 자
료에 대해서는 堀內寬雄, ｢齋藤實展 その人と時代(探訪記)｣(參考書誌硏究
58, 2003. 3.), 小林和幸, ｢齋藤實｣(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

文館, 2004)의 소개가 있다.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헌정자료실 자료는 한국국회도서관과 국사편찬
위원회가 각각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28건)

국사편찬위원회는 서한의 부 가운데 한국인들이 보낸 편지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尹致昊(7통), 韓圭復(12통), 韓準錫(1통), 韓潤東(1통), 韓昌洙
(2통), 韓相龍(21통), 金性洙(1통), 玄俊鎬(1통), 洪埈杓(9통), 崔允植(6통)

등을 수집하였는데, 이들 서한 가운데 조선귀족과 관련해서는 반민족행위진
상규명위원회에서 일부 탈초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는 사이
토마코토기념관이 소장한 자료 대부분을 수집했다(제1차, 제2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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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關係文書
시모무라 히로시(1875~1957, 和歌山 출생)는 1945년 일본 천황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선언 방송 당시 이를 주관한 內閣情報局의 總裁로 明治ㆍ大
正ㆍ昭和 시대의 관료ㆍ언론인 및 정치인이며, 海南(카이난)은 그의 號로
본명 보다 시모모라 카이난(下村海南)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시모무라는 1898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 직후 遞信省에서 관
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1901년 중국에 파견되어 北京郵便局長을 역임한 후,
다음해인 1902년 郵便爲替貯金制度硏究를 위해 벨기에로 유학했다. 1904
년 귀국하여 郵便爲替貯金管理所長(1904), 通信局法規課長(1905), 橫浜郵
便局長(1908), 遞信省郵便貯金局長(1909), 爲替貯金局長(1913) 등을 역임
하며 근대 일본의 우편환 거래ㆍ우편저축 제도의 구축과 시행에서 중심적
인 활동을 하였다.
당시의 대만총독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는 일본 근대 우편제도의
시행에서 그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여 1915년 臺灣總督府 民政長官에 발탁
하였다. 이 시기 시모무라는 1921년까지 민정장관 기구개편 이후에는 總務
長官을 역임하면서 대만총독부의 기구개편, 통치체제의 개편에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1921년 퇴임 직후 시모무라는 朝日新聞社에 取締役으로 입
사하여 새롭게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아사히신문에서 전무취체역
(1922), 부사장(1930) 등을 역임하며 이 시기 아사히신문을 대표하는 한사

람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언론인으로의 활동을 인정받아 그는 1937년 칙선
으로 귀족원 의원에 선임되었고, 1943년 日本放送協會 會長이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스즈키 칸타로(鈴木貫太郞) 내각

이 구성되자 국무대신 겸 내각정보국 총재로 입각하여 終戰內閣의 일원으
로 종전을 맞이했다. 이때 시모무라는 일본정부의 포츠담선언 수락의 실현
에 노력하는 한편 이른바 ‘玉音放送’으로 알려진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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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주관하였다. 1945년 8월 종전으로 내각이 해산한 직후에는 잠시 拓殖
大學 학장으로 활동했으나, 이해 12월 연합국최고사령부(GHQ)로부터 전범
용의자로 구속되었고, 다음해인 1946년 전쟁책임 및 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1인으로 평가되어 공직 추방되었다. 1951년 공직 추방이 해제되자
1953년 무소속으로 參議院 선거에 출마하며 공직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낙선하였다. 이후에는 저술 및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전에는 중앙조선협회의 평의원을 맡았고, 전후에는 일한친화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시모무라는 근대 일본에서 관료ㆍ언론인ㆍ정치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
는데, 무엇보다도 일본의 종전 당시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방송을 주관한
인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헌정자료실은 1992년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996건의 자료를 [下村宏關
係文書] ｢その1｣로, 2000년 국회도서관의 수집부로부터 이관 받은 600건의
자료를 [下村宏關係文書] ｢その2｣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その1｣과 ｢その2
｣의 자료는 모두 서간과 서류로 구분된다. ｢その1｣의 자료는 당시 일본의 정
계ㆍ관계ㆍ언론계 등의 다양한 인물과 주고받은 서간이 700건으로 가장 많
고, 서류에는 메이지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의 일기, 자필원고,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자필원고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당시 일본정부 및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특히 천황의 항복선언
과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크다. ｢その2｣의 자료는 쇼와시대에 주고받은 서
한 49건 외에 대부분의 자료가 서류이다. 서류에는 商工省臨時産業合理局統
制委員會, 商工省セメント製造業改善委員會, 國策硏究會, 大日本體育協會,
國際連盟協會 등의 회의자료 및 단체 관련 자료가 많다. 헌정자료실은 자료
활용의 편의를 위해 [下村宏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下村宏關係文書]를 활용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그

176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의 일기 및 회고를 활용하여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방송 과정을 조명한 사
카모토 신이치(坂本愼一)의 玉音放送をプロデュースした男 下村宏(PHP
硏究所, 2010)가 참고된다. 이 책에는 ｢參代記資料及び原稿｣의 일부가 번
각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에 대한 전기도 아직까지는 간행된 것이 없지만,
시모무라 본인이 다양한 저술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모무라의 활동
과 당시 일본사회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저술한 新聞に
入りて(日本評論社, 1925)에서는 관동대지진 전후 일본 신문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내각정보국 총재시절을 회고한 終戰記(鎌倉文庫, 1948)
와 終戰秘史(講談社, 1950) 등에서 종전 전후 시기 일본정부의 상황을 살
펴볼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5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韓相龍으로부터 받은 편지 6통, ｢朝鮮內發行新聞紙
一覽表｣, ｢朝鮮ヨリノ月別移入額｣, ｢朝鮮ゴルフクラブメンーバーリスト｣ 등
모두 12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82) 오미와 쵸베에(大三輪長兵衛) 關係文書
오미와 쵸베에(1835~1908, 福岡 출생)는 幕府 말기에서 明治시대에 이
르기까지 재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일본 근대 초기의 대표적인 경제인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10대 후반인 1851년 규슈(九州) 각지를 여행하던 중 나가
사키(長崎)의 활발한 무역통상을 목격하고 이후 무역통상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했다. 1858년 오사카(大阪)에서 商人 견습을 시작하여 실무경험을 쌓
고, 北國問屋을 시작으로 곧이어 松前問屋을 개업하였다. 오미와는 해운업
과 홋가이도(北海道)의 물산을 중계 판매하는 중계업을 중심으로 부를 축
적하여 메이지시대 초기에는 일본의 경제 중심지 오사카에서 유력한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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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는 새롭게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여 오사카에서 국립은행 및 手形交換所(어음교
환소) 창설에 노력하였다. 이 결과 1878년 오사카에 第五十八國立銀行이
설립되자 그 은행의 頭取(은행장)가 되었고, 다음해인 1879년 大阪手形交
換所의 설립과 함께 會頭(회장)를 겸임하였다. 오사카의 경제계에서 명성
을 쌓은 그는 이후엔 정계 진출을 도모하여 1881년 大阪府會 의원에 당선
되었고, 다음해인 1882년 大阪府會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887년에는 大阪
府會 의장이 되어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정치활동의 과정에서 오미와는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되었
다. 이 시기 그는 오사카에서 일본상인에게 사기를 당해 곤란함에 처한 조
선인 미곡상들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高宗은 당시 일본주
차 조선대리공사 李鶴圭를 통해 오미와에게 그 답례를 하였다. 이때 그는
이학규에게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고종의 초청장을 받아 조선의 화폐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1892년 그는 大
阪府會 의장, 市會議長, 第五十八國立銀行 頭取의 일본에서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일본 외무성의 양해를 얻어 조선의 관료가 되었다. 고종은 그를
종2품 嘉善大夫의 품위를 주고, 신설 交換署의 幇判에 임명하여 당시 조선
정부가 추진하던 화폐개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지만 이때 오미와
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화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典圜局을 설치하여 신
식기계를 통해 서양식의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켰지만, 근본적으로 당시
의 신식화폐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유통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오
미와는 1893년 조선에서의 공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속되었다. 1896년 오미와는 일본에서 조선의 경부철도
건설을 위해 창립한 京釜鐵道株式會社創立發起人會에 발기인의 1인으로
참여하여 한국정부와 경부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데 활동하였고, 189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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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衆議院 議員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과 고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는
1900년 한국에서 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신설한 鐵道院의 監督 및 蔘

政檢察大員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한국 철도의 운영을 주관하면서 한국
황제의 직속 전매사업인 인삼의 판매를 일본의 日本三井物産會社에 위탁시
켰다. 한국정부에서 그의 활동은 1903년까지 계속되었고, 그의 사임 시에
한국정부는 1903년 그에게 훈3등 太極章을 수여하였다. 러일전쟁 직전에는
일본정부의 의향을 배경으로 한국정부와 교섭하여 ｢韓日議定書｣ 체결에 상
당한 역할을 하였다.
오미와는 일본의 메이지시대 한국과 일본의 공직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한일 간의 비공식적 교섭창구로 역할했으며, 일본의 한국경제 침략의 일선
에서 중요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1894년 金玉均 암살사
건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정자료실은 1974년에서 1978년까지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278건의
자료를 大三輪長兵衛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자료는 서간과 서
류로 구분된다. 서간은 주로 당시의 한일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50여건이다.
야마자 엔지로(山座元太郞),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 등 당시 일본정부
에서 한일관계를 실무를 맡았던 인물들 및 李完用, 朴齊純, 安駉壽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주고받은 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서류 역시 대부분
한일관계, 그 중에서도 그가 직접 참여했던 경제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주요 자료로 韓國貨幣制度改革關係資料, 京釜鐵道關係資料, 日韓議定書締
結關係資料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渡韓日誌 4冊, 이력자료, 한국정부
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의 勳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당시 한일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사료적 가치가 크다. 헌정자료실은 자료활용의
편의를 위해 大三輪長兵衛關係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大三輪長兵衛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는 오미와를 매개로 당시의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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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조명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오미와가 주도했던 조선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姜德相, ｢大三輪貨幣條例の制定｣(朝鮮近代史料硏究集成 1, 友
邦協會, 1959)이 참고된다.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러ㆍ일 문제에 대해
서는 가와무라 가즈오(河村一夫)의 ｢韓國に於ける日露兩國の爭覇とこれに
對する國王のご宸慮｣(朝鮮學報 60, 1971) 및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
德)의 ｢日淸ㆍ日露戰爭間期における日韓關係の一側面－在日朝鮮人亡命者
の處遇問題｣(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紀要 88, 1982)가 유용하다. 그리고
후지무라 미치오(藤村道生)는 오미와 자신이 회고한 ｢諸事抄錄｣ 및 ｢渡韓
始末書｣에 대해 ｢韓國倂合の前提－日韓議定書の成立過程｣(日淸戰爭前後
のアジア政策, 岩波書店, 1995)에서 소개하면서 사료의 가치에 대해 평가
하였다. 오미와의 금융활동과 그의 인물상에 대해서는 히로타 사부로(廣田
三郞)의 實業人傑傳 3(立體社, 1897)와 岳淵의 ｢大三輪長兵を論ず｣(當
代の實業家人物の解剖, 實業之日本社, 1903)가 참고된다. 이후 오미와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집 자료】(사료철 36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安駉壽의 편지 16통, 閔泳琦의 편지 2통, 朴齊純의
편지 1통, 金嘉鎭의 편지 5통, 李完用의 편지 2통 등 서간 66건과 한일관계
에서 오미와가 참여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渡韓日誌｣, ｢渡韓始末錄｣, ｢貨
幣制度草案｣, ｢大朝鮮國貨幣條例草案｣, ｢京釜鐵道株式會社定款草案｣, ｢日
韓議定書草案｣ 등의 문서 55건의 모두 120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83) 쿠리하라 요이치(栗原亮一) 關係文書
쿠리하라 요이치(1855~1911, 三重 출생)는 明治시대의 자유민권운동가ㆍ
언론인ㆍ정치인이다. 메이지 초기 東京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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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의 자유민권운
동에 큰 영향을 받아 이 운동에 참여했다. 1876년 이타가키의 民選議員設立
建白을 지지하여 草莽雜誌를 창간하였다. 그는 이 잡지에서 당시의 明治
政府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동시에 자유민권론을 전파하였다. 이 때문에 草
莽雜誌는 발행 6개월 만에 메이지정부로부터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고, 이
후 그는 이타가키가 설립한 立志社에 가입하여 민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그는 이타가키와 함께 국회개설운동, 地租輕減運動, 불평등조약개
정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881년 自由黨 결성에 중심인물로
참여하였고, 1882년에는 자유당의 기관지 自由新聞의 주필로 활약하면
서, 자유당의 당수 이타가키를 수행하여 1년간 유럽을 시찰하였다. 이후에
는 1888년 옛 자유당의 大同團結派 중 大阪俱樂部에서 기관지로 창간한 東
雲新聞의 주필로 활동하며 자유민권파의 대동단결운동 및 愛國公堂 결성
에 노력하였다. 1890년 제1회 총선거 이래 1908년 제10회 총선거까지 10차
례 모두 衆議院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 시기 그는 자유당, 憲政黨, 立憲政友
會 등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전개하였고, 이타가키가 내무대신을 역임하
는 동안 내무대신 비서관(1908), 大藏省參與官(1908) 등의 정부 관료를 역
임하기도 했다. 1909년에는 日本製糖會社가 자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유
력한 중의원 의원 20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日糖疑獄사건으로 중의원 의원
사직 및 重禁固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때의 후유증 때문인지는 정
확하지 않으나 출옥 1년 후인 1911년 3월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쿠리하
라는 메이지시대의 대표적인 자유민권론자이며, 이타가키 다이스케의 최측
근 중 한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헌정자료실은 1985년 古書店으로부터 구입한 339건의 자료를栗原亮一
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자료는 간략한 메모 등의 3건을 제외하
면 모두 서간이며, 마쓰다 마사히사(松田正久, 17건), 하야지 유조(林有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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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가타오카 겐키치(片岡健吉, 4건) 등 자유당 관계자 및 민권운동을 함

께 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대부분이다. 헌정자료실은 자료활용의
편의를 위해 栗原亮一關係文書目錄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栗原亮一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로는 쿠리하라 및 自由黨의 경제론을
아시아지역 통상의 측면에서 고찰한 나카모토 다카토시(中元崇智)의 ｢栗原
亮一と舊自由黨系のアジア通商計劃｣(日本歷史 683, 2005)와 ｢栗原亮一
と自由黨‘土佐派’の‘通商國家構想｣(日本史硏究 516, 2005)이 대표적이다.
쿠리하라의 전기나 인물상에 대해서는 다케이 고마로(竹井駒郞)가 1890년
의 제1회 총선거 전에 그때까지 쿠리하라의 활동에 대해 소개한 栗原亮一
君小傳(三重日報社, 1890) 이외에 본격적인 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朴泳孝로부터 받은 편지 2통이 수집되어 있다.

(84)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 關係文書
야마모토 곤베에(1852~1933, 鹿兒島 출생)는 明治~昭和 시대의 군인ㆍ
정치인이다. 薩摩藩의 무사로 일찍이 鳥羽ㆍ伏見 전투(1868), 戊辰戰爭
(1868)에 참전하여 明治維新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유신 다음해인 1869

년 사쓰마번으로부터 도쿄(東京) 留學을 명령받아 開成所에서 공부했고,
이후 당시 메이지 정부의 최고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의 주선
으로 海軍操練所, 海軍兵學寮에 입학하여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지도를
받았다. 1873년 해군병학료 생도 신분으로 일본의 臺灣 출병에 종군했고,
다음해인 1874년 졸업하여 1877년 해군 소위 임관했다. 사쓰마번 출신의
엘리트라는 자만심에서 청년사관시절 그의 언동은 해군 내에서 종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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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켰지만, 해군 고위층의 신임으로 큰 문제없이 해군에서 성장하여
1886년 군함 아마기(天城)의 함장으로 첫 단독 지휘관이 되었다. 다음해인
1887년 海軍大臣傳令使로 전임하여 당시 海軍次官 가바야마 시게도리(樺

山資紀)의 유럽시찰을 수행하였고, 1889년 귀국과 동시에 大佐로 승진하여
수양함 다카오(高雄) 및 다카치호(高千穂) 함장을 역임했다.
1891년 海軍省大臣官房主事(이후의 海軍省主事)에 발탁, 해군대신 사이

고 쓰구미치(西鄕從道)를 보좌하여 해군의 개혁, 육군에 대한 해군의 지위
향상에 노력했다. 이 시기 그는 육군 중심으로 구성된 參謀本部의 통제 하
에 있던 해군의 군령기관을 1893년 軍令部로 독립시키고, 해군의 인사쇄신
을 단행했고, 청일전쟁(1894)에 직면하여 참모본부의 육군 수뇌부에 해군
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군사작전에서 육ㆍ해군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전쟁
중에는 ‘高升號사건’의 처리, 3국간섭에 대한 대응, 聯合艦隊司令官 경질문
제 등 해군의 중요사건들을 처리하며 해군 군정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이
와 같은 공로로 1895년 그는 해군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해군 군무국장
및 軍令部御用掛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마모토의 위상은 정부 내외
에서 ‘權兵衛大臣’으로 평가받을 정도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사이고 해군
대신으로부터 해군의 충실을 위한 조사ㆍ연구하라는 내훈을 받아 해군의
조직, 건함사업, 교육기관의 개혁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해군은 실질적으로 육군과 동등해 졌다.
1898년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해 전임 사이고 해군대신의 추

천에 의해 제2차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에서 해군대신으로 입
각하여 러일전쟁의 종결까지 8년 간 해군을 지휘했다. 이 시기 그는 러일
전쟁을 상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일본 해군의 목표로 내걸고 해군의
군무를 이에 맞춰 시행했다. 우선 해군 사관의 해외유학을 장려하고, 능력
있는 사병은 장교로 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군 함상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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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개편하여 해군에서 각기병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일본의 제련소, 조
선소를 정비하여 전시의 수리ㆍ보급 체계를 충실하게 하고 최고급의 영국
석탄을 전함선의 연료로 채택했다. 외교에서는 英日同盟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여 해군조항을 조기에 동의하는 등 외무성에 협력했다. 이러한 공적에
의해 1902년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와 함께 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러일전쟁(1904) 시기에는 육군의 개전 주장에 처음에는 반대했지
만, 러시아 해군에 대한 일본 해군의 전쟁준비가 일단락되었다는 판단이
서자 곧바로 개전에 찬성하면서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를 연합함대
사령관에 기용하여 동해해전에서 압승하였다. 이에 1904년 도고와 함께 해
군대장으로 진급하였다. 1905년 해군대신을 사임하였고, 1907년 伯爵으로
승급되었다.
야마모토는 해군대신 사임 이후에도 해군의 유력한 인물로 그 존재감을
발휘하였으며, 藩閥의 중심인물이면서도 정당 및 의회를 존중하고 이토 히
로부미(伊藤博文)의 立憲政友會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護憲運動에
도 이해를 보였기 때문에 總理大臣의 후보자로 자주 거론되었다. 이에
1913년 오야마 이와오(大山巖)의 후원 아래 야마모토가 수상 政友會를 여

당으로 한 제1차 야마모토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 시기 그는 제2차 사이온
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의 정책을 계승하여 행정ㆍ재정 정리, 육해군
대신의 현역무관제 변경을 단행하여 정부에서 군부의 폭주를 억제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지만, 1914년 ‘시멘스사건’으로 내각이 와해되어 내각 총사직
했고, 그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였다. 이후 그는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
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은연 자중했지만, 해군과 사쓰마의 원로
로서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력을 기반
으로 그는 1923년 다시 수상에 기용되어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을 수립했다.
이 시기 그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帝都復興院 總裁에 기용하여 關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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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地震의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통선거의 실현에 노력하는 등 의욕
적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이해 12월 攝政宮 裕仁 親王(후의 昭
和天皇)이 사회주의자 난바 다이스케(難波大助)로부터 피습당한 ‘虎ノ門事
件’이 일어나 불과 3개월 만에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1928년 昭和 천황의 즉위식에서 大勳位菊花大綬章을 수여받았고, 1933년
82세로 사망했다.

야마모토는 일본에서 근대 해군의 건설자로 ‘해군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다. 또한 薩摩ㆍ長州 출신의 총리대신 역임자로서 元老가 되지 못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헌정자료실은 1952년 유족으로부터 양도받은 32건의 자료를 山本權兵
衛關係文書로 소장, 공개하고 있다. 자료는 서간과 서류로 구분되면 서간
은 이토 히로부미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이쥬인 히코키
치(伊集院彦吉) 등으로부터 받은 3건의 편지를 포함한 7건이다. 서류 25건
으로 청일전쟁 개전에 대한 회의 자료, ‘虎ノ門事件’에 대한 조사자료, ‘만주
사변’에 대한 야마모토의 의견서, ‘역대총리대신의 시정방침’, 본인의 수기
등 일본 근대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헌정자료실은 자료활용의 편의를 위해 山本
權兵衛關係文書目錄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山本權兵衛關係文書를 활용한 연구들은 일본사회에서 야마모토가 ‘일
본 근대 해군의 아버지’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의 근대 해군 건설과정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海軍大臣官房에서 편찬한 山本
權兵衛と海軍(原書房, 1966 복각)과 나카무라 가슈(中村嘉壽)의 海軍の
父山本權兵衛(水産社, 1942)가 대표적인데, 전자에는 헌정자료실 소장의
山本權兵衛關係文書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인용되고 있어서 사료적 가
치도 가지고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야마모토에 대해서는 번벌정치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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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명한 고미야 가즈오(小宮一夫)의 ｢山本權兵衛(準)元老擁立運動と
薩摩｣([年報近代日本硏究] 20, 宮中ㆍ皇室と政治, 山川出版社, 1998)와 구
노 쥰의(久野潤)의 ｢山本權兵衛 第16ㆍ22代內閣總理大臣－藩閥, リベラル
のイメージのはざまで戰った明治の軍人政治家｣(歷史讀本 54-11, 2009)
가 참고된다. 보통선거 실시 문제를 중심으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의 움직
임을 분석한 우치가와 마사오(內川正夫)의 ｢普通選擧問題の高揚と社會思
想社の對應：第二次山本權兵衛內閣および淸浦奎吾內閣の普通選擧對策を
めぐって｣(東洋英和女學院短期大學硏究紀要 30, 1991)도 유용하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征韓論に關する件 其他 (付) 故伯爵山本海軍大將
手記｣ 1건이 수집되어 있다.

(85) 오에 다쿠(大江卓) 關係文書
오에 다쿠(1847~1921)는 고치(高知) 출생의 정치가이자 기업인이다. 고
토 쇼지로(後藤象二郞)의 사위. 1871년 5월 民部省出仕로 관직에 들어간
이후 工部省出仕(1871. 9.), 가나가와현(神奈川縣) 參事(1871. 11.), 가나가
와현 權令(1872. 7.)을 역임했고 페루의 기선 마리아루스호 사건을 담당했
다. 이후 대장성에 근무(1874. 1.~1875. 10.)한 뒤 1877년 정부를 전복하려
는 무장봉기를 공모해 1878년 9월 투옥되었다. 1889년 2월 사면되어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郞)의 대동단결운동과 입헌자유당 재건에 참여했다. 1890년
7월부터 1891년 12월까지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정계를 은퇴한 이후에

는 東京株式取引所 副會頭ㆍ이사장(1892. 1.~1898. 7.), 京釜鐵道 創立委員
(1901. 6.), 韓國水輸院 부총재(1902. 7.)를 역임했다. 1914년 6월 帝國公道

會를 설립했다.
오에 관계문서로는 먼저 東京大學 近代立法過程硏究會가 수집한 大江卓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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係文書가 있다. 현재는 도쿄대학 법정사료센터 원자료부가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草稿, 大江卓意見書(1872~1899), 帝國公道關
係書類, 新聞雜誌類, 書簡으로 대별되며 그밖에 경부철도관계 자료가 있다.
헌정자료실의 大江卓關係文書는 1978년 법정사료센터에서 일단 사료를
빌린 뒤 1982년 유족이 기탁한 것으로 1991년에는 헌정자료실에 기증하였
다. 따라서 사료는 대부분 법정사료센터와 동일하나 상호 중복되지 않는 자
료도 있다. 서한으로는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고토 쇼지로(後藤象二
郞), 다케우치 쓰나(竹內綱), 마스다 다카시(益田孝), 오이 겐타로(大井憲
太郞)에게서 받은 것이 많다. 한편 고향인 고치현(高知縣) 현립도서관에도
｢헌정당쇄신의견서｣ 등 일부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전기로는 雜賀博愛, 大江天也傳記(大空社, 1987)가 대표적인데 ｢大江
卓關係文書｣ 가운데 상당수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밖에도 다수의 전기, 오에 자신의 저서, 자전, 회고록, 인물평 등 간행자료
도 출판되어 있다. 오에 관련 자료에 대한 해설로는 神崎勝一郞, ｢大江卓｣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헌정자료실 소장 문서의 [書類の部] 가운데 한국연
안 어업문제에 관해 농상무성 총무장관 후지타 시로(藤田四郞)에게 보낸
보고서와 경부철도에 관한 의견서 및 서류 3건이 수집되어 있다.

(86) 산조(三條)家 關係文書
산조가 관계문서는 막말(幕末), 메이지(明治) 시기에 활동한 산조 사네
쓰무(三條實萬),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부자의 소장 자료를 가리킨다.
산조가(三條家)는 명문 청화가(淸華家)로 사네쓰무(實萬, 1802~185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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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서 출생해 從3位(1814), 權大納言(1824), 議奏(1831), 武家傳奏(1848),
內大臣(1857)을 역임했다. 1858년 미일통상조약 칙허문제가 발생하자 칙허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 쇼군 후계문제에 대해서는 히토쓰바시 요시노부(一橋
慶喜)를 옹립하는데 찬성했다. 이후 교토의 별저에 은거했고 이이 나오스케
(井伊直弼)가 장악한 막부에 의해 강제로 근신처분을 받았다.

산조 사네토미(1837~1891)는 사네쓰무의 넷째 아들로 교토에서 태어났
다. 從三位ㆍ權中納言(1862. 9.), 議奏(1862. 10.), 國事御用掛(1862. 12.)를
역임했고 1863년의 8ㆍ18정변으로 다른 공경들과 함께 조슈(長州)로 쫓겨
났다. 1865년 다자이후(太宰府)로 이동했다가 왕정복고(1867. 12.)를 맞이
했다. 신정부에서는 議定(1867. 12.), 副總裁(1868. 1.), 輔相(1868. 4.), 右
大臣(1869. 7.), 太政大臣(1871. 7.), 內大臣(1885. 12.)을 역임했다.
헌정자료실의 산조가 관계문서는 1950년 후손으로부터 양도받은 자료가
대부분이다. 사네쓰무, 사네토미의 자료가 서한의 부와 서류의 부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총 4,299점).
서한의 부는 사네쓰무가 약 130명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사네토미가 약
240명으로부터 받은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의 부는 막말서류, 메이

지기 서류(정치행정관계ㆍ외교관계ㆍ헌법ㆍ관계법령ㆍ여러 사람의 의견
서, 탄원서, 보고서류), 산조가 관계와 그 밖의 서류(궁내성, 화족, 社寺 관
계 등)로 되어 있다. 의견서, 건의서와 사본, 칙어안, 규칙법령안 등 준공문
서의 성격을 지닌 자료가 많다.
헌정자료실과는 별도로 神宮文庫에도 산조가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 기탁되어 있던 것을 1950년 후

손이 神宮文庫에 기증한 것이다. 근대 이전을 포함해 총 8,856점으로 그 가
운데 일기류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다이쇼(大正)기까지 수백 책에 이른다.
의견서와 탐색서 등 사네토미 관계문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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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정자료실 소장 ｢산조가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출판되었다
(三條實美關係文書(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所藏) 1~3(國立國會圖書

館憲政資料室 編, 北泉社, 1997~1998). ｢산조가문서｣는 마이크로필름 외에
책자복제판(104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헌정자료실에서는 神宮文
庫의 ｢산조가문서｣ 가운데 사네토미 관계를 중심으로 403건을 마이크로필
름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내용은 유신사료 및 건백서, 청원서 등이다.
｢산조가문서｣중 일부는 디지털화되어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에 게재되
어 있으며 홈페이지 전자전시회 헌정자료에서도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간행된 사료로서는 日本史籍協會에서 1916년 간행한 三條家文書(東京
大學出版會 復刻, 1972)와 1925년 간행한 三條實万手錄 全2卷(東京大學
出版會 復刻, 1972)이 있다. ｢산조가문서｣의 해설로서는 廣瀨順晧, ｢｢三條
實美關係文書｣について｣(三條實美關係文書 (マイクロフィルム版)別冊, 北
泉社, 1998)와 廣瀨順晧, ｢三條實美關係文書｣(日本近代思想體系 別卷(近
代史料解說ㆍ總目次ㆍ索引)加藤周一 他 編, 岩波書店, 1992)가 있다.
산조 사네쓰무, 사네토미의 전기에 관해서는 궁내성에서 전기편찬사업을
진행해 1901년 三條實美公年譜(宮內省 圖書寮 編, 宗高書房 復刻, 1969)
가 나와 있다. 여기에는 사네토미 개인의 사적뿐만 아니라 그와는 직접 관
계가 없는 막말유신기의 중요한 정치사항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다. 전기
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는 궁내청 서릉부에 ｢三條公行實編輯掛本｣으로 소
장되어 있다. 막말부터 메이지 시기에 걸친 산조가 관계의 서류가 중심으로
총 1,837점이다. 이밖에도 사네토미의 전기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三條實美公履歷 1~5(三條實美公履歷發行所, 1907), 德富蘇峰이
지은 三條實万公ㆍ三條實美公(梨木神社鎭座五十年記念祭奉贊會, 193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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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20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산조가 관계문서 가운데 1870~1880년대
의 조선에 관한 외교관계 서류, 서한을 중심으로 20개 서류철에 139건의 사
료를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 외교관, 정부 유력자의 서한, 의견서, 건의서,
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료철별 사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外交關係－33. 明治10~14年]에는 1877년부
터 1881년까지 재외 공사 등의 보고서, 서한 등 10건이 포함되어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外交關係－34. 明治15~18年 朝鮮事件]에는
1882년부터 1885년까지 임오군란, 국외중립, 갑신정변 등에 관한 외교문

서 37건이 포함되어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外交關係－35. 明治22年 條約改正問題]에는
1889년 외교문서 초안 1건이 포함되어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49. 對外關係一般]에는 谷干
城建白書 1건이 실려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51. 朝鮮]에는 관료 등 유력
자의 조선에 관한 의견서 등 23건이 포함되어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58. 諸報告書ㆍ歎願書類]에
는 서류 1건(조선에서 의복개정 보고)이 포함되어 있다.
▪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三條家關係－60. 三條實美意見書 其他自筆
文書]에는 1873년 조선사절 파견의 목적 主旨案 1건이 실려 있다.
▪ [書類の部－書類の部補遺－74. 岩倉具視覺書]에는 1870년 조선에 관한
岩倉具視의 機務書 1건이 실려 있다.
▪ [書類の部－書類の部補遺－75. 意見書ㆍ建言]에는 1874년 정한론에 관한
논설 1건이 실려 있다.
▪ [書類の部－書類の部補遺－76. 外事]에는 1875년부터 1886년까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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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밀서신, 의견서, 건의서, 외국공사의 서한 등 11건의 사료가 포
함되어 있다.
▪ 사료철⑪~⑲의 9개의 서류철에는 江藤新平, 井上馨, 伊藤博文, 岩倉具視,
山縣有朋, 黑田淸隆, 副島種臣 등 정부 유력자 10명의 서한 11통이 수집되
어 있다.
▪ 사료철⑳ [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外交關係－32. 明治7ㆍ8年 朝鮮ㆍ臺
灣事件]에는 1874~1875년 타이완사건과 조선 관계 외교서류 42건이 포함
되어 있다.

(87)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關係文書
노즈 미치쓰라(1841~1908)는 가고시마(鹿兒島) 출신의 군인이다. 1868
년 戊辰戰爭에 참가한 뒤 1871년 상경해 육군성 第2局副長(1873. 3.), 近衛
參謀長心得(1874. 1.), 第2여단 참모장(1877. 2, 서남전쟁 출정), 육군성 제2
국장(1878. 11.), 東京鎭台 사령장(1878. 12.), 東京鎭台 사령관(1879. 9.)을
역임했다. 1884년 2월 육군경 오야마 이와오(大山巖)의 유럽출장을 수행하
고 1885년 1월 귀국했다. 이후 廣島鎭台 사령관(1885. 5.), 제5사단장(1888.
5.), 제1군사령관(1894. 12.), 근위사단장(1895. 11.), 東京防禦총감(1896.
5.), 東都都督(1896. 10.), 교육총감(1900. 4.), 군사참의관(1904. 1.), 제4군

사령관(1904. 6, 러일전쟁 출정)을 역임하고 원수(1906. 1.)가 되었다. 작위
는 侯爵(1907. 9.), 말년에 귀족원의원(1907. 9.)이 되었다.
헌정자료실의 노즈 관계문서는 1979년 유족이 기탁한 것을 1996년 기증
했다. 총 247점으로 서한과 서류로 분류된다. 서한은 松方正義, 高島鞆之助
외에 청일전쟁 중의 山縣有朋, 러일전쟁 중의 上原勇作으로부터 받은 서한
및 가족간 서한을 포함해 노즈의 발신서한 등 116통이며, 서류는 서남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일지 등 관계서류를 중심으로 그림, 사진첩 외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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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즈 시즈오(野津鎭雄, 1835~1880)의 전기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쟁 중의 진중일지는 귀중한 자료이다. 서남전쟁에 관해서는 ｢西南
戰役戰鬪日記｣라는 제목으로 187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일지 1책
이 있으며 청일전쟁에 관해서는 ｢明治二七, 八年役 陣中日記略｣(寫) 16책,
러일전쟁에 관해서는 ｢征露日誌｣ 42책, ｢征露日誌｣(寫) 9책이 남아있다. 헌정
자료실의 문서 외에 가나가와현립(神奈川縣立) 문화자료관 야마구치(山口)
컬렉션에 노즈의 발신서한 6통이 존재하고 가고시마현 역사자료센터 黎明館
에는 노즈의 발신서한 1통이 소장되어 있다. 노즈 관계문서에 대한 소개로
는 ｢野津道貫文書｣(國立國會圖書館月報 220, 1979. 7.)；村山久江, ｢野津
道貫｣(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吉川弘文館, 2004)；長南政義, ｢野
津道貫｣(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4, 吉川弘文館, 2011)가 있다.
저작으로는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육군경의 유럽출장 수행기록인 野津道
貫 외, 歐米巡回日誌(廣島鎭臺文庫, 1886)가 있으며, 전기로는 長劍生 編,
武將の典型 野津元帥の面影(皆兵社, 1908)；濱口美智子, 野津鎭雄ㆍ野
津道貫兄弟の事蹟(私家版, 1973) 외에 여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취급된
열전류도 남아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개 사료철([書類の部]16. 淸國情況書類)에 10건의
사료가 수집되어 있다. 청일전쟁 시기 전장에서 생산해 본국으로 보낸 청취
서, 전보, 보고서 등이다.

(88)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郞) 關係文書
노다 우타로(1853~1927)는 후쿠오카(福岡)에서 부농 노다 이시치(野田
伊七)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을 일찍 여읜 후 외조부에게 양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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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그 양자가 되어 가난한 두부집을 이었다. 근검절약하여 잡화상으로

성공하였다. 석탄관계로 미쓰이 재벌과 관계를 가졌고 후쿠오카에서 자유
민권운동에 참가하여 九州改進黨에 들어갔다. 1886년 후쿠오카현 의원에
당선되어 1898년 사임할 때까지 연속 당선되었다. 1894년에 후쿠오카현회
부의장에 취임하는 등 지방정계에서 활약하였다. 한편 1886년 10월에 三池
銀行을 창립하고 1889년 5월에 三池紡績會社를 창립하고 취체역에, 1896년
에 전무취체역에 취임하였다. 1898년 3월 제5회 중의원총선거에 후쿠오카
현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이후 10회 중의원 의원(5회~11회,
12회~15회)을 역임했다. 입헌정우회 창립에 참가했고 1912년 3월에 정우

회 간사장, 1913년 12월에 원내총무에 취임하였다. 1913년 12월부터 1916
년 11월까지 동양척식회사 부총재를 역임하였다. 이후 중앙정계에 복귀하
여 하라(原)내각, 다카하시(高橋)내각에서 체신대신(1918. 9.~1922. 6.), 가
토 다카아키(加藤高明)내각에서 상공대신(1925. 4.~8.)을 역임했다. 정우회
에서는 1923년 4월에 정무조사회장, 1924년 6월에 부총재를 지내다가 1927
년 2월 사망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1913년 12월부터 1916년 11월까지 동
양척식회사 부총재를, 중앙조선협회 창립에 참가하여 192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중앙조선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野田文書는 福岡縣地域史硏究所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九州歷
史資料館으로 옮겼다. 九州歷史資料館이 소장하고 있는 野田卯太郞關係文
書는 3,000점이 넘는 방대한 양이다. 헌정자료실에는 그 가운데 1890년부
터 1926년까지의 일기 37책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九州歷史
資料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http://www.fsg. pref.
fukuoka.jp/kyureki/kenshi/index.html). 문서는 크게 일기, 수첩, 활자사료, 사

진, 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는 1890년부터 1926년까지 당용일기
에 기재되어 있는데, 기술이 아주 간략하다. 수첩은 1887년부터 190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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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속적이긴 하지만 매우 많은 분량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노다가 동양
척식회사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어 활자사료 가운데 조선관계가 비교적 많
다. 동척관련 영수증을 비롯하여 청구서, 수령증, 계산서, 출장복명서, 각종
조사서류 등 방대한 분량이다. 마지막으로 野田文書에는 많은 서한이 포함
되어 있다. 일기가 1926년까지 남아 있지만 서한은 1916년분까지만 남아
있다. 1916년 동척 부총재를 사임하고 상경하여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
한 후의 사료는 남아있지 않다. 발신자로는 하라 다카시(原敬), 마쓰다 마
사히사(松田正久) 등 정우회 관계자, 마스다 다카시(益田孝), 단 다쿠마(團
琢磨), 야마모토 조타로(山本條太郞),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 등 미쓰
이재벌 관계자, 그 외 재계와 정계의 인물이 많다. 뿐만 아니라 동양척식회
사 부총재 시절의 서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발신자로는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경성일보 사장),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 총독),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총독부 총무국
장), 이노우에 고사이(井上孝哉),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동척 총재),
한국인(韓相龍, 송병준 등) 등 다수의 조선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九州歷史資料館에서는 사료를 공개하고 있고 디지털카
메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전기로는 坂口二郞, 野田大塊傳(野田大塊傳刊行會, 1929)이 있으며 ｢野
田文書｣를 사용한 연구로는 福岡縣史 近代資料編 綿絲紡績業(福岡縣,
1985)；有馬學, ｢東拓時代の野田卯太郞｣(秀村選三先生御退官記念論文集刊

行委員會 編, 西南地域の史的展開<近代編>, 思文閣, 1988)；季武嘉也, ｢桂
園時代の野田卯太郞｣(創價大學人文論集 ３，1991)가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6건)

국사편찬위원회는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가운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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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일부(當用日記 1902~1903, 1914~1915, 1923~1924)를 수집했다. 헌
정자료실에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할 때에는 九州歷史資料館의 허가가
필요하다. 九州歷史資料館에 소장되어 있는 野田文書에는 동척 부총재
시절의 활자사료 및 서한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료부족으로 답보상
태에 있는 1910년대 연구를 위해서 추가적인 수집이 요구된다.

3

外務省 外交史料館) 소장 자료(AJP036)

외무성 외교사료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은 1971년 4월에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일본의
외교관계문서를 분류, 보존, 공개해 왔다. 자료는 1945년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5년 이전의 외교관계 기록은 江戶幕府 말기의 외교기록인 ｢正ㆍ
續 通信全覽｣, 明治 초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외교활동 기록인
｢外務省記錄｣, 조약서류(도서, 친서 포함)를 기축으로 한 ｢國際的 合意書｣,
담당 局 또는 課가 당시 외교 과제에 관해 개요ㆍ경과ㆍ결과 등을 조사 정
리한 ｢調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外務省記錄｣은 일본의 외
교 활동의 족적을 아는데 필수적인 1차 사료인 것이다.
▸외무성기록의 내용과 분류

‘외무성기록’은 일본정부의 외교활동에 따른 재외공관과의 왕복전보, 공

신류를 비롯한 귀중한 사료가 외무성이 만들이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종
결 시까지 약 80년에 걸쳐 약 4만 건이 넘는 파일로 정리, 편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메이지ㆍ다이쇼기(明治大正期：1868~1912)의 기록은 1門 [政
治], 2門 [條約], 3門 [通商] 등 8門으로 분류되어 있고, 쇼와전전기(昭和戰
前期)의 기록은 A門 [政治ㆍ外交], B門 [條約], E門 [經濟]등 16門으로 각
각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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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료관에서는 이들 ‘외무성기록’을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파일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외무성기록’의 특징은 사건, 사항별로 편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외교관이 재직 중에 관여한 집무문서를 개인별로 모으거나 각국에 설치
된 대사관, 총영사관별로 전보나 공신류를 모은 형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
‘외무성기록’에는 외무성 독자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설정된 분류번호와

기록 중에 수록되어있는 기록문서의 내용을 나타내는 건명이 붙여져 있다.
기록의 분류방법은 계층식 분류로 먼저 대항목인 ‘門’이 설정되고 각 ‘門’ 안
에 중항목인 몇 개의 ‘類’가 설정되고 이 ‘類’는 몇 개의 ‘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쇼와기의 기록에 관해서는 ‘項’ 다음의 세부항목으로 ‘目’이 설정되
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록을 나타내는 ‘號’가 붙어 있다. 이 분류
번호 및 건명은 각 시대에 문서편찬사무를 담당한 부서(예를 들면 기록국)
에서 기록 편찬 시에 붙인 것이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관계기록문서의 내
용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리한 ‘本冊’과는 별도로 ‘別冊’이라
는 기록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 日本 外務省記錄(일본 패전 前)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외무성기록(2차 세계대전 패전 전. 이하 외무
성기록이라 하면 2차 세계대전 패전 전의 기록을 말한다)은 일본의 明治 초
기부터 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의 일본 외교 기록이다. 외무성기록은 외교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각종 기록 문서를 해당 업무 처리가 종료된 다음
사건, 사항별로 편찬한 것이다. 즉 업무 처리가 끝난 문서들을 일종의 파일
링 방식으로 묶어 둔 것이 외무성기록인 셈이다. 외무성기록의 이용을 위해
서는, 각 기록문서들이 각 사건, 사항별로 파일링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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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이 파일링된 문서들을 흔히 ‘本冊’이라고 하는데
해당 사건, 사항에 따라 수량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본책으로 파일링된
사건이 내용에 따라 다시 세분될 경우 그를 ‘別冊’이라고 다시 묶은 경우도
있는데 큰 사건을 세부 사건으로 구분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분류 4.3.1.2)]은 [韓國人ノ部(분류 4.3.1.2-1)]

를 시작으로 34종의 별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파일링된 외무성기록
은 주제별로 분류되어 보존되어 있는데 각 주제 분류에 따라 매겨진 기호가
일종의 구분 기호로서 청구 기호의 역할도 한다. 즉 외교사료관에서 외무성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류 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분
류는 시기별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일본 연호를 기준으로 明治, 大正, 즉
19세기말부터 1925까지(일부 1926년까지)의 외무성기록은 8개의 대분류

즉 8門式 분류를 사용하였고 昭和 시기 즉 1926년부터 1945년까지는 A, B
등의 방식으로 16가지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明治, 大正 시기의 외무성기록
은 門－類－項 3단계의 분류를 사용하여 항 아래에 각 號, 즉 위에서 말한
사건, 사항별로 파일링된 기록들이 위치하게 된다. 昭和 시기의 분류는 門
－類－項－目의 4단계 분류로 그 아래 각 호가 위치한다. 외무성기록의 핵
심은 각 호, 즉 사건, 사항별로 파일링된 기록철이다. 해당 기록철은 위에서
말한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1책에서 수십책까지 수량에 큰 차이가 있다.
외무성기록을 이용하려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1992년에 편찬하여
발행한 外務省記錄總目錄(外交史料館所藏)을 활용하면 된다. 明治大正篇
1권, 昭和戰前篇 1권, 索引, 參考資料篇 1권 등 모두 3권으로 출판된 이 목

록집에 외무성기록이 분류별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일찍이 외무성기록을 주목하였는데 개항기 외교
관련 정보에 당시 국내 정치에 관한 정보까지 개항기 자료도 풍부하지만
특히 식민지 시기 국외 민족운동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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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현재까지도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자료가
있을 정도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450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에 주목하여 1990년대 중후반부터 외무성
기록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두 900책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자료 정리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무성기록 각 號를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되 책자 단위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위 [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분류 4.3.1.2-1)]
의 경우 한 호에 10책이 들어 있는데 이를 각 책자 단위로 정리하였다.
2) 외교사료관 보관 외무성기록 각 책자가 수집 당시 분책되는 경우에는 분

책된 책자 기준으로 정리하되 분책 번호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의 1책은 복사지를 1책
으로 제본하기에는 수량이 많아 두 책으로 분책하였는데 이 경우 외무
성기록 원 책자 번호 다음에 분책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要視
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 1(1)], [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
雜纂 韓國人ノ部 1(2)]와 같은 것이 그 사례인데 이 경우 앞의 ‘1’이 외
무성기록 원본의 책자 번호이며 뒤의 괄호 (1)ㆍ(2)가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분책된 책자의 번호이다.
3) 제목은 외무성기록의 원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외무성기록의 분류를, 원소장기관 위치정보 항목에 그대로 기입하여 외

무성기록의 원 체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5) 1990년대 이전 수집 자료 중에는 외무성기록 책자에서 일부 문서만 발

췌하여 수집한 것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료의 경우에는 원본의 책자 제
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사료이력에 발췌 여부를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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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개의 경우 각 책자에 수록된 개별 문서까지 정리하였으나 일부 문서
(사료건) 단위까지 정리되지 못한 책자도 있다.
7) 국내,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책으로 공간한 경우, 데이

터베이스로 만들어 웹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두었다.
참고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자료 중 외무성기록 이외의 것, 즉 조서
류, 묘가타니문서, 외무성경찰사 등은 별도의 사료계열에 정리되어 있다.
해방 후 즉 1945년 이후의 일본 외무성의 외교기록 중 일부도 일본 외교사
료관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데 그 또한 별도의 사료계열로 정리하였다. 그리
고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집Ⅰ(국사편찬위원회, 2001)에 1980년
대부터 2000년까지 수집한 목록이 게재되어 있으나, 추가 수집분과 합하여
재정리된 사료철은 다음과 같다.
▪ 韓國ニ於ケル統監政治及同國倂合後帝國統治策ニ對スル論評關係雜簒 (1)ㆍ
(2)ㆍ(3)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一般ノ部 一∼三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調査班關係(1921)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輿論ノ部 (1)ㆍ(2)ㆍ(3)(1912)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朝鮮人民會 一∼六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保民會 一∼三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敎育施設(國庫補助) 二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敎育施設(書堂學校等) 三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敎育施設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農業) 一ㆍ二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 三(1921. 2. 16.)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金融) 三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間島金融)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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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 五(1)(革豊水田開墾公司, 鄭安立)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金融) 六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産業施設(經濟) 七
▪ 朝鮮土地調査法關係一件(1910. 12. 1.)
▪ 露國革命一件 關東都督部竝朝鮮總督府情報 1∼4(1918)
▪ 間島ニ於ケル宗敎關係雜件(1909. 4.)
▪ 韓國ニ於ケル外國宣敎師關係雜纂(1910)
▪ 韓國ニ於ケル宗敎關係雜纂 (1)∼(4)
▪ 宗敎關係雜件 1∼6
▪ 韓國(朝鮮)ニ於ケル學校關係雜件(補助金支出ノ件) (1)∼(8)
▪ 北韓視察復命書 釜山理事廳 高瀨經德 報告(1909. 11.)
▪ 東洋拓殖會社設立一件(1907)
▪ 本邦會社關係雜件, 東洋拓殖會社ノ部(1917)
▪ 朝鮮人ノ海外移住竝移住者ノ狀態取調一件 1∼6(1909)
▪ 朝鮮人ノ海外移住關係雜件(1910)
▪ 外國官廳ニ於ケル本邦人雇入關係雜件 韓國ノ部 (1)ㆍ(2)(1887)
▪ 在外朝鮮人在留屆出關係一件 附 在外朝鮮人調査ノ件(1911)
▪ 在外朝鮮人ニ關スル調査一件(1916)
▪ 朝鮮人歸化關係雜件(1907)
▪ 朝鮮人ノ歸化竝ニ歸化人ニ對スル各國ノ待遇振關係雜件(1920)
▪ 韓國移民關係雜件(1902)
▪ 阿片其他毒劇及吸食器具取締關係雜件 朝鮮ㆍ臺灣ㆍ關東州ㆍ靑島(1868)
▪ 日淸交戰中韓國東學黨本邦人殺害一件(1894)
▪ 要視察外國人ノ擧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 1∼10(1886∼1910)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新聞雜誌 1(1907. 4.)∼5(19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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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支那側態度ノ一(1912. 8. 8.)∼六(1926. 1. 16.)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鮮人ト過激派 卷1(1915. 4. 1.)∼卷7(1926. 9.)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新聞雜誌, 獨立新聞(1919)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上海假政府 1(1919. 3.)∼6(1926. 1.)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ト馬賊(1919. 6.)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朝鮮人ト太平洋會議 卷1(1921. 7. 1.)
∼卷3(1922. 1. 1.)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外要注意鮮人名簿 (1)ㆍ(2)(1921)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義烈團行動 (1)∼(4)(1923)
▪ 不逞團關係雜件 支那內亂關係 朝鮮人行動(1923)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西比利亞 1(1910. 1.)∼16(1926. 1.)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朝鮮人靑年團 (1)(1923. 12. 27.)ㆍ(2)(1926.
1. 28.)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義烈團行動 附 金元鳳 (1)∼(3)(1924)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李王薨去ト鮮人(1926)
▪ 不逞團關係雜件 御大葬ト朝鮮人(1926)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滿州ノ部 一(1910. 8. 14.)∼四四(1926. 10. 25.)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卷1(1910. 8. 1.)∼14(1924)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歐米 1(1910)∼8(1925)
▪ 不逞團關係雜件 在支那各地 1(1910. 9.)∼4(1925. 3.)
▪ 不逞團關係雜件 在上海地方 1(1910. 9.)∼6(1926. 1.)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雜ノ一(1911. 6. 5.)∼二(1922. 8. 26.)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朝鮮人ト宗敎 1(1919)∼3(1921)
▪ 朝鮮駐箚憲兵隊司令官報告雜纂(1912)
▪ 日本語ニ通スル韓人ノ氏名調査竝在韓居留地商業會議所報告送付方參謀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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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ヨリ依賴一件(1902)
▪ 韓國暴徒ノ爲本邦人被害關係雜件 (1)ㆍ(2)(1896)
▪ 滿州事變輿論竝新聞論調 本邦ノ部 朝鮮人ノ策動關係(1933)
▪ 本邦會社關係雜件 東洋拓殖株式會社(1931)
▪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1(1928)∼8(1938)
▪ 本邦內政關係雜件 植民地關係 1∼6(1943~1945)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難民救濟ノ部 第1卷 (1921. 3.)∼2卷(1925. 4.)
▪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衛生施設ノ部 第單卷 (1)ㆍ(2)(1922. 6. 19.)
▪ 滿洲國政況關係雜簒－治安狀況關係 第單卷 1(1941. 1. 11.)∼3(1943. 11. 9.)
▪ 滿洲國政況關係雜纂－治安狀況關係－匪賊動靜竝討伐狀況關係 第1卷(1937.
9. 1.)∼第4卷(1940. 7. 26.)

▪ 鮮滿越境警察權行使問題雜件 第1卷 (1)∼(3)(1922. 11. 9~1924. 1. 15.)
▪ 韓國財政整理一件(韓國國庫金取扱其他ニ關スル同國度支部－第一銀行ト契約,
第一銀行ニ於テ韓國公債募集引受契約締結ノ件) 第1卷(1904. 11. 29.)∼
第3卷(1905. 10. 25.)
▪ 新聞雜誌等出版物取締關係雜件－朝鮮總督府通報 第1卷(1914. 1. 1.)∼3卷
(1918. 12. 26.)

▪ 間島及滿鮮接壤地方治安情況報告雜簒 第1卷(1926)∼13卷(1935)
▪ 在支滿本邦警察統計及管內狀況報告雜簒 第1卷(1926)∼67卷(1943)
▪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朝鮮國ノ部 第1卷(1873)∼11卷(1906)
▪ 韓國ニ於ケル白銅貨私鑄關係雜簒 第1卷(1901. 5.), 第2卷(1903. 1.)
▪ 第一銀行一覽拂手形僞造一件 第1卷(1902. 12.)ㆍ第2卷(1904. 4.)ㆍ第3卷
(1904. 8.)

▪ 變災及救濟關係雜件－(別冊)關東地方震災ノ件－朝鮮人問題及其反響
第1卷(1923. 9. 4.)ㆍ第2卷(1923. 10. 26.)ㆍ第3卷(1924. 1.)ㆍ第4卷(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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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帝國版圖關係雜件(1885. 10.)
▪ 各國ニ於テ外國人傭聘關係雜件 韓國之部(1897)
▪ 韓國ニ於テ目賀田財政顧問及附屬官吏招聘一件(1904)
▪ 韓國倂合一件(1910)
▪ 外務大臣ノ會談要領雜件 加藤大臣支部(極秘)(1901)
▪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京城說傳) 1ㆍ3(1885)
▪ 柳原公使與三職往復內翰(1891)
▪ 東學黨變亂ノ際韓國保護ニ關スル日淸交涉關係一件 1(1894)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支間ノ部 1(1894)ㆍ2(1914)ㆍ3(1916)ㆍ4(1919)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土間之部(1889)
▪ 日淸戰役後ニ於ケル帝國政府ノ對韓政策關係雜纂(1895)
▪ 淸韓兩國經營ニ關スル建言雜件(1904)
▪ 帝國ニ於テ韓國ニ統監府竝ニ理事廳設置一件(1905)
▪ 建言雜纂 2(1917)
▪ 第二辰丸抑留ニ關スル日淸交涉一件 1ㆍ2(1908)
▪ 統監府ニ於テ施行又ハ計劃シタル主要事務ノ槪要調書(1908)
▪ 元在淸公使館書記官中島雄ヨリ引繼ノ淸韓兩國ニ關スル書類(1909)
▪ 朝鮮邊境淸國領土內居住ノ朝鮮人ニ對スル淸國政府ノ懷柔政策關係雜纂
(1910)

▪ 支那政見雜纂 1(1912)ㆍ2(1916)
▪ 日獨戰爭ノ際ニ於ケル帝國臣民ノ對支政策其他ノ意見書雜纂 2(1914)
▪ 支那ニ於ケル利權回收問題一件 利權回收運動(1924)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米間 1(1901)ㆍ3(1912)ㆍ4(1918)
▪ 日本ニ於テ英佛兩國ノ領地ニ關シ友情毁傷ノ態度ヲ表シタリトノ露國外務大
臣談話ニ關スル新聞記事ニ付在米靑木大使ヨリ申越一件(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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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米兩國名士ノ講演交換一件(1910)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佛間 1(1885)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露間 2(1911)
▪ 帝國諸外國外交關係雜纂 日獨間(1909)
▪ 外交問題ニ關シ英國政府ト帝國領事間直接交涉一件(1902)
▪ 露領內ニ於ケル朝鮮人ノ法律上ノ位置竝ニ同國官憲ノ取扱方針一件(1910)
▪ 露國金貨及金塊保護問題一件 1(1919)ㆍ2(1924)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印度 ｢アフガニスタン｣間(1904)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英支間 1(1910)
▪ 伊國ノ對淸要求關係一件(三門灣租借浙江省不割讓要求, 鐵道敷設鑛山採掘權
要求, 三門灣開放方帝國ノ對淸要求) 1(1899)
▪ 露國文武官ノ旅順口會議一件(1903)
▪ 惠潮嘉道吳煦ノ交涉事務不誠實ニ對シ領事團ヨリ兩廣總督ヘ照會一件(1909)
▪ 淸國革命動亂後同國邊境ニ對スル露國ノ態度竝ニ行動一件(1912)
▪ 在支露國公使及領事資格不承認問題一件(1920)
▪ 各國對外政策關係雜纂 米國支部 1(1887)
▪ 各國對外政策關係雜纂 米國支部 弗外交(1911)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米ㆍ支間 1(1891)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英ㆍ米間(1898)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露ㆍ墺間(1884)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露ㆍ支間 1(1912)
▪ 諸外國外交關係雜纂 英ㆍ佛間(1891)
▪ 國民思潮及民衆運動ニ關スル件(1923)
▪ 遼東半島還附一件 露ㆍ佛ㆍ獨三國干涉(1895)
▪ 遼東半島還附一件(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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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露國ノ韓國土地租借關係雜件(1897)
▪ 獨國ノ膠州灣租借關係一件 1(1898)
▪ 英國ノ威海衛租借關係一件(1898)
▪ 露國ノ旅順大連租借關係一件 2(1898)
▪ 馬山浦土地租借竝ニ巨濟島不割讓ニ關スル露韓約定一件(附 栗九昧ニ於ケ
ル 邦人所有地處分方ニ關スル件) 2(1900)
▪ 韓國ノ永久中立ニ關スル露國ノ提議一件(1900)
▪ 間島ノ版圖ニ關シ淸韓兩國紛議一件 3ㆍ4(1907), 6ㆍ8ㆍ12ㆍ13(1908),
15ㆍ16(1909), 18(1914)

▪ 長沙ニ於ケル共匪暴動事件帝國領事館被害關係(1930)
▪ 滿洲及淸國ノ領土保全ニ關スル露國ノ宣言要領拔萃(1898)
▪ 鴨綠江日支劃界問題一件(附 渡船場問題, 島嶼問題)(1922)
▪ 南滿洲行政統一問題一件(1917)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1(1895), 5(1914), 6ㆍ8ㆍ9(1916), 11ㆍ12ㆍ
14(1917), 15ㆍ16ㆍ17(1918), 20ㆍ21(1919), 23(1920), 24(1921), 25ㆍ
26(1922), 27(1923), 28(1924), 30(1923), 31ㆍ32ㆍ33(1925), 34(1926),
36(1912)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革命黨關係(亡命者ヲ含ム) 1(1910)ㆍ2(1913),
3(1923), 4(1913), 5ㆍ8(1914), 9(1915), 11(1916)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革命黨關係(亡命者ヲ含ム) 革命黨ノ動靜探査員
派遣 1(1910ㆍ1915)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光緖二十四年政變ㆍ光緖帝及西太后ノ崩御ㆍ
袁世凱ノ免官(1908)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蒙古 1(1902)ㆍ2(1912)ㆍ3(1917)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蒙古｢ブリヤート｣獨立關係(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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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滿洲 2(1912), 4(1914), 6ㆍ7(1917), 9(1919),
11(1922), 12(1923), 13(1924), 14(1925)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西藏新彊(1912)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復壁問題 1ㆍ2ㆍ3ㆍ4ㆍ5(1917)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北支動亂(安直兩派ノ紛爭) 1ㆍ2ㆍ3ㆍ4ㆍ5(1920)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奉直紛爭 1(1921), 2ㆍ3(1922), 4(1922~1923)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奉直紛爭 各國ノ態度(1922)
▪ 各國內政關係雜纂 支那ノ部 裁兵問題(1922)
▪ 韓國內政改革ニ關スル交涉雜件 1(1894)
▪ 韓國人李容翊來朝竝同人擧動取調一件(1905)
▪ 燕京見聞彙報(1905)
▪ 淸國革命動亂ニ關スル情報 陸軍ノ部 1ㆍ2ㆍ3(1911)
▪ 淸國革命動亂ノ際帝國政府ニ對スル官革兩軍ノ態度竝誤解一件 3ㆍ4(1911)
▪ 淸國革命動亂後ノ狀況ニ關スル各省及府縣廳報告雜纂 陸軍省及參謀本部ノ部
2ㆍ3(1912)

▪ 支那ニ於ケル政黨及結社ノ狀況調査一件 2(1912)
▪ 袁世凱帝制計劃一件(極秘) 反袁動亂及各地狀況 1ㆍ3ㆍ4(1915), 5(1916)
▪ 支那南北調停一件 1ㆍ2(1918), 3(1919~1920)
▪ 江浙竝奉直紛擾關係 支那各省竝各派ノ態度(1924)
▪ 江浙竝奉直紛擾關係 吳佩孚逃亡(1924)
▪ 江浙竝奉直紛擾關係 各派軍備(1924)
▪ 江浙竝奉直紛擾關係 政況 2(1924)ㆍ3(1923)
▪ 江浙竝奉直紛擾關係 各國ノ態度 2(1923)ㆍ4(1924)
▪ 反奉天派紛擾事件 1ㆍ2(1925)
▪ 反奉天派紛擾事件 帝國ノ態度及在留邦人保護 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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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奉天派紛擾事件 各國ノ態度(1925)
▪ 支那新政府承認問題一件(1924)
▪ 露國革命一件 西比利亞ニ對スル米國ノ利權企圖其他態度雜件(1917)
▪ 露國革命一件 勞農政府ト各國トノ關係 1(1921)
▪ 露國革命一件 帝國ノ態度 1(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滿洲里方面ヘノ出兵問題 1(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出兵問題ニ關スル電信寫(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西比利亞ニ於ケル指揮問題(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聯合軍側浦鹽派遣軍(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西比利亞共同出兵 1ㆍ2ㆍ3(1919), 4(1920)
▪ 大連金建問題一件(1921)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出兵及撤兵 1(1918)ㆍ2(1919)ㆍ4(1920)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出兵關係雜件(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松平政務部長來電寫(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浦鹽派遣軍政務部關係(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オムスク｣政府承認(1919)
▪ 對支借款關係雜件 奉天省ノ部 1(1907)
▪ 對支借款關係雜件 雜ノ部 1(1908)ㆍ2(1923)
▪ 對支借款關係雜件 北京政府ノ部 2(1921)ㆍ4(1924)
▪ 對支借款關係雜件 吉林省ノ部(1919)
▪ 對支借款關係雜件 北京政府支那參戰借款ノ部 2(1919)
▪ 支那招商局關係竝借款交涉一件 1(1911)
▪ 對張之洞正金銀行借款雜件(1907)
▪ 支那改革借款一件 1(1910), 2(1911), 5ㆍ7ㆍ9ㆍ10(1912)
▪ 帝國經濟政策關係雜纂(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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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那財政關係雜件 一般之部 1(1922)
▪ 煙草專賣法發布ニ關スル苦情一件(1904)
▪ 農産物關係雜件 護謨之部 2(1919)
▪ 南滿鐵道附屬地及軍用地內ニ於ケル罌栗栽培禁止一件(1909)
▪ 露領亞細亞沿海ニ於ケル本邦人漁獵許可一件 1(1892)ㆍ3(1901)ㆍ5(1903)
▪ 北太平洋ニ於ケル海獸漁獵ニ關スル繫爭問題雜件 米國トノ關係 2(1909)
▪ 北太平洋ニ於ケル海獸漁獵ニ關スル繫爭問題雜件 露國トノ關係 1(1900)
▪ 支那改革借款一件 11(1914)
▪ 支那改革借款一件 31ㆍ33(1916), 34ㆍ35(1917ㆍ1918), 38ㆍ40ㆍ42(1919),
43ㆍ44(1920), 45(1923)

▪ 支那改革借款一件 幣制借款 1(1917)ㆍ3(1918)
▪ 支那改革借款一件 幣制借款 阪谷男傭聘ノ件(1917)
▪ 支那改革借款一件 幣制借款 經過要領(1919)
▪ 對支新借款團關係 2(1913), 3ㆍ4(1919), 6ㆍ7ㆍ9(1920)
▪ 露蒙協約一件(1912)
▪ 對支新借款團關係 10(1920), 12ㆍ14(1921), 15(1922)
▪ 對支新借款團關係 外債整理借款 1ㆍ2(1922), 4ㆍ6ㆍ7(1923), 9(1924)
▪ 對支借款善後策一件 1(1918)ㆍ2(1919)
▪ 滿洲鐵道ノ中立ニ關シ米國ヨリ提議一件(附各國ノ輿論及內外新聞論調)(1910)
▪ 滿蒙諸鐵道敷設計劃一件 3(1914)ㆍ4(1915)
▪ 支那鐵道國際官理問題一件(1919)
▪ 洮濟鐵道關係一件 2(1925)
▪ 韓國ニ關スル日露協約雜件 1(1896)
▪ 第二回日露協約締結一件(1910)
▪ 支那鑛山關係雜件 滿洲ノ部 吉林省(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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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那鑛山關係雜件 滿洲ノ部 鞍山店及湯崗子鐵鑛(1916)
▪ 支那鑛山關係雜件 鑛政ノ部 鐵鑛國有問題(1914)
▪ 支那鑛山關係雜件 蒙古ノ部 外國關係(1907)
▪ 支那二於ケル製鐵所關係雜件(1920)
▪ 油田利權關係雜件 露國ノ部(1924)
▪ 淸國ニ關スル諸調査雜纂 2(1911)
▪ 東亞興業株式會社關係雜纂(1908)
▪ 滿洲ニ於ケル本邦人ノ利權獲得契約事項ニ付關係各領事館間內報交換方訓
令一件(1913)
▪ 大正四年日支條約後帝國ノ滿蒙經營雜纂(1915)
▪ 各國ノ利權獲得關係雜件 支那ニ於ケル各國ノ利權調査 2(1917)
▪ 在露本邦人ノ旣得不動産利權承認方交涉一件(1924)
▪ 莫斯科ニ於ケル北華太利權契約締結交涉一件 雜件(1925)
▪ 大正四年對支交涉一件 雜件之部(極秘)(1922)
▪ 日支軍事協約一件 1ㆍ2(1918), 3(1919)
▪ 滿洲ニ關スル第三回露淸協約一件 1(1903)
▪ 露蒙協約一件 1(1913)
▪ 日露講和條約締結一件 條約締結(1905)
▪ 列國ノ態度及政況 支那國 3ㆍ5(1919)
▪ 山東問題 2ㆍ5(1919)
▪ 海軍軍備制限二關スル條約 1ㆍ2(1921ㆍ1922)
▪ 潛水艦及靑瓦斯二關スル五國條約(1922)
▪ 支那關稅條約及決議(1922)
▪ 支那鐵道統一ニ關スル決議(1921)
▪ 會議全權受電 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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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議全權發信發電 1ㆍ2(1921)
▪ 幣原大使受電 1(1921)
▪ 華府會議全權來電番順綴込 1ㆍ3ㆍ5(1921ㆍ1922)
▪ 日露通商航海條約改正一件(1894), 2(1896)
▪ 追加日淸通商航海條約締結一件(附各國ト淸國間追加條約締結) 1ㆍ3(1902),
4ㆍ6(190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1ㆍ2(1921), 1(1922), 2(1924), 3(1922)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大連會議 一般(1920)
▪ 日露國交回復交涉 長春會義 1ㆍ2ㆍ3ㆍ4ㆍ5(1922)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1922)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2(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東京ニ於ケル預備會議 準備(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東京ニ於ケル預備會議 帝國之輿論(1923) 2건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東京ニ於ケル預備會議｢ヨッフェ｣代表一行ノ動靜及
狀況 1ㆍ2ㆍ3ㆍ4(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情報部所管ノ部(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1(1923), 3ㆍ5ㆍ7ㆍ9ㆍ10ㆍ12(1924)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帝國輿論(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外國輿論 1(1923), 2(1925)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條約實施(1924)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參考資料(1924)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交涉經過(1924)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交涉經過來電 2(1924)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準備打合會議事錄(1923)
▪ 日露國交回復交涉一件 北京會議 議事錄(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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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支通商條約改締一件(1925)
▪ 各國間通商條約締結雜件 露支間 1(1920)ㆍ2(1923)
▪ 日露漁業條約締結交涉一件(1895), 2(1902)
▪ 日露漁業協約締結一件 1(1906)ㆍ2(1907)
▪ 日露漁業協約附屬十二ヶ條協定一件 1(1907)ㆍ2(1911)
▪ 支那輸入稅率改正一件 1(1912), 3ㆍ4ㆍ5(1917), 6ㆍ7(1918), 8ㆍ9(1918)
▪ 韓國二於テ第二回萬國平和會議ヘ密使派遣竝二同國皇帝ノ讓位及日韓協約
締結一件 1ㆍ2(1907), 3(1908)
▪ 日露漁業協約改締一件(1913)
▪ 支那關稅改訂一件(上海會議) 1(1921), 3ㆍ4ㆍ6(1922)
▪ 支那關稅改締一件(上海會議) 支那側ノ情勢 1(1922)
▪ 支那關稅改訂一件(上海會議) 支那情報(1922)
▪ 支那關稅改訂一件(上海會議)(1922)
▪ 支那關稅改訂一件(上海會議) 不當課稅(1925)
▪ 支那關稅改訂一件(上海會議) 財政關係(1924)
▪ 帝國諸外國間領事職務條約締結一件 日米ㆍ佛間之部(1904)
▪ 支那關稅竝治外法權撤廢問題北京會議一件 1ㆍ3ㆍ4ㆍ6(1925), 9ㆍ11ㆍ13
(1926)

▪ 支那關稅竝治外法權撤廢問題北京會議一件 治外法權(1926)
▪ 支那關稅竝治外法權撤廢問題北京會議一件 協定稅率 2(1926)
▪ 支那關稅竝治外法權撤廢問題北京會議一件 外債整理 1(1926)ㆍ2(1925)
▪ 支那關稅竝治外法權撤廢問題北京會議一件 陳情書 2(1925)
▪ 陸海軍關係雜件 2(1901)ㆍ4(1911)
▪ 淸國兵制改革一件(淸國二於テ帝國武官招聘二關スル件) 1(1900)
▪ 諸外國ニ於ケル各國軍艦ノ測量竝陸海軍兵上陸規則關係雜纂(兵器携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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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二關スル件)(1904)
▪ 各國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ホノルル｣軍備調査 1(1908)ㆍ2(1913)
▪ 各國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 布哇陸軍情報部週報(1923)
▪ 各國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 空軍關係ノ部 2(1926)
▪ 各國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 支那ノ部(1925)
▪ 各國一般軍事軍備及軍費關係雜纂 米國ノ部 1(1920)ㆍ5(1925)
▪ 外國人ヨリ軍機圖書類販賣込方申出雜件(1908)
▪ 帝國陸海軍航空關係雜件(1916)
▪ 帝國陸海軍諸施設關係雜件 各國新聞論調(1922)
▪ 本邦人徵兵關係雜纂 徵兵ニ關スル雜ノ部 1(1922)
▪ 帝國練習艦隊關係雜纂 1(1876)ㆍ2(1903)ㆍ4(1910)ㆍ6(1921)ㆍ8(1923)ㆍ
9(1926)

▪ 帝國練習艦隊關係雜纂 本省官吏便乘關係(1926)
▪ 各國陸海軍練習關係雜件 太平洋ニ於ケル米國海軍大演習 2(1925)
▪ 義和團事變關係在支帝國駐屯軍關係一件(1902)
▪ 義和團關係北支駐屯軍隊關係一件 2(1922)
▪ 南滿洲鐵道沿線守備隊關係雜纂(滿洲獨立守備隊) 1(1909)ㆍ2(1924)
▪ 關東都督府管內陸軍各部隊配置及職員表(1906)
▪ 鄭家屯ニ於テ日支軍隊衝突一件(附 川瀨 巡査敍勳ノ件) 1ㆍ2(1916)ㆍ3(1917)
▪ 寬城子二於テ日支軍隊ノ衝突一件 1ㆍ3(1919)
▪ 帝國ニ於テ兵器需品購入竝依賴製造關係雜件(1921)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 米國其他對露活動(1918)
▪ 本邦ニ於ケル各國兵器需品其他調達關係雜件 1(1917), 2ㆍ3(1919)
▪ 本邦ニ於ケル各國兵器需品其他調達關係雜件 露國ノ部 1(1914)ㆍ2(1915)ㆍ
4(1918)ㆍ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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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國ニ於ケル銃器彈藥類輸出入關係雜件(1904)
▪ 支那南北對立中兵器供給問題 1(1919), 2(1920), 4(1921), 5(1922), 7(1923),
8(1923), 9ㆍ10(1924), 12(1925)

▪ 比利亞派遣軍押收保管武器問題 1ㆍ2(1922)
▪ 各國ヨリ帝國艦艇讓受方申出關係雜件(1895)
▪ 在支那帝國軍用通信機關關係雜件 1(1921)
▪ 各國陸海軍情況報告雜纂 米國ノ部 1(1911)
▪ 軍事調査及報告雜件 外國へ陸地測量員派遣ノ件(南淸) 1(1909)
▪ 軍事調査及報告雜件 外國へ陸地測量員派遣ノ件(北淸) 2(1909)
▪ 軍事調査及報告雜件 外國ノ部(1925)
▪ 淸佛戰爭一件 1(1882)ㆍ2(1883),
▪ 米西戰爭一件 2(1898)ㆍ4(1899)ㆍ雜(1899)
▪ 歐洲開戰一件 1(1914)ㆍ4(1917)
▪ 鴨綠江左岸ニ於ケル露國ノ軍事的經營雜件(森林伐採及海底電線敷設計劃
龍巖浦租借要求) 1(1903)
▪ 日露戰役關係露國黑海及義勇艦隊ノ動靜關係雜纂(｢ダーダネルス｣ 海峽經過
問題)(1904)
▪ 日露戰役二於ケル帝國海軍戰鬪情報(日本海海, ｢コルサコフ｣方面)(1904)
▪ 日露戰役ノ際韓國ニ於ケル帝國ノ軍事經營一件(1904)
▪ 日露戰役關係露國波羅的艦隊東航關係一件 1ㆍ2(1904), 3ㆍ5(1905)
▪ 日露戰役ノ際淸國盛京省遼東半島南部封鎖一件(1904)
▪ 日露兩國ノ滿洲撤兵一件(1905)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 經費支變(1918)
▪ 在支帝國及各國租界防衛關係一件 3(1913)
▪ 日獨戰爭ノ際山東ニ於ケル帝國ノ軍事行動一件(山東鐵道占領) 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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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歐洲戰爭ニ關スル情報 在外大公使館部(1914)
▪ 歐洲戰爭ニ關スル情報 陸軍ノ部 1(1914)ㆍ4(1915)ㆍ7(1916)ㆍ10(1917)
▪ 日獨戰爭ノ際日英共同動作關係雜件 歐洲方面ニ出兵遣艦(1917)
▪ 西比利亞出征將卒ノ行爲ニ關スル事故雜件(1920)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山東縣懸案細目商議報告書(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各國ノ態度 支那ノ部 1(1919)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電報綴｢來電｣1ㆍ2(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電報綴｢通信會議來往電｣(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一般方針, 山東實施委員會議事錄(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鐵道問題 1(1921), 2(1922), 4(1923),
6ㆍ7(1924), 9(1925), 11(1926)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電報綴往電ノ部(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日支共同委員會及公表集 1(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細目協定關係 靑島海關問題參考資料(1922)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日支直接交涉 2(1915)ㆍ3(1916)
▪ 山東占領地處分一件 帝國ノ態度及聲明(1919)
▪ 日獨戰役占領地施政一件 靑島ノ部 3(1918)ㆍ5(1920)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 鐵道財政援助ノ件(1919)
▪ ｢ヤツプ｣島海底電線處分問題一件 2(1920), 4ㆍ5(1921),
▪ 帝國ノ南洋委任統治一件 1(1920), 2ㆍ6(1921)
▪ 薩哈連州占領地施政關係一件 1(1920)ㆍ2(1921)ㆍ3(1922)ㆍ4(1923)ㆍ6(1925)
▪ 薩哈連州占領地施政關係一件 軍政署官報(1920)
▪ 薩哈連州占領地施政關係一件 北樺太産業施設方針(1924)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各國輿論及新聞論調(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新聞論調(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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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行政引渡 靑島警備及武器供給問題(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行政引渡 山鐵沿線警備及撤兵問題(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行政引渡 行政引渡準備委員會議事錄(1923)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細目協定關係 一般方針竝訓令 1ㆍ3(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細目協定關係 日支共同委員會第二委員會議事錄(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細目協定關係 陳情書 1(1919)ㆍ2(1921)ㆍ3(1920)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細目協定關係 郵電問題(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細目協定關係 公有財産(發電所) 1(1922)ㆍ2(1923)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日支共同委員會第一委員會議事錄(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華府會議(日支直交) 1ㆍ2(1921)ㆍ3(1922)
▪ 山東懸案解決交涉一件 華府會議ニ至ル迄ノ經過 1ㆍ2(1919), 3(1921)
▪ 日露開戰ノ際外國人日本軍ノ爲ニ赤十字社ノ業務ニ從事し度キ旨申雜件
(附 負傷者及患者用物品無賃遞送方申出ノ件)(1903)

▪ 日露戰役關係各國ノ中立雜件 淸國ノ部(1905)
▪ 日露戰役ニ際シ極東ニ於ケル第三國軍艦ノ動靜關係雜件(1904)
▪ 講和前提及休戰(日獨及歐洲戰爭) 羅馬法王ノ講和提唱(1917)
▪ 日露戰役二關スル樺太漁場ニ於ケル露國人ノ損害要償一件 1(1907)
▪ 露國革命關係救恤一件 法令ニ基カザル申請書(1920)
▪ 支那南北衝突事變關係一件 1-1)(1920)ㆍ1-2)(1922)ㆍ3-1)(1922)ㆍ
3-2)(1923)ㆍ4(1923)ㆍ6(1924)

▪ 尼港ニ於ケル帝國官民虐殺事件 1(1920)
▪ 大正十四年支那暴動一件 1ㆍ2ㆍ4ㆍ5ㆍ6(1925)
▪ 大正十四年支那暴動一件 五ㆍ三十事件 北部支那ノ部 1-1)(1925)
▪ 大正十四年支那暴動一件 五ㆍ三十事件(南部支那ノ部) 1ㆍ2(1925)
▪ 大正十四年支那暴動一件 損害賠償調査 各府縣 1ㆍ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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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正十四年支那暴動一件 損害賠償調査 1(1925)
▪ 英露交涉竝露國ノ作戰計劃ニ關スル在露佛國大使館附武官報報告在佛本野
公使ヨリ送附一件(1904)
▪ 新聞雜誌出版物等取締關係雜件 2(1913)ㆍ4(1926)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西比利亞出兵交涉(1918)
▪ 露國革命一件 出兵關係 露國派遣軍撤退後ノ勞農政府對極東事件雜件
1ㆍ2(1923)

▪ 支那ニ於ケル合辨事業調査一件 第一回 滿洲ノ部 1(1916)ㆍ2(1921),
▪ 支那ニ於ケル合辨事業調査一件 第二回 滿洲ノ部 2(1915)
▪ 支那ニ於ケル合辨事業調査一件 第二回 滿洲ノ部 3(1921)
▪ 西比利亞及東支鐵道管理一件 1(1917), 5ㆍ8(1919), 13(1920), 17(1921)
▪ 西比利亞及東支鐵道管理一件 帝國ノ態度(1920)
▪ 山東省諸問題及山東滿蒙兩鐵道ニ關スル交涉一件 1(1918)
▪ 對支電信借款雜件 1(1918)
▪ 西比利亞北滿地方森林鑛山調査一件(1919)
▪ 帝國全權會見談(1919)
▪ 西比利亞問題 2(1917)
▪ 條約改正準備調査一件 1(1909)
▪ 日米通商航海條約改締一件 1(1908)ㆍ3(1911)
▪ 支那關稅特別會議一件 諮問及答申關係 1ㆍ2(1923)
▪ 帝國議會關係雜纂 說明者料 亞細亞局(1923)
▪ 各國內政關係雜纂 露國ノ部(1903)
▪ 西比利亞鐵道關係雜纂(1891)
▪ 支那鐵道關係雜件(1895)
▪ 京城洪州間及京城義州間鐵道敷設一件(附 京城義州間鐵道取極ニ盡力者褒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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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件)(1896)
▪ 滿蒙諸鐵道敷設計劃一件(1914)
▪ 軍事調査及報告雜件 本邦ノ部(1925)
▪ 日獨戰爭ノ際山東ニ於ケル帝國ノ軍事行動一件 山東鐵道占領 1(1914)
▪ 日獨戰爭ノ際日英共同動作關係雜件 歐洲方面ニ出兵遣艦(1914)
▪ 日獨戰爭ノ際外國艦船掌捕及抑留臨檢雜件(1914)
▪ 日獨戰爭關係, 山東省交戰地域撤廢問題一件(1914)
▪ 日獨戰爭ニ關スル帝國聲明竝ニ獨國ノ誣妄一件(1914)
▪ 大正三年時局情報 1(1914)
▪ 韓國各地開港關係雜件 1(1883)
▪ 滿洲開放一件 1(1905)ㆍ3(1907)ㆍ5(1908)ㆍ7(1910)
▪ 間島開放一件(稅關員雇入ノ件, 商埠地內日鮮人所有地保留方ニ關スル件,
間島龍井村救濟會會則)(1910)
▪ 山東省龍口開港一件(1915)
▪ 米國太平洋沿岸聯合商業會議所ヨリ本邦名士招待接伴一件(1911)
▪ 對淸貿易ニ關スル各國政策關係報告雜纂(1920)
▪ 帝國貿易政策關係雜件 2(1924)ㆍ4(1926)
▪ 第一回貿易會議一件 經過 1ㆍ2(1926)
▪ 本邦外國間合辨會社關係雜件 1(1916)ㆍ2(1924)
▪ 本邦銀行關係雜件 在支本邦銀行調査(1923)
▪ 露淸銀行ノ文書竝ニ債權債務關係雜纂(露淸銀行所有家屋正金銀行へ讓渡ノ
件) 2(1907)
▪ 日支合辨銀行關係雜件 1(1918)
▪ 日支合辨銀行關係雜件 安東銀行 1(1911)
▪ 日支合辨銀行關係雜件 南滿銀行ㆍ鐵嶺商業銀行(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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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支合辨銀行關係雜件 日華銀行ㆍ協成銀行(1921)
▪ 滿洲租借地內ニ金融機關設置ニ關スル建議竝ニ租借地內外淸國各地ニ於ケ
ル正金銀行支店ノ特別貸付方ニ關シ大藏省ヨリ正金銀行ヘ命令一件(第二
十五回帝國議會建議) 1-1)(1907), 1-2)(1916)
▪ 淸國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1ㆍ3ㆍ5(1908), 7ㆍ8(1909)
▪ 支那人日本品｢ボイコット｣一件(日支交涉前後) 1(1912), 3ㆍ4(1915), 6(1914),
7ㆍ9(1915)

▪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1(1917), 2ㆍ4ㆍ6ㆍ7ㆍ8(1919), 9ㆍ10(1920)
▪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雜件 1ㆍ2(1919)
▪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福州事件 1ㆍ2(1919), 4(1920)
▪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福州事件 同復命書 2(1919)
▪ 支那ニ於テ日本商品同盟排斥一件 在留學生行動關係(1919)
▪ 支那排日關係雜件 1ㆍ2(1922), 4(1923), 5(1924), 7(1925), 8(1926)
▪ 支那排日關係雜件 在支外國人排日煽動(1919)
▪ 支那排日關係雜件 宣傳用扇子(旅大回收)(1924)
▪ 支那人ノ排外關係雜件 2(1925)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日支經濟ニ及ホス影響及輿論 1ㆍ2(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南支狀況(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長沙事件 2(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長沙地方(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上海(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中支(長江地方)(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漢口(1923)
▪ 大正十二年日貨排斥一件 北支狀況(1923)
▪ 日淸兩國實業家ノ聯絡機關設立一件(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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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支那經濟關係日米提携雜件(1919)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1919)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 委員會議ニ關スル件 2(1919)
▪ 西比利亞經濟援助關係雜件｢プロパガンダ｣ニ關スル件(1918)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朝鮮人ト宗敎 1(1911), 2(1919)
▪ 北太平洋ニ於ケル海獸漁獵ニ關スル擊爭問題雜件 露國トノ關係 2(1911)
▪ ｢ミツドウェー｣島及其他ノ布哇群島ニ於ケル本邦人ノ海鳥捕獲禁止一件(1904)
▪ 黑國太平洋沿岸ニ於テ本邦人漁業權取得一件(1911)
▪ 日獨戰爭占領地ノ漁業關係雜件 2(1922)
▪ 帝國海事政策關係雜件(1924)
▪ 日露船車連絡一件 3(1913)
▪ 日露船車聯絡一件 5(1926)
▪ 英國世界一週飛行一件(1924)
▪ 露國飛行機本邦飛來一件(1925)
▪ 帝國勞動政策及法規關係雜件 支那勞動者入國取締(1924)
▪ 移民保護法竝施行細則制定一件 1(1893)
▪ 帝國移民政策及法規關係雜件 1(1922)
▪ 英領加奈陀ニ於ケル本邦移民渡航制限及排斥一件 1(1899)ㆍ3(1901)ㆍ5(1907)ㆍ
7(1908)ㆍ10(1912)ㆍ12(1913)ㆍ13(1918)

▪ 北米合衆國ニ於ケル本邦人渡航制限及排斥一件 1(1891), 3(1900), 4(1906),
7ㆍ8ㆍ10(1907), 12(1908), 14(1909)

▪ 濠州ニ於テ本邦移民渡航制限一件 1-2)(1898)ㆍ4-5)(1901)ㆍ6-7)(1904)
▪ 伯國移民關係雜件 1(1911)ㆍ2(1915)ㆍ3(1919)
▪ 米領比律賓群島へ本邦人出稼一件(業務代理人渡來ノ件) 1(1905)
▪ 秘露移民關係雜件 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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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一件 日米新條約締結當時ノ形勢(1911)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一件 加州土地案 1ㆍ2(1913)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一件 法律家ノ意見書(1913)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一件 加州議會休會中ノ形勢(1914)
▪ 對米啓發運動ニ關スル件 1(1913)ㆍ2(1914)ㆍ3(1915)ㆍ5(1915)ㆍ8(1916)ㆍ
9(1917)

▪ 對米啓發運動ニ關スル件｢スタンフォード｣大學日本講座ニ關スル報告(1916)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1(1913)ㆍ2(1914)ㆍ4(1921)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オレゴン｣州排日關係(1919)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東洋人入國運動ノ件(1917)
▪ 對米啓發運動事業報告 桑港總領事館 2(1915)
▪ 對米啓發運動事業報告 紐育總領事館 1(1914)ㆍ2(1915)ㆍ7(1918)
▪ 英領加奈陀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附 BC州ニ於ケル官林伐採ニ東洋人雇傭
問題) 1(1920)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米國移民法ニ對スル排米情報 1(1923)ㆍ3(1924)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一九二四年移民法ニ對スル交涉及抗議(1923)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第1卷 幣原モリス協議(交涉關係)(1920)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第2卷 幣原モリス協議(調印論評)(1920)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本邦人其他ニ對スル差別的判例(1922)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加州ノ部 加州議會ノ排日討議(1923)
▪ 米國ニ於ケル排日問題雜件 一九二四年移民法成立二對スル內外反對運動(1924)
▪ 南亞ニ於ケル亞細亞人排斥問題雜件(附 東亞｢ザンジバル｣島)(1921)
▪ 英領加奈陀二於ケル排日問題(1925)
▪ 英領加奈陀ニ於ケル本邦移民排斥雜件 歸化邦人ノ選擧權外三件(1919)
▪ 帝國移民政策關係雜件 帝國經濟會議移殖民奬勵會議(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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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那勞動者入國取締關係一件 1(1922)ㆍ2(1923)ㆍ3(1924)
▪ 東亞同文會關係雜纂 1(1899)ㆍ3(1919)
▪ 臺灣永代借地權整理一件 1(1896)ㆍ2(1897)
▪ 永代借地權登記及登記稅ニ關スル法制制定一件 1(1900)
▪ 家屋稅問題國際仲裁裁判一件 1(1899)ㆍ3(1902)ㆍ6(1904)ㆍ10(1906)
▪ 外國人ノ土地所有權ニ關スル法律制定一件 1(1909)ㆍ3(1924)
▪ 外國ノ政策竝國際問題二關スル意見書雜纂(1910)
▪ 外務省情報部情報 情報部主管情報電報雜纂 內地情報 2(1922)ㆍ5(1923)
▪ 樺太境界談判一件 1(1871)ㆍ2(1869)ㆍ3(1874)
▪ 樺太千島交換一件 1(1875)
▪ 各國間境劃定交涉竝ニ條約雜件(1887)
▪ 韓國政府ヨリ王宮護衛竝金員借入等ノ爲メ密使成岐運等ヲ淸露兩國ニ派遺
一件(1896)
▪ 在外朝鮮人敎育關係雜件(敎育補助金支給)(1910)
▪ 元駐露韓國公使 李範晉ノ同國人ニ發給セル僞造旅券ニ關シ取締一件(1910)
▪ 圖們江下流沿岸地方竝ニ露領煙秋浦潮方面ニ於ケル諸事項調査ノ爲メ大賀
副領事出張一件(1911)
▪ 韓國電線ノ使用及監督一件(1904)
▪ 韓國內地調査一件 土木事業及道路調査書(1877)
▪ 本邦ヨリ淸國地方へ輸出セラル絲入木綿及人參ノ商況取調一件(附 朝鮮國二
於ケル人蔘製造法取調ノ件)(1887)
▪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朝鮮國ノ部(1873)
▪ 韓國ニ於テ學部顧問傭聘竝學制改革一件(附 學部所管學校敎員ノ傭聘竝農
事施政二關スル件(1905)
▪ 韓國政府傭聘外國人關係雜件(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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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가타니(茗荷谷) 硏修所藏記錄
일본 외무성 茗荷谷硏修所藏記錄은 원래 도쿄 묘가타니(茗荷谷)의 외무
성 연수소에 미정리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자료이다. 해방 전 일본의 拓務
省(1929년 설치), 興亞院(1938년 설치), 大東亞省(1942년, 앞의 두 기관을
흡수하여 설치), 內務省(1873∼1947년) 등에서도 일부 외교 업무를 담당하
였는데 2차 세계대전 후 이 관청들이 폐지되면서 관련 문서가 외무성으로
이관되어 묘가타니 외무성 연수소에 보관되게 되었다. 주로 1929~1946년
의 자료로 모두 1,315책이며 분류는 외교사료관 昭和戰前期 자료의 예에 따
라 A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묘가타니 자료의 다수가 해방 전 일본
정부의 식민지 관계 자료로 한국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료 중
에는 1920년대 것도 있으나 대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패전까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주제는 교육, 운송, 농업, 재정, 위생,

종교, 노동(징용), 인구, 징용, 관제, 포상, 회사 등 전 범위에 걸쳐 있다. 묘
가타니 자료는 자료공개법에 의해 2001년 10월 공개되었다.
【수집 자료】(사료철 270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년 묘가타니 전체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마
이크로 필름 162롤, 8만 3,738컷)를 수집하여 사료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원 자료의 책자 단위를 기준으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일부 자료의 경우, 분량 문제 등으로 분책된 경우도 있다. 이 자료는 마이크
로필름, 책자, 이미지파일(CD 수록) 형태로 각각 보관되어 있다.
묘가타니 문서 중에서 東洋拓植株式會社 관계자료는 주로 1930~1940년
대 작성된 것으로, 총 3만 5,945프레임 분량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
한 자료는 묘가타니 동척문서를 전부 수집한 것은 아니고 조선관련 부분만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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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拓植株式會社는 1908년 농업경영과 移民사업 등의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일제가 조선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일제는 1917년 東拓法을 개
정하여 영업기반을 조선을 포함한 만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동척의 금
융부가 확장되고 식민지 척식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1930년
대에는 일제의 식민지 군수공업화 정책에 편승하여 동척은 관계회사 설립,
주식 및 채권 매입 등을 통해 광공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수집된 동척관계자료는 1) 雜件公文書(1938~1944), 2) 東洋拓植株
式會社法改正 參考資料, 3) 關係會社文書, 4) 會計關係公文書로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雜件公文書(1938~1944)는 1938년부터 1944년

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관련법규 개정, 인사이동, 회사운영 개
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東洋拓植株式會社法改正 參考資料는 1938년 관
료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1930년대 초반 회사의 운영개황을 참고자료가 수
록되어 있다.
關係會社文書는 동척이 직접 투자하여 지배한 기업이 중심인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영업자료가 수록되어 당시 동척의 계열기업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척의 주식인수를 통한 투자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會計關係公文書는 1935년 이후 동척의 사업 전반에 관한 방대하면서
도 구체적인 회계자료(예산, 결산, 사채발행, 차입금, 대부금 등)가 수록되
어 있어 동척의 전반적인 영업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문
영주ㆍ조명근, ｢묘가타니(茗荷谷)문서 중 東拓 관계 자료 해제ㆍ연구｣(일
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Ⅲ, 해외사료총서 15, 2007년, 423~492쪽,
참조)]
또 일본의 유마니서방(ゆまに書房)에서는 (外務省茗荷谷硏修所舊藏記
錄) 戰中期植民地行政史料：敎育ㆍ文化ㆍ宗敎篇이라는 제목으로 묘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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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문서 중 교육 문화 종교편 자료, 즉 분류 상 I문의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으로 제작하였는데(26롤, 목록은 별도 책자 1권으로 간행) 국사편찬위원회
에서는 이 자료를 구매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다. 외교사료관의 분류 번호
는 각 목록의 ‘원소장기관 위치 정보’에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들 자료 중 A門, B門, E門, F門은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
www.jacar.go.jp)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 朝鮮人關係雜件－建言及陳情關係, 在滿朝鮮人に對スル保護取締關係, 建言
及陳情關係, 朝鮮地方自治制度ノ槪要, 國民總力朝鮮連盟(元國民精神總動
員朝鮮)關係)
▪ 本邦專賣關係雜件－朝鮮總督府ノ部
▪ 帝國財政及經濟政策關係雜件(外地ニ於ケル經濟統制關係)
▪ 帝國財政及經濟政策關係雜件(朝鮮總督府關係)
▪ 帝國稅制及徵稅事務關係雜件(外地關係)－增稅關係(昭和15年)
▪ 帝國稅制及徵稅事貿關係雜件(外地關係)－增稅關係(昭和15年, 續)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政府ノ命令事項及其他ノ參考事項,
東洋拓殖株式會社法改正關係, 東洋拓殖株式會社法改正法案參考資料, 東洋
拓殖株式會社法改正參考資料, 直營事業槪要, 關係會社關係)(7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關係(17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關係會社關係(9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ニ關スル公文書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ニ關スル公文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南洋開發, 南洋林業株式會社
▪ 本邦社會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ニ關スル公文書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ニ關スル公文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新規株式引受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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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株式引受關係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補給金ニ關スル參考資料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補給金關係參考資料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會計關係公文書(20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會計關係公文書綴(6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 臺灣拓殖, 樺太開發 各 會社役員履歷書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雜件公文書(10건)
▪ 本邦會社關係雜件－東洋拓殖株式會社－雜件公文書綴(3건)
▪ 本邦金融組合關係雜件－朝鮮警察共濟組合關係
▪ 帝國關稅法規關係雜件－朝鮮總督府稅關制關係
▪ 肥料取引關係雜件－昭和17年度 肥料關係公文書綴
▪ 肥料取引關係雜件(昭和18~20)－朝鮮及臺灣ニ於ケル肥料配給機構整備關係
▪ 肥料取引關係雜件－昭和17年度 肥料關係公文書綴(續)
▪ 肥料取引關係雜件－朝鮮化學肥料製造搬出狀況關係
▪ 本邦農業政策幷法規關係雜件－農作物作柄狀況(昭和19年 食糧關係公文書)
▪ 本邦農業政策幷法規關係雜件－農作物作柄狀況(昭和20年 食糧關係公文書
1ㆍ2)

▪ 本邦農業政策幷法規關係雜件(外地關係)－農作物作柄狀況：朝鮮關係
▪ 帝國農業政策法規關係外地ニ於ケル農機具需要關係
▪ 帝國農業政策幷法規關係雜件
▪ 牧畜關係雜件
▪ 本邦ニ於ケル林學關係
▪ 本邦漁業關係雜件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1 外地一般關係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2 外地一般關係(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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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3 外地に於ける各種學校調査(1941)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4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5 外地派遣敎員割當關係(1942)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6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7 外地派遣敎員割當關係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8 外地に對する戰時敎育令適用關係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9~15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16 朝鮮敎育令沿革
▪ 本邦ニ於ケル敎育制度幷狀況關係雜件 17~21
▪ 本邦ニ於ケル興業物取締幷同法規關係雜件
▪ 本邦ニ於ケル宗敎及布敎關係雜件
▪ 本邦神社關係雜件 1ㆍ2
▪ 本邦衛生法規關係雜件 1ㆍ2ㆍ3
▪ 本邦ニ於ケル檢疫所及檢疫關係雜件
▪ 本邦勞動法幷政策關係雜件 1~13
▪ 本邦ニ於ケル社會施設幷同法規關係雜件 1~3
▪ 人口動態統計關係雜件
▪ 本邦勞動法制幷政策關係雜件
▪ 本邦ニ於ケル社會施設幷同法規關係雜件
▪ 本邦變災竝救護關係雜件
▪ 朝鮮人及臺灣人の內地人式氏名變更關係雜件
▪ 帝國皇室御寫眞關係雜件 1ㆍ2
▪ 帝國皇室ヨリ金品下賜關係雜件 1ㆍ1(續)ㆍ2ㆍ2(續)ㆍ3
▪ 大東亞戰爭行賞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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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昭和7年度∼昭和20年(35건)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朝鮮道立醫院關係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地方待遇職員令關係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臨時職員設置制沿革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地方制度改正關係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地方制度關係
▪ 帝國官制關係雜件－朝鮮總督府官制ノ部：行政簡素化實施關係
▪ 帝國官制關係雜件(外地一般ノ部) 1ㆍ2
▪ 朝鮮總督府所管豫算關係雜件
▪ 植民地在勤俸關係雜件
▪ 昭和10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敎育資料關係(1935)
▪ 自昭和12年至同13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敎育關係資料(1937)
▪ 昭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1942)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1941)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に於ける各種學校調査
(1941)

▪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各外地國民學校制度制定關係(1941)
▪ 昭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外地派遣敎
員割當關係(前半)(1942)
▪ 昭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外地派遣敎
員割當關係(後半)(1942)
▪ 昭和19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外地派遣敎
員割當關係(1944)
▪ 昭和20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に對する戰時敎育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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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關係(1945)
▪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外地に於ける敎育に
關する勅語謄本奉戴學校調
▪ 自昭和18年至同19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義務敎育關係參考資料(1943)
▪ 自昭和16年至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外地一般關係
御眞影竝に敎育に關する勅語謄本奉戴方申請關係
▪ 昭和15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樺太關係(1940)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樺太關係(1941)
▪ 昭和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台灣關係(1933)
▪ 昭和10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台灣關係(1935)
▪ 昭和14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關係(1939)
▪ 昭和15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關係(1940)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關係(1941)
▪ 昭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關係(1942)
▪ 昭和1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關係(1943)
▪ 昭和10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敎育令沿革(1935)
▪ 昭和15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敎育令改正關係(1940)
▪ 昭和1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臺灣敎育令改正關係(1943)
▪ 昭和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1933)
▪ 昭和10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1935)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1941)
▪ 昭和17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1942)
▪ 昭和15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敎育令沿革(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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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13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敎育令沿革(1938)
▪ 昭和13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敎育令改正參考資料(1938)
▪ 昭和1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敎育令改正關係(1943)
▪ 昭和16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 朝鮮獎學會關係
(1941)

▪ 昭和18年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 朝鮮獎學會關係
(1943)

▪ 昭和20年 4月 本邦に於ける敎育制度竝狀況關係雜件 朝鮮關係 朝鮮獎學會
關係(1945)
▪ 昭和10年 本邦に於ける協會及文化團體關係雜件(1935)
▪ 自大正6年至昭和13年 本邦に於ける協會及文化團體關係雜件 五州會 東京
外語出身者同好會關係(1917)
▪ 自昭和19年至同21年 本邦に於ける協會及文化團體關係雜件 南洋水産協會
關係(1944)
▪ 昭和17年 體育竝運動競技關係雜件 本邦競技大會へ外地より參加關係(1942)
▪ 昭和14年 本邦に於ける興業物取締竝同法規關係雜件 朝鮮映畵令關係(1939)
▪ 自昭和12年至同13年 本邦に於ける宗敎及布敎關係雜件 外地宗敎法規要覽
(1937)

▪ 自昭和18年至同19年 本邦神社關係雜件 全州神社及び咸興神社關係(1943)
▪ 昭和17年 本邦神社關係雜件 臺中神社及び新竹神社關係(1942)
▪ 自昭和18年至同19年 本邦神社關係雜件 嘉義神社關係(1943)
▪ 昭和20年 本邦神社關係雜件 終戰に伴ひ朝鮮臺灣及樺太に於ける官國幣社
廢止關係(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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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外交史料館 자료에 관한 목록류
【수집 자료】(사료철 38건)

외교사료관 외무성기록, 외교사료관 간행 일본외무성문서, 묘가타니 문
서 목록 등 외교사료관 자료와 관련된 각종 목록을 정리하였다.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① ｢日本外交文書 大正2年 第1~3冊｣(191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① ｢日本外交文書 大正3年 第1~3冊｣(1914)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② ｢日本外交文書 大正4年 第1~3冊｣(1915)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② ｢日本外交文書 大正5年 第1~3冊｣(1916)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③ ｢日本外交文書 大正6年 第1~3冊｣(1917)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③ ｢日本外交文書 大正7年 第1~3冊｣(1918)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④ ｢日本外交文書 大正8年 第1冊｣(1919)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④ ｢日本外交文書 大正8年 第2~3冊｣(1919)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⑤ ｢日本外交文書 大正9年 第1~3冊｣(1920)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⑤ ｢日本外交文書 大正10年 第1~3冊｣(1921)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⑥ ｢日本外交文書 大正11年~大正12年 第1冊｣
(1922)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⑥ ｢日本外交文書 大正12年 第2冊~大正13年
第2冊｣(192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⑦ ｢日本外交文書 大正14年 第1冊~大正15年
第2冊｣(1925)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大正期>⑦ ｢日本外交文書 大正15年 第2冊｣(1926)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① ｢日本外交文書 第1~2卷｣ 慶應3年 10月~
明治2年(1867)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① ｢日本外交文書 第2~5卷｣ 明治2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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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5年(1869)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② ｢日本外交文書 第6~8卷｣ 明治6年~同8年
(187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② ｢日本外交文書 第10~13卷｣ 明治10年~
同13年(1877)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③ ｢日本外交文書 第16~20卷｣ 明治16年~
同20年(188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③ ｢日本外交文書 第21~25卷｣ 明治21年~
同25年(1888)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④ ｢日本外交文書 第26~28卷｣ 明治26年~
同28年(189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④ ｢日本外交文書 第28~30卷｣ 明治28年~
同30年(1895)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⑤ ｢日本外交文書 第31~33卷｣ 明治31年~
同33年(1898)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⑤ ｢日本外交文書 第33~35卷｣ 明治33年~
同35年(190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⑥ ｢日本外交文書 第36~37卷｣ 明治36年~
同37年(1903)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⑥ ｢日本外交文書 第37卷 別冊｣ 明治37年
(1904)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⑦ ｢日本外交文書 第39~40卷｣ 明治39年~
同40年(1906)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⑦ ｢日本外交文書 第40卷｣ 明治40年(1907)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⑧ ｢日本外交文書 第41卷｣ 明治41年(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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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⑧｢日本外交文書 第41~42卷｣ 明治41年~42年
(1908)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⑨ ｢日本外交文書 第43~44卷｣ 明治43年~
同44年(1910)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⑨ ｢日本外交文書 第45卷｣ 明治45年(1912)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⑩ ｢日本外交文書 明治年間追補, 條約改正
關係｣
▪ 日本外交文書 總索引 <明治期>⑩ ｢日本外交文書 條約改正關係, 海牙萬國
平和會議｣
▪ (外交史料館所藏)外務省記錄總目錄：戰前期 第1卷：明治大正篇
▪ (外交史料館所藏)外務省記錄總目錄：戰前期 第2卷：昭和戰前篇
▪ (外交史料館所藏)外務省記錄總目錄：戰前期 別卷：索引. 參考資料篇
▪ 外務省茗荷谷硏修所舊藏記錄 戰中期植民地行政史料總目錄 敎育 文化
宗敎篇

(4) 日本 外務省警察史
외무성경찰사는 해방 전 한국(조선), 중국에 있던 일본 외무성경찰(영사
관경찰)에 관한 기록으로 1937~1944년 기간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한 것
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에 입수된 자료는 외교사료관의 원본 자료(B5 크기에 외무성 괘지)를 60%
크기로 축소하여 원본의 4페이지를 하나의 페이지로 만든 영인 복제판이
다. 영인 복제판은 일본의 不二出版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다. 외무성경찰사
는 ‘외무성경찰사분류목록’까지 포함하여 모두 114책인데 그 중 분류번호 2
의 ‘警察官殉職者名簿, 警察官功労章附與者名簿’는 소재 불명이어서 실제
영인 복제판에 수록된 원본 책수는, 소재 불명 1책과 목록 1책을 제외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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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12책이다.
외무성경찰사는 1937년 만주국에서 일본의 치외법권이 끝나고 재만 외
무성경찰이 만주국으로 인계되는 상황을 계기로 한국, 중국 등지의 영사관
경찰의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외무성에서 1937~1944
년 사이에 편찬한 자료이다. 편찬 책임은 조선총독부 경무부 소속 경찰로
활동하였고 재간도일본총영사관 경찰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前외무성경
시 수에마츠 요시지(末松吉次)가 담당하였다.
외무성경찰사에는 식민지가 되기 전의 한국에서 활동하던 일본 경찰의
각종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항기 한국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간도 지역과 중국 관내 지역의 한국(조선)인 사회, 그를 배
경으로 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 근
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에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54건)

内藤和壽, <外務省警察史について> ≪外交史料館報≫ 제8호；荻野富
士夫, <外務省警察史解題> ≪外務省警察史 別卷≫ 등을 참조할 것.
▪ 外務省警察史 第1~3卷 元韓國ノ部
▪ 外務省警察史 第4~6卷 警察關係條約及諸法規類(滿州及支那)等
▪ 外務省警察史 第7~18卷 滿州ノ部
▪ 外務省警察史 第19~27卷 間島ノ部
▪ 外務省警察史 第28~40卷 支那ノ部(北支)
▪ 外務省警察史 第41卷 支那ノ部(北支ㆍ中支)
▪ 外務省警察史 第42~50卷 支那ノ部(中支)
▪ 外務省警察史 第51~53卷 支那ノ部(中支ㆍ南支)
▪ 外務省警察史 別卷 解題ㆍ總目次ㆍ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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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本 外交記錄(일본 패전 後)
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외무성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는 外交記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공개되고 있다. 1976년 첫번째 공개 이후 제21회 외교
기록 공개가 2008년 12월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연도별 공개가 순차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1회 공개 당시부터 30년 경과한 외교문서 중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2010년 5월 ‘외교기록 공
개에 관한 규칙’(外交記錄公開に關する規則)이라는 이름의 외무대신훈령을
제정하여 이후 이 훈령에 근거하여 외교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훈령에는
외교 기록의 공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외무성이 작성
취득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자료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개의 방
법은 해당 기록(문서)을 외교사료관으로 이관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분류는 전후기 외무성기록(靑파일) 분류표[戰後期外務省記錄(青ファイル)
分類表]를 따르고 있는데 A' 등 16개 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전후 외교기록은 문서철, 마이크로필름, 디지털파일 등 자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사료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921건)

1990년 이전까지 일본 전후 외교기록의 공개는 주로 연합군총사령부(GHQ /
SCAP)문서철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990년 이후에는 해외 일본인의 ‘引

揚’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 공개된 외교기록은 1960~197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구체적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공개되고 있는 외교기록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신규로 공개되는 자료와 이전 시기에 해당되지만 공개 결정
이 내려져 추가로 공개되는 전후 기록물들로 구성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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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고 있는 전후 외교기록에는 1980년대 외교문서와 연합군총사령부
점령기 문서가 혼재되어 있다.
일본 전후 외교기록 중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특정자료가 공개된
것은 2000년 12월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1990년 이후 계속된 일본인 ‘引揚’
관계 자료 공개의 연장에서 ‘舊日本國籍人’이자 ‘非日本人’에 관한 귀환 관
련 자료를 공개하였다. 16차 외교기록 공개에 포함된 ‘태평양전쟁 종결에
따른 구일본국적인의 보호 인양관계잡건’(≪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舊日本
國籍人の保護引揚關係雜件, 外交史料館 K'/7/2/0/1-1/≫)은 사실상 ‘비일본
인’의 90%이상을 차지했던 재일 한인 귀환 관련 자료였다. 5책으로 구성된
‘재일한인 귀환관계 문서철’은 ‘종전 직후의 재외조선인 상황’, ‘소련 지역에

서의 조선인 취급문제’, ‘조선인 수송종료 및 귀국연기청원관계’, ‘각 인양
항구의 현지상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일본에서 귀환하
는 한인 외에도 동남아, 중국지역 등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귀환하는 한인들
의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한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해외 한인의 귀환실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년 이 자료를 전
부 수집하였다.
일본 외교기록은 그 양이 방대하고, 세부적인 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자료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체계적인 자료조사 및 수집을 실시해 왔다. 먼저 2012년에는 15차 공개자
료분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21차 공개자료분까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런 가운데 2009년 이후 일본 외무성이 부정기적으로 외교기
록을 공개하는 변수가 생겨났다. 즉 차수에 따라 일정 분량의 자료를 공개
하던 기존 방식에서, 수시로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되 열람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항시
적으로 외교기록의 공개상황을 파악하고, 그 중 한국 관계자료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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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要審査’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열람신청을 청구하여 수집을 진행하고 있
다. 그런 결과 약 20만장의 외교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다.
2009년 이전에 공개된 일본 전후 외교기록 중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정

치ㆍ외교ㆍ전쟁 분야의 A문 자료와 ‘내외인외국재류’ 및 ‘인양’ 분야의 K문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A문 자료에는 일본 외교기록 중 한국 관련 자료는
주한미군정과 연합군총사령부가 주고받은 보고서 및 기타문서, 일본 측에
의해 작성된 ‘구식민지’ 조사보고서, 6ㆍ25전쟁 전후 일본 측 정보보고서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일관계 자료 및 북한 관련 정세보고서 등도
외교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을 엿볼 수 있다. 한편 K문 자료에는 1945년 종전 후 일본 및 해외에 있던
한인의 귀환자료가 포함되어 있다(2002년에 수집한 ‘재일한인 귀환 자료’도
이에 포함됨). 또한 한국에 있던 일본인 및 일본군 철수 관계 일부 자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자료에서는 소위 ‘종전’ 후 일본인의 상황과 한반도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일본 외무성은 한국 관계 문서를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특

히 2010년에는 253건의 한국 관계 문서철이 공개되었다. ‘日韓 /日朝經濟案
件’, ‘日韓 /日朝關係’, ‘韓國情勢’ 등 다소 일반적인 제목으로 명명된 문서철
들은 한일간의 외교관계, 경제협력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다양한 자
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한일경제 관계 문서철에는 1963~1978년간
일본의 차관제공 관계문서 등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각종 플랜트 공사 건설
및, 포항제철, 서울지하철 건설 등에 투입된 차관협상 관계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정세’ 관련 문서철에는 남북관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하여, 4ㆍ19혁명 이후 이승만대통령 하야사태, 10ㆍ26박정희암살사건,
북한 내 주요 정치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관계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이후에도 한국 관계 외교기록물의 공개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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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일반 공개가 아닌 정보공개 청구를 요하는 문서가 많아 열람조
건이 어려워졌다. 2012년ㆍ2013년에 공개된 자료 중에는 ‘國連第30回總會 /
朝鮮問題’, ‘朝鮮問題’, ‘円借款 / 對韓國’문서철 등이 공개되었는데, 이전 자
료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 전반에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2010년 이후 공개되고 있는 한국 관계 일본 외교기록은 한일협정 체결 후

본격화된 경제협력 관계 문서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관계
자료, 주한미군 철수 관계 자료, 북한 관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ㆍ
정치적으로 긴밀해진 한일관계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
다. 최근에도 일본 전후 외교기록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한국문제, 한일관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
가 있다. 전후 일본 외교기록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와 변화하는 남북
관계의 흐름속에서 일본정부의 시각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
로 주목된다.
▸2002년 수집 자료(사료철 37건)

▪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 國内受入體制の整備關係 輸
送關係 參考資料集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 在外各
地狀況及び善後措置關係 1~5
▪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 在外各地狀況及び善後措置關
係 日本軍隊撤收關係, 南鮮の狀況(朝鮮全般のものを含む), 南鮮の狀況(朝
鮮全般のものを含む)｢京城日本人世話會會報｣綴
▪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 在外各地狀況及び善後措置關
係｢終戰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狀況及び引揚｣(調書) 第1卷ㆍ第2卷(1945)
▪ 韓國殘留者の引揚關係 1~5
▪ 引揚に伴う在外公館等借入金關係 朝鮮地區確認主體關係 地區別主體資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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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引揚に伴う在外公館等借入金關係 朝鮮地區確認主體關係 資金調達資料
1~4

▪ 引揚に伴う在外公館等借入金關係 朝鮮地區確認主體關係 地區別非該當資
料 1~3
▪ ソ連地區邦人引揚各地狀況(中共地區を含む) 北鮮の部 1~3
▪ ソ連地區邦人引揚各地狀況(中共地區を含む) 北鮮の部 地域別の部 1~2
▪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舊日本國籍人の保護引揚關係雜件 朝鮮人關係 1~5
▸2013년 수집 자료(사료철 884건)

<외교사료관 공개회차 9회~15회>(사료철 248건)

▪ 朝鮮動亂關係一件(1. 사변의 경위 조선사건에 관한 조정공작 경위 외 18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各國の態度及び世論, 新聞論調(조선문제에 관한 제8군
관계대좌 및 주일불국대사 논의 외 43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休戰交渉關係(조선휴전교섭경위 일반 외 8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休戰交渉關係 政治會議關係(조선정치회의 관계(일반)
외 4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休戰交渉關係 各國の態度及び世論(1~26, 26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韓國復興關係(3건)
▪ 朝鮮動亂關係一件 國連の審議及び態度(1950~1954년；심의상황, 결의 등
6건)

▪ 北朝鮮の對外政策關係(5건)
▪ 韓國の對外政策關係雜集(8건)
▪ 米國の對外政策關係雜集 對アジア關係 調書, 資料(11건)
▪ 中共ㆍ北朝鮮間外交(4건)
▪ 韓國ㆍ米國間外交關係雜集(24건)
▪ 北朝鮮ㆍソ連邦間外交關係雜集(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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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要人諸外國訪問
▪ 諸外國憲法關係雜件 韓國の部(6건)
▪ 諸外國要人調査關係一件(5건)
▪ 中國, 朝鮮月報(舊, 中華民國旬報, 中國旬報, 中國半月報を含む(11건)
▪ 朝鮮獨立關係一件(13건)
▪ 韓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集(11건)
▪ 韓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集 國會關係(2건)
▪ 韓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集 政黨關係
▪ 韓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集 大統領選擧關係
▪ 北鮮人民共和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件(3건)
▪ 北鮮人民共和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件 政黨關係
▪ 朝鮮週報(朝鮮論評を含む(2건)
▪ 朝鮮半月報(舊題朝鮮旬報)(4건)
▪ 戰前の朝鮮共産主義運動關係一件(社會運動を含む)
▪ 南北朝鮮問題(11건)
▪ 朝鮮月報
▪ ｢韓國重要政治日誌｣綴(3건)
▪ 北朝鮮月報(北朝鮮重要日誌を含む)(4건)
▪ ｢韓國北朝鮮月報｣
▪ 諸外國要人調査關係一件 ｢現代朝鮮人名辭典｣
▪ 諸外國要人調査關係一件 ｢現代中國朝鮮人名鑑｣(外務省アジア局)
▪ アジア及び中近東諸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集 アジア二課執務調書資料
(中國朝鮮月報 改名 昭和28. 1.)

▪ 朝鮮獨立關係一件 調書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 日韓貿易, 金融協定關係一件(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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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航空協定關係(10건)
▪ 米國余剰農産物購入關係一件 積立円資金の米側使用分關係
▪ 韓國經濟關係雜件(84건)
▪ 韓國經濟關係雜件 經濟動向
▪ 韓國財政ㆍ金融關係(5건)
▪ 韓國商業關係(9건)
▪ 韓國産業關係 水産業關係(8건)
▪ 韓國産業關係 水産業關係 韓國漁船の遭難, 捜索及び救助(3건)
▪ 韓國産業關係 水産業關係 北洋出漁關係
▪ 韓國對外經濟關係 經濟技術協力關係(6건)
▪ 韓國對外經濟關係 財政金融關係(4건)
▪ 韓國對外經濟關係 貿易關係(3건)
▪ 北朝鮮經濟關係雜件(4건)
▪ 北朝鮮經濟關係雜件 調書ㆍ資料(8건)
▪ 韓國ㆍ米國間經濟關係(6건)
▪ 諸外國における本邦船舶及び船員に對する不法行爲關係 韓國の部(7건)
▪ 本邦ㆍ諸外國間航空事業關係 對アジア諸國の部 對韓國(6건)
▪ 本邦における鮮, 華, 台人その他外國人土地, 建物係爭事件雜件(不法占拠
を含む)
▪ 諸外國における本邦人墓地及び遺骨調査, 收集關係(慰靈を含む)アジア大
洋州地域の部 / 韓國(9건)
▪ 在本邦諸外國人學校敎育關係 朝鮮人學校關係(4건)
▪ 本邦における協會及び文化團體關係 朝鮮獎學會關係(12건)
▪ 諸外國における傳染病, 檢疫, 防疫關係 アジア, 大洋州地域の部 韓國の部
▪ 現代朝鮮人名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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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中國朝鮮人名鑑(外務省アジア局)
▪ アジア及び中近東諸國内政竝びに國情關係雜件-アジア二課執務調書資料
(中國朝鮮月報改名)(昭和28. 1.)
<인양 관련 자료(K문) 외 전후 6ㆍ25전쟁기 자료>(사료철 636건)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인양관련 자료 이외, 외교사료관에

서 자료공개 제16회에 공개한 인양자료를 일습하여 수집하였으며, 일본 패
전 후 6ㆍ25전쟁기까지의 한국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
의 대표적인 파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양 관련 K문 자료(사료철 608건)
▪ 引揚援護團體及び引揚團體關係
▪ 引揚者及び未歸還者の保護救濟關係
▪ 引揚在外公館長會議關係
▪ 開拓民引揚關係
▪ 引揚促進請願關係雜件
▪ 個別引揚關係雜件
▪ 引揚に伴う在外公館等借入金關係
▪ 引揚關係新聞切抜集
▪ 未引揚邦人調査關係
▪ 未歸還者邦人名簿關係
▪ ソ連地區邦人引揚關係(中共地區を含む)
▪ ソ連現地當局より手交された日本人捕虜及び日本市民引渡書關係
▪ 中共地區邦人引揚關係
▪ 外地戰犯刑死者墓地及び遺骨調査, 收集, 送還關係
▪ 太平洋戰爭終結による在本邦外國人の保護引揚關係雜件 中立國人, 連
台國人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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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전 후 6ㆍ25전쟁기까지의 한국 관련 자료(사료철 28건)
▪ 連合軍の本土進駐竝びに軍政關係一件連行軍との間の來往信綴 / 連合
軍司令部米信綴
▪ 連合軍司令部半公信來信綴
▪ 連合軍との間の來往信綴 引場關係
▪ 連合軍の本土進駐竝びに軍政關係, 連合軍側と日本側との連絡關係會談集
▪ ポツダム宣言受諾關係一件(終戰關係調書)
▪ ポツダム宣言受諾關係一件 善後措置および各地狀況關係
▪ 本邦對外政策調査硏究關係雜集 對アジア政策關係
▪ 各國の對日政策關係事項半月報
▪ 對日講和に關する本邦の準備對策關係 米側へ提出資料
▪ 對日講和に關するダレス米特派大使來朝關係一件
▪ 國際連合の特權及び免除に關する日本ㆍ國連間協定關係
▪ 管理貿易關係雜件貿易狀況關係 對朝鮮の部
▪ 連合軍の本土進駐竝びに軍政關係一件 ｢PRESS－RELEASE｣綴(1950. 6.
26.~1951. 6. 30.)

4

防衛省 防衛硏究所) 소장 자료(AJP026)

방위성 방위연구소(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東京 目黑에 위치)은 戰前 明治期 이래의
일본 육해군의 공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하는 기관이다. 방위연구소는
1952년 8월에 保安廳 保安硏修所로 출발하였다. 1995년 陸海空 自衛隊의

각 간부학교 및 統合幕僚學校의 각 도서실이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통합
되었고, 2001년 3월 도서관(사료열람실)이 역사자료를 관리하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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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정식 지정되었다. 2007년 1월 연구소 이름이 오늘날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방위연구소에서는 戰史의 조사연구 및 편찬을 위해 육해군 관련 사료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사료의 대부분이 종전 때 군대에 의해 소각되거나 전
후의 혼란으로 흩어졌고, 남은 자료도 미군에게 압수되어 미국 국무성 공문
서부가 보관하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오랜 외교 교섭 끝에 1958년 4월에야
일본에 반환되었고, 그 대부분이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었다.
본 도서관 소장자료는 미국에서 반환된 사료 외에도, 전후 厚生省 復員局
이 정리 보관하고 있던 자료, 방위연구소가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을 합쳐 구
육해군 공문서류 등 약 15만 책에 달한다. 이중 육군 관련 사료는 약 5만
7,000책, 해군 관련 사료는 약 3만 6,000책, 전사 관련 도서는 약 5만 7,000

책이다.
주요 사료는 다음과 같다.
▸陸軍關係
陸軍省大日記
육군성이 편집한 공문서(明治 원년~昭和 17년)로, 密大日記ㆍ陸支密ㆍ
陸滿密 등 약 20종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陣中日誌ㆍ戰鬪詳報 等
일본 육군이 창설된 이래 昭和 20년 종전까지의 여러 전투 기록으로
부대가 작성한 공문서이다.
▸海軍關係
海軍省公文備考
해군성이 편집한 공문서(明治 9년~昭和 12년)로, 교육ㆍ함선ㆍ병기 등
20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戰時日誌ㆍ戰鬪詳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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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ㆍ러일전쟁ㆍ제1차세계대전ㆍ대동아전쟁 등 여러 전투기록으
로 함대 등이 작성한 공문서이다.
▸｢戰史叢書｣(총102권)
1966~1980년에 걸쳐서 戰史部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해 편집, 간행한 자

료집. 大本營 관계 34권, 陸軍戰史 37권, 海軍戰史 21권, 陸軍航空戰史 9권,
연표 1권 총 102권으로 구성.
이들 자료 중 일부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www.jacar.go.jp)를 통해
목록과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 향후 디지털화 및 웹서비스계획 역시 이 센
터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검색도구：방위성방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ds.go.jp]
【수집 자료】(사료계열 3건, 사료철 113건)

(1) 이구치 쇼고(井口省吾)個人史料<文庫井口史料>(사료철 10건)
1910년대 조선주차군사령관을 지낸 井口省吾 관계 문서들로, 1919년 중

국과 만주를 시찰한 감상을 적은 문건과, 1914부터 1917년까지의 일지형식
의 일기류이다. 2009년에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MF 형태로 복사 수집하였다
▪ 文書井口史料19 滿鮮支視察管見(1919. 7. 31.)
▪ 文書井口史料11 年中重要記事 第三十九號(1914. 7. 16.)
▪ 文書井口史料11 年中重要記事 第四十號(1915. 2. 9.)
▪ 文書井口史料11 年中重要記事 第四十一號(1915. 8. 1.)
▪ 文書井口史料12 年中重要記事 第四十二號(1916. 1. 1.)
▪ 文書井口史料12 年中重要記事 第四十三號(1916. 8. 8.)
▪ 文書井口史料12 年中重要記事 第四十四號(1917. 5. 11.)
▪ 文書井口史料13 年中重要記事 第四十七號(1918. 10. 12.)
▪ 文書井口史料14 年中重要記事 第四十八號(19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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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書井口史料14 年中重要記事 第四十九號(1919. 11. 26.)
(2)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郞) 관계 문서(사료철 3건)
1930년대초 朝鮮軍司令官을 지낸 林銑十郞 관련 문서의 개인 기록으로,

林銑十郞大將資料 雜錄 1/3, 2/3, 3/3이다. 1931~1932년 조선군사령관으로
부임해 있을 때의 기록들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9년 방위연구소에
서 MF 형태로 복사 수집하였다.
(3) 청일전쟁 관련 자료(사료철 62건)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청일전쟁 당시 한반도 관련 자료이다.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2002~2003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들로 육군성, 해군성 문
서들과 千代田(치요다)사료에서 선별한 것들이다. 陣中日誌가 대부분이고,
전보, 평론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陣中日誌 등 규모가 큰 자료들은 정리, 배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책으로
분철한 경우도 있다. 단, 자료들 중 東學黨의 狀況은 1997년에 별도로 수
집된 것인데 이 사료계열로 분류하였다.
▪ 混成第九旅團 戰鬪詳報 明治27年 7月~12月(1)(2)
▪ 舊 陣中日誌 戰鬪詳報原稿
▪ 第一軍兵站糧餉部 陣中日誌
▪ 各部隊經歷書 大本營 陸軍參謀部
▪ 混成第九旅團報告 明治27年 6月~9月(1)(2)
▪ 第一軍 陣中日誌 臨時混成旅團 兵站監部 卷3ㆍ卷4
▪ 第一軍 陣中日誌 第5師團 兵站監部 卷5ㆍ卷6
▪ 明治28年 第一軍兵站監部陣中日誌(1)(2)
▪ 明治27~28年役 第3師團陣中日誌(1)~(10)
▪ 明治27~28年役 第5師團陣中日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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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治27~28年役 第1軍陣中日誌：軍兵站監督部(1)(11)
▪ 陣中日誌 第一軍兵站監督部平壤支部 陣中日誌 南部兵站監部 明治27年
10月

▪ 陣中日誌 第一軍兵站監督部：明治27年 9月~12月(1)(2)
▪ 朝鮮事件綴込
▪ 朝鮮國に於て東學黨蜂起電報
▪ 第5師團 兵站監督部 陣中日誌ㆍ陣中日誌(續)
▪ 兵站勤務に關する將來改正意見 原稿
▪ 外國新聞 外國人の評論
▪ 兵站總監部 明治27年 6月 5日~9月 4日
▪ 明治27年 陣中日誌 第一兵站監督部
▪ 明治27年 9月 陣中日誌 中路兵站監督部
▪ 東學黨ノ狀況
(4) 기타(사료철 37건)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 중, 수시 수집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사료
계열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 朝鮮憲兵隊歷史1~11(20건)
▪ 京城憲兵隊歷史 明治43. 7. 11.~大正6. 12. 31.
▪ 京城憲兵隊歷史 大正7. 1. 1.~昭和20. 3. 16.
▪ 大東亞共榮圈建設對策 上篇(未定稿)(國策硏究會事務局)
▪ 大東亞共榮圈建設原案 草稿(總力戰硏究所, 1942)
▪ 暴徒討伐槪況 외 합철(韓國駐箚軍司令部 외, 1907)
▪ 間島事件 關係書類 上ㆍ下(7건)(1920)
▪ 間島事件 關係書類(自大正9至大正11) 下(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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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機密作戰日誌[乙綴](第17方面軍參謀部作戰班, 1944. 3., 1945. 4.)(2건)
▪ 米軍通牒綴(第17方面軍司令部, 1945. 9.)
▪ 第17方面軍[在朝鮮] 終戰關係雜書綴

5

國立公文書館) 소장 자료(AJP041)

국립공문서관(

1958년 日本歷史學協會를 중심으로 국립공문서관 설립 요청서를 日本學

術會議에 제출, 이듬해인 1959년 일본학술회의에서 그 산하에 공문서관 담
당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본학술회의의 명의로 총리에게 공문서관 설립에
관한 권고서를 제출하였다. 총리부는 공문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各省廳 및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관청에서
국립공문서관 설치에 찬성 의견을 보여, 1962년 정부안으로서 ‘국립공문서
관 설치에 대한 요강’이 발표되었다. 이후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1971년 7월
1일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개관에 이르게 되었다.

국립공문서관은 일본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공문서를 수집, 정리, 보존하
고 일반에 열람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다.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각과 各省廳의 1945년 이전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정리하였으
며, 원칙적으로 내각과 각성청에서 작성된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문서관
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 자료는 크게 내
각(－총리부)자료와 각성청 자료로 나뉜다. 내각 자료는 거의 대부분 공문
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성청 자료의 수집은 충분치 않
다. 각성청 자료의 경우는 남아 있는 자료 자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 공문서
관에 일괄 이관된 것이 아니라 각성청별로 독자적으로 자료실을 만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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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의 대부분은 내각 자료이며, 또한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도
대부분 내각자료이다.
공문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문서의 분류는 내각(－총리부)과 各省廳이 독
자적으로 행해 오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내각(－총리부)에서 이
관된 문서는 내각 기록과 ｢기록목록｣의 13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성청
에서 이관된 문서 역시 각성청의 분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공문서관에는 내각ㆍ각성청 이외에 내각문고도 보관되어 있다. 내각문고
는 태정관기 막부의 문고를 따로 관리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앙정
부에 필요한 각종도서들을 수집ㆍ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48년 내각
문고의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장서수는 약 53만 책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전 일본 내각의 공문서 정리 방식에 따른 기본 자료는

公文類聚(太政類典), 公文別錄, 公文雜纂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공문유
취와 공문별록은 거의 모든 자료가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열람할 수 있다.
[검색도구：http://www.jacar.go.jp；http://www.digital.archives.go.jp]
【수집 자료】(사료철 52건)

(1) (행정문서－內閣 總理府) 公文類聚(사료철 8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聚에 포함된 자료
들을 수집하였다. 대개 공문유취 연도별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를 발췌한
것들이다. 주요 자료는 일제 강점시기 조선총독부에서 발령한 제령, 법안
등으로 일제의 한국인 통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각종 公文類聚는 2차대전 종전 전 일본의 내각(太政官)에서 제작한 공문
서 편철 중 기본적인 자료로 법률 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정해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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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라 공문 원본을 편철한 자료로서, 1882년 太政類典이 공문유취로 이
름을 바꾸었다.
▪ 公文類聚 第四十四編 官職門~第六十五編 昭和十六年 官職門 중 1919ㆍ
1920ㆍ1933ㆍ1936ㆍ1937ㆍ1940ㆍ1941년 한국 관련 문서 발췌
(2) (행정문서－內閣 總理府) 公文別錄(사료철 44건)

공문별록은 전체 269책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유마니서방에서
판매하였는데 이 중 제4기 간행분 18릴(한국 관계 자료 다수)을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구매,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1876년 이후 1910년까지의 한국
관련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보고서 및 일기 등이다.
공문유취에 법률 사항에 관련된 공문이 분류, 편철되었으며 공문잡찬에
예규 사항, 임시 시행 사항 등에 관계된 공문을 省廳별로 편철하는 것이 일
본 내각의 기본적인 공문서 정리 방식이었다. 공문별록은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공문들을 따로 편철한 자료로, 기밀 등에 속하는 자료들이 많은 것으
로 평가된다.
▪ 自明治一五年至同一六年 公文別錄 外務省 一ㆍ二(1882)
▪ 自明治一七年至同一八年 公文別錄 外務省 三ㆍ四(1884)
▪ 自明治一三年至同一六年 條約改正一件(1880)
▪ 自明治十五年至明治十六年 公文別錄 內務省 二(1882)
▪ 北海道事件 一ㆍ二(1870)
▪ 使鮮日記(1875)
▪ 朝鮮巡行日記(1871)
▪ 朝鮮事件 一(1868)
▪ 朝鮮事件(附 使淸之事)(1868)
▪ 朝鮮事件(一)ㆍ(二)ㆍ(三)(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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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治八年 朝鮮江華島砲擊始末 一ㆍ二(1875)
▪ 自明治六年五月至同年一一月 朝鮮始末 一ㆍ二ㆍ三(1873)
▪ 自明治九年至明治一五年 朝鮮始續錄(1876)
▪ 明治一五年 朝鮮事變始末 一~八(1882)
▪ 明治一七年 朝鮮事變始末 一~四(1884)
▪ 自明治一五年至同一八年 公文別錄 佛淸事件 一~五(1882)
▪ 大正五年 公文別錄 南滿州鐵道に依る露國兵輸頌に關する件(1916)
▪ 韓國倂合に關する書類(1909)
(3) 전후 한일관계자료
2015년도부터 戰後 한일관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제1단계로 한국

관련 大藏省 자료를 1만여 점 수집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한일회담을 전후
한 한ㆍ일 경제관련자료와 일본 패망 이후 귀국한 일본인들의 재외재산보
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國文學硏究資料館) 소장 자료(AJP044)

국문학연구자료관(

국문학연구자료관은 일본의 ‘국문학연구’를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되었
다. 설립 당시 문부성 사료관(1951년 설립)이 국문학연구자료관 조직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문학연구자료관 내에 설치된 도서관에는 일본의 지방
사 자료 등을 포함하여 일본 문학, 일본 역사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에도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검색도구：http://www.nijl.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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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 문서
守屋榮夫는 1884년 일본 동북 지방 출신으로 東京帝國大學校 졸업 후 고
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이후 일본의 내무관료로 활동하였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로 와서 관방 참사관실 등에 근무하며 비서과장, 서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정무총감 水野鍊太郞의 발탁으로 조선에 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후 1924년 일본 내무성 사회국으로 옮겨서 근무하였으며 1928
년부터 1942년까지 6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1942년~1946년
일본 동북 지방 鹽龜市長을 지냈고 1946년 ‘공직추방령’으로 시장의 직책에
서 물러났다. 이후 몇 차례 의원 선거 등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낙선하였고
1973년 사망하였다.

守屋榮夫 문서는 宮城縣의 모리야 자택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로 그
의 손자가 2000년대 후반 국문학연구자료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분량은 약 1만 8,000건이다. 2010년 무렵 국문학연구자료관에서는 守
屋榮夫 문서의 가목록을 만들어 공개하였는데 기본적인 정리 방식은 원래
보관 상태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목록 상의 문서 번호도 상자
번호－상자내 문서번호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문서를 시대별, 형태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원 보관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 守屋榮
夫 문서 자료에 ‘원소장기관위치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원소장
처인 국문학연구자료관의 가목록 상의 문서 번호(상자번호－문서번호 형
식)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65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守屋榮夫 문서 중 한
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보아 일기류, 서간류와 한국 관
련 문서 및 책자 등이며 모두 MF로 촬영, 제작되어 수집되었다. 이용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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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해 하위사료계열을 일기류, 서간류, 한국 관련 문서 및 책자로 나누
어 목록을 정리하였다. 2010년 자료 조사에 이어 2011~2012년 2년에 걸쳐
수집되었다.
1) 守屋榮夫 문서 중 일기 자료(사료철 64건)

守屋榮夫 문서 중 일기 자료이다. 守屋榮夫가 남긴 일기는 1909년부터
1957년까지로 거의 매년 매일의 일기가 남아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에 근무하

던 1919년~1924년 일기에 한국 관련 내용이 많지만 그 이후 중의원 의원 시
절에도 한국 관련 유력자의 역할을 하였기에 이후 일기에도 한국 관련 정보가
다수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1년에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일기에 대한 내용은 전자사료관 사료철별 사료이력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참고로 총독부 재임기 일기인 1922년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吾家之歷史(1922)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의 1922년 일기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다. 吾家之歴史라는 제목은 판매되는 일기장 자체의 제
목이다. 일기 형식은, 날씨, 추위ㆍ더위 정도, 편지, 왕래 인사를 간단히 쓴
다음 일기 본문이 작성되어 있다. 1922년은 모리야가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및 비서과에 근무하던 시기로 동시에 古蹟調査委員, 公立學校職員恩級審査
委員, 舊慣及制度調査委員(1923년 1월 해면), 文官普通懲戒委員, 法規整理委
員, 普通試驗委員會 委員, 李王職職員懲戒委員, 朝鮮貴族에 관한 審査委員會
委員, 朝鮮情報委員會 委員, 朝鮮中央衛生會 委員, 總督府職員 朝鮮語獎勵試
驗委員 및 産業調査委員會 幹事, 臨時敎育調査委員會 幹事 등도 지냈다.
1922년 1월 후반, 모리야는 제국의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쿄로 갔다. 그 회의

에서 총독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체류했는데, 그 때 ‘土地改良事業官營’에 관
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모리야는 미즈노의 대리로 죽음을 앞둔 야마가타 아
리토모(山縣有朋)와 면회했다. 3월 중순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다가 5월 이
은의 조선방문에 동반한 경비문제 토의가 자주 있어서 그에 대한 기술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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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은의 조선 방문 시 그의 아들인 이진이 사망하는데 그 장례식 준비
에도 관여했다. 5월 도지사회의에 참가하고 다시 도쿄로 갔다. 이 때 수상이
가타하시 고레교(高橋是清)에서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郞)로 교체되었
는데 그에 대한 기술도 많다. 내각 개조로 인해 미즈노가 총독부 정무정관에
서부터 내무성 대신으로 취임하고 미즈노 후임은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
一)가 임명되었다. 아리요시와 모리야의 관계는 안 좋았다고 한다. 아리요시
총감 하에 1922년 7월 조직된 행정정리회의 등에 참가해서 때로는 회의에서
토의된 점이나 느낀 것들을 적었다. 1922년 여름에는 익년도 예산 편성에 관
여하여 그 때 열렸던 국부장 회의에 관한 기술도 약간 있다. 9월 이후는 총독
과 함께 학교시찰이 연일 짜여졌다. 그런 속에서 10월에는 서무부장으로 승
진했다. 11월에는 일단 일본의 고향을 방문했다가 11월~12월에 걸쳐서 중국
으로 시찰을 갔다.

[최성희,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모리야 에이후 관계문서 중 한국

관련 자료의 해제와 목록 작성｣, 2010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국외사료조사
및 해제 최종보고서] 참고
守屋榮夫 문서 중에는 衆議院手帳[중의원 수첩]이라는 제목의 수첩
(1940~1942, 1944~1945年 衆議院手帳, 5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사료

계열로 묶었다.
2) 守屋榮夫 문서 중 한국 관련 문서 및 책자(사료철 1건)

▪ 守屋榮夫 문서 중 ‘朝鮮統治の方針’이라는 모리야 에이후 자필 원고

(2)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자료 목록류
【수집 자료】(사료철 1건)

▪ 史料目錄 第95集 近現代文書目錄(その1)<鈴木莊六文書 手島兵次郞文
書 山口重次文書 赤井春海文書 熊田保文書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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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즈키 소로쿠(鈴木莊六)文書
鈴木莊六는 1865년 3월 16 新潟縣 출신으로 1887년 陸軍敎導團 졸업,
1890년 士官學校 졸업, 1894년 제4사단 소속으로 청일전쟁 종군, 1900년

청의 의화단의 난 진압 작전에 종군, 1904년 러일전쟁에 제2군 참모 등으로
종군하였다. 1914년 육군소장이 되었으며 1919년 第5師團長(히로시마),
1920년 第4師團長(오사카) 등을 지낸 후 1923년 臺灣軍司令官이 되었다.

이어 1924년 8월에는 陸軍大將으로 승진해 朝鮮軍司令官이 되었다. 1926년
3월 參謀總長이 되어 1930년 2월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였다. 1940년 2월

東京에서 사망하였다.
鈴木莊六文書의 내용은 주로 1) 일기ㆍ자서전, 2) 업무 문서류, 3) 서간,
4) 사진 및 지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鈴木莊六文書가 일본 국문학연구

자료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鈴木莊六文書는 鈴木의 사후 2차 세계대전 중 주로 장남의 처가(新潟縣柏
崎)에 소개되어 있다가 전쟁 후에는 장녀의 시가인 사카모토(坂本)家(新宿區
内藤町)에 보관되었다. 2001년 국문학연구자료관의 加藤聖文이 조사를 행하
였고 2003년 鈴木重德(鈴木莊六의 장손)이 국문학연구자료관에 기증하였다.
【수집 자료】(사료건 24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스즈키 소로쿠(鈴木
莊六)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를 守屋榮夫문서와 함께 2012년 러일전쟁 관
련 군사 지도 등을 수집하였다. 대형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MF로 촬
영, 제작하여 수집하였고 대형 지도는 디지털 촬영 후 DVD로 수집하였다.
鈴木莊六文書의 지도 자료는 모두 러일전쟁 관련 지도로 대부분 작전 지
도이다.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日露戰役記念地圖’라는 제목의
봉투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10점의 지도이며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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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작성 또는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들이다. 목록은 지도 각 건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사료명에 ‘러일전쟁관계 지도’와 ‘日露戰役記念地圖’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 이외에 일람표, 봉투, 종이 등
3건도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3건의 자료는 지도 뭉치에 함께 있던 것이

어서 여기에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로 위의 ‘러일전쟁관계 지도’는 국문학연구자료관 정리번호 254-6-1부터
254-6-13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국문학연구자료관의 표제명은 [日露戰爭關係

の地圖及び一覽表] ‘日露戰役記念地圖’이며 정리번호 347-2-0에서 347-2-10
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지도의 이미지파일은 DVD 1매에 담겨 있으며 파일명
은 국문학연구자료관 정리번호와 같다. 각 지도 목록의 ‘원소장기관위치정보’
항목에 해당 정리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그를 활용하여 지도 이미지파일을
열람하면 된다. 긱 지도 목록의 수량과 크기는 원자료의 수량과 크기이다. 즉
크기의 583×466은 원 지도의 가로 세로 크기이며 단위는 ㎝이다.

7

宮內廳 書陵部) 소장 자료(AJP046)

궁내청 서릉부(

文武天皇의 大寶 元年(701년)에 완성된 大寶令官制에는 후의 宮內省이
관할한 것과 유사한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변천을 거쳐서, 1889년 日
本帝國憲法의 발포와 함께, 황실 典範이 裁定되어, 황실 자율의 원칙이 확립
되었다. 1908년에는 황실령에 의한 宮內省官制가 시행되었으며, 宮內大臣
은 황실 일체의 사무에 대해서 천황을 보필하는 기관이 되었다. 종전 당시,
궁내성에는 大臣官房ㆍ侍從職ㆍ式部職ㆍ宗秩寮ㆍ諸陵寮ㆍ圖書寮ㆍ侍醫寮ㆍ
大膳寮ㆍ內藏寮ㆍ內匠寮ㆍ主馬寮ㆍ總務局ㆍ警衛局 외에 外局으로서 內大
臣府ㆍ掌典職ㆍ皇后宮職ㆍ東宮職ㆍ皇太后宮職ㆍ帝室會計審査局ㆍ御歌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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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室博物館ㆍ正倉院管理署ㆍ帝室林野局ㆍ學習院ㆍ女子學習院ㆍ李王職이
있었으며, 지방 기관으로서는 京都地方事務所가 설치되어 있었다.
종전 후, 궁내성의 사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이관 혹은 분리 독립시켜 기
구의 축소가 시도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 日本國憲法의 시행과 함께 궁
내성으로부터 宮內府가 되어 內閣總理大臣의 관할 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
라 직원도 대폭 삭감되어, 종전 당시 6,200여 명이었던 직원은 궁내부 발족
과 함께 1,500명 정도가 되었다. 궁내부에는 궁내부장관 아래 궁내부차장이
두어졌으며, 長官官房ㆍ侍從職ㆍ皇太后宮職ㆍ東宮職ㆍ式部寮ㆍ圖書寮ㆍ內
藏寮ㆍ主殿寮와 京都地方事務所가 설치되었다. 1949년 6월 1일에는 總理府
設置法의 시행에 따라 총리부의 外局으로서의 궁내청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 1월 6일부터는 중앙의 省ㆍ廳 개혁의 일환으로서 內閣府設置法이

시행되어, 궁내청은 內閣府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궁내청은 내각총리대신의 관리 하에 황실 관계의 국가 사무 외에,
일본헌법 제7조에 해당하는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 가운데 외국의 대사ㆍ
공사를 접견하는 것과 의식을 행하는 것에 관련된 사무를 보며 御璽ㆍ國璽를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릉부에는 서릉부장의 통괄 하에, 圖書課ㆍ編修課ㆍ
陵墓課와 多摩ㆍ桃山ㆍ月輪ㆍ畝傍ㆍ古市의 다섯 개의 陵墓監區事務所가 있
다. 즉 궁내청 아래의 부속 기구로서 서릉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황실 관련 사무를 보는 궁내청과 그 부속 기구인 서릉부라는 명칭
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료는 일본 황실과 관련된 중요 자료가 그 중심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 紀念祝賀書[日鮮合倂第一回]：조선13도 유생대표 송종수 등이 1911년 한
일합방 1주년을 기념하여 일왕에게 올린 축하서로 말미에 이 문서를 보낸
명단이 나오는데 모두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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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일본 각 대학 소장 자료

京都大學) 소장 자료(AJP022)

교토대학(

京都大學 소장 자료를 수집한 것들은 京都大學 내 기관, 즉 圖書館, 人文
科學硏究所, 總合博物館, 개별수집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세부
소장처 아래 자료 묶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사료계열을 만들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사료계열 없이 사료군 아래 바로 사료철이 나오는 경우
도 있다. 이 경우는 京都大學에서 수집한 사료이긴 하나 개별적으로 수집되
어 하나의 분류 묶음을 만들 수 없는 경우이다.

(1)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수집 자료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는 1949년, 기존의 東方文化硏究所, 西洋文化硏
究所, 舊人文科學硏究所 등 세 연구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일본 내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연구소로 손꼽히는데 특히 東方文化硏究所 등
에서 수집한 동아시아, 특히 중국 관련 자료가 유명하다.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에 소장 중인 한국 관계 자료 중 조선신문(조선
신보 포함), 오사카 상공회의소 조선관계 자료가 수집되었다. 각각 2001년,
2005년에 수집되었는데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료 단위별로 하위사료

계열을 만들어 정리하였다.

1) 朝鮮新聞(朝鮮新報)
朝鮮新聞은 1908년 11월 20일 발행 인가된 일본어 신문으로 인천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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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하다가 서울로 옮겼다. 실제 창간은 1888년으로 朝鮮新報라는 이름으
로 인천에서 발간되었다. 1908년 일본인 발행 신문의 인가 근거가 되는 법
률인 신문지규칙 시행 이후 새롭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무렵을 전후해서
朝鮮新聞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에는 京城日報, 釜山
日報와 함께 당시 조선에서 발행되던 3대 일본어 신문 중 하나이다. 京都大
學 人文科學硏究所에는 1906년부터 1916년까지의 조선신문(조선신보)가
소장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50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 MF 형태로 50롤을 수집하였다. 또 일본
국회도서관에도 이 신문이 소장되어 있는데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수집
분 이후, 즉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자료를 2007년에 추가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일본 국회도서관 사료군에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의 ‘관련기술단
위’를 통해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 朝鮮新聞(1906. 9. 1.~1916. 12. 31.)

2) 오사카(大版)商工會議所 식민지 시기 朝鮮關係資料
京都大學 인문과학연구소에는 오사카상공회의소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40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오사카상공회의소 자료 중에 식민지 시기 한국의
상공회의소 관련 자료들을 2004년에 수집하였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월보 등 연속간행물이 많으며 상공회의소의 각종 조사 자료들도 포
함되어 있다.
▪ 工場適地咸興(咸興府, 1937), 貿易槪覽(釜山稅關, 1908), 貿易槪覽(釜山稅
關, 1913), 諸規則(群山商工會議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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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田商工會議所所報(昭和12年 6月號, 1937. 6.；昭和12年 9月號, 1937.
9.；昭和13年 4月號, 1938. 4.；昭和13年 5月號, 1938. 5.；昭和13年 9月

號, 1938. 9.；昭和14年 3月號, 1939. 3.；昭和14年 6月號, 1939. 6.；昭和
14年 8月號, 1939. 8.；昭和14年 12月號, 1939. 12.)

▪ 京畿道商工經濟會例規集(昭和19年 12月 1日 現在)
▪ 昭和12年版 京城經濟大觀 京城商工會議所(1937)
▪ 大邱商工會議所月報 昭和12年 9月號(1937. 9.), 10月號, 11月號, 第142號
(1938. 2.)~第164號(1939. 12.)

▪ 朝鮮ニ於ケル企業合同ノ實情 朝鮮商工會議所事務局(1940)
▪ 黃海道安岳, 載寧, 信川 經濟狀況調査書(附 信川, 猪島間鐵道敷設に就
て)(鎭南浦商業會議所, 1929)
▪ 鎭南浦商工會議所定款[鎭南浦商工會議所]
▪ 平壤商工會議所所報 第70號, 第72~76號, 第86~94號, 第97號, 第100~102號,
第104~109號, 昭和15年 10ㆍ11月號
▪ (昭和6年 4月 23日 認可)釜山商工會議所定款－附朝鮮商工會議所令, 朝鮮
商工會議所令施行規則, 朝鮮商工會議所議員選擧規則－(釜山商工會議所,
1931)

▪ 釜山商工會議所諸規程[釜山商工會議所]
▪ 第3回 全鮮貿易大會記(昭和16年 8月)
▪ 新義州商工會議所(商工)月報 昭和7年 12月號~昭和14年 12月號, 昭和16年
1月號~昭和16年 12月號

▪ 仁川商工會議所月報 昭和11年 6月號~昭和12年 12月號, 昭和13年 3月號
▪ 淸津商工會議所定款 附議事細則 朝鮮商工會議所關係法規(淸津商工會議所)
▪ 淸津商工會議所月報 昭和11年 6月號~昭和12年 11月號
▪ 淸津經濟月報 第27號(1937. 12. 28.), 第40號(1939. 1.)~第50號(193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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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16年)木浦商工人名錄(1941)
▪ 木浦商工會議所月報(昭和11年 6月號~11月號, 昭和12年 1ㆍ2ㆍ4ㆍ5月
號, 6~12月號, 昭和13年 4月號, 昭和14年 1~11月號)
▪ 昭和10年 京城稅關支署一班(京城稅關支署, 1935)
▪ 昭和11年 京城稅關支署一班(京城稅關支署, 1936)

(2) 京都大學 소장 在朝日本人 回顧錄 묶음
京都大學에는 식민지 시기 조선 거주 일본인의 해방 이후 회고록류가 소
장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수집하였다.
▪ 朝鮮植民者(ある明治人の生涯)(村松武司, 1972)
▪ 朝鮮ㆍ滿州の想い出(舊王子製紙時代の記錄)(上野直明, 1975)
▪ 外地勤務(一人の朝鮮銀行員の步いた道)(安藤直明, 1976)
▪ 朝鮮生活五十年(中村健太郞, 1969)
▪ 京城四十年(一日本人の反省, 隣邦理解のため)(碓井隆次, 1980)
▪ 慶尙北道在勤の思出(今井弘平, 1981)
▪ 植民地少年ノート(千田夏光, 1980)
▪ 朝鮮交通回顧錄：行政編(鮮交會, 1981)
▪ 朝鮮交通回顧錄：終戰記錄編(鮮交會, 1976)
▪ 朝鮮交通回顧錄：工務ㆍ港灣編(鮮交會, 1973)
▪ 朝鮮交通回顧錄：工作ㆍ電氣編(鮮交會, 1971)
▪ 朝鮮交通回顧錄：運輸編(鮮交會, 1975)
▪ 朝鮮無煙炭株式會社 回顧錄：汗と油ㆍ血と淚の記億(編輯委員會,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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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無煙炭株式會社 回顧錄 後編：懷かしき事業所の追億と血淚に泣く終
戰の記錄(編輯委員會, 1981)
▪ 朝鮮無煙炭株式會社 回顧錄 最終編：美しき自然の追億と悲しき終戰の記
錄(編輯委員會, 1987)
▪ 鮮銀私史(一職員の步み)(井口俊彦, 1967)
▪ 朝鮮殖産銀行終戰時の記錄(殖銀行友會, 1977)
▪ 湯淺倉平(林茂, 1969)
▪ 北鮮脫出記(小原札司, 1958)
▪ 敗戰日記 大同江(井上由雄, 1962)
▪ 一七キロの國境－北鮮咸北警友誌(片山智惠, 1989)

(3)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자료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金石集帖은 1912년 교토대학 동양사학과
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석집첩은 원첩 200첩, 속첩 19첩을
합하여 모두 219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현존 수량을 나타낸 것일 뿐
제작 당시에는 원첩 227첩 이상, 속첩 37첩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석집첩 자료는 法帖, 즉 탁본을 배접하여 책자 형태로 만든 자료이다. 원
첩은 1760~1795년 사이에, 속첩은 1795년 이후에 조선의 지방 관아에서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석문첩은 내용이 방대하고 金石의 원형도 다양하
여 개인의 행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생활, 문화의 일면까지도 엿볼 수
있다. 탁본 대상도 조선시대를 주로하여 그 전 자료까지도 수록되어 있어,
현존하지 않은 金石의 실증적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상세 해제는 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 자료 현황｣(일
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Ⅲ, 해외사료총서 15,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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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219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MF 형태로 수집하였다.
▪ 金石集帖 제1~200첩
▪ 金石續帖 제201첩~219첩

(4) 京都大學 總合博物館 소장 韓國戶籍成冊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한국호적성책은 1909년에 교토대학에 입수된 것으
로 보인다. 한국호적성책에는 부전지 형태로 ‘한국호적성책 제 몇 책’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데 이 부전지는 교토대학 입수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일련번호로 1부터 165까지 매겨져 있지만 72~75책 및 83책이 소재 불
명이어서 실제 부전지가 붙은 책 수는 160책이다. 이외에 부전지가 붙어 있
지 않은 韓山郡 僧徒成冊과 夫餘郡 光武九年度 僧徒成冊 2책을 합쳐 모두
162책이다.[이상 山内民博, <日本所在朝鮮戸籍關係資料の現況> ≪日本所

在朝鮮戸籍關係資料解題≫를 참조하여 작성]
【수집 자료】(사료철 16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MF 형태로 수집하였다.
▪ 忠淸北道 淸州郡 甲辰 戶籍大帳(德平面)(1904)
▪ 忠淸北道 報恩郡 第五西尼面 丁酉條戶籍表冊(京上)(1897)
▪ 忠淸北道 泰安郡 各面里 乙巳式 戶籍統表(統表一件 / 籍十二件 / 僧籍一件 /
共十四件)(1905)
▪ 忠淸北道 泰安郡 各寺僧徒成冊(1905)
▪ 忠淸北道 唐津郡 乙巳條統表(統表一件 / 戶籍八件 / 僧冊一件 / 共十件)(1905)
▪ 忠淸北道 唐津郡 乙巳條僧徒成冊(1905)
▪ 忠淸北道 韓山郡 九面帳籍統表(京 / 統表一件 / 戶籍九件 / 僧冊一件 / 共十
一件)(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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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光武九年度 忠淸南道 韓山郡 僧徒成冊(1905)
▪ 忠淸南道 瑞山郡 戶籍(文峴面, 地谷面)(共五)(1906)
▪ 忠淸南道 燕岐郡 甲辰條戶籍表(東一面, 內部)(共四)(1904)
▪ 忠淸南道 夫餘郡 光武九年度 僧徒成冊(1905)
▪ 忠淸南道 公州郡 牛井面戶籍(二十三)(1904)
▪ 忠淸南道 公州郡 五家作統(1904)
▪ 忠淸南道 公州郡 戶籍(26건)
▪ 忠淸南道 公州郡 統表(1905)
▪ 忠淸南道 鰲川郡 戶籍統表(1905)
▪ 忠淸南道 海美郡 統表案(統表一件 / 戶籍六件 / 僧冊一件 / 共八件)(1905)
▪ 忠淸南道 夫餘郡 戶籍統表(統表一件 / 戶籍十件 / 僧冊一件 / 共十二件)(1905)
▪ 忠淸南道 林川郡 帳籍統表(統表一件 / 戶籍七件 / 僧冊一件 / 共九件)(1905)
▪ 忠淸北道 恩津郡 僧籍(1905)
▪ 忠淸北道 大興郡 僧徒籍表(一南面 大蓮寺)(1905)
▪ 楊州郡所在各寺刹主掌僧及外他寄住僧徒錄 各年兆成冊(1904)
▪ 平安北道 慈城郡 乙巳戶口帳籍案 一(1905)
▪ 平安北道 慈城郡 乙巳戶口帳籍案 二(1905)
▪ 義州郡 戶籍表案 第十七(津里面)(1905)
▪ 平安南道 陽德郡 戶籍成冊(化村面)(1897)
▪ 平安南道 順川郡 戶籍帳冊(雷封面)(1905)
▪ 平安南道 順川郡 戶籍帳冊(龍浦面一百六十九戶)(四)(1897)
▪ 平安南道 順川郡 戶籍帳冊(鳳面一百五十戶)(五)(1897)
▪ 平安南道 順川郡 戶籍帳冊(院下面一百八十四戶)(九)(1897)
▪ 江原道 淮陽郡 戶籍統表(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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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原道 淮陽郡 戶籍表(內部件)(1905)
▪ 江原道 三陟郡 各寺僧徒戶籍成冊(1905)
▪ 江原道 春川郡 癸卯度屠漢戶口成冊(1903)
▪ 江原道 春川郡 癸卯度屠漢戶口成冊(1903)
▪ 江原道 江陵郡 各寺僧徒戶籍(1903)
▪ 慶尙北道 尙州郡 乙巳戶籍表(外南)(準)(1905)
▪ 慶尙北道 漆谷郡 乙巳籍表(1905)
▪ 慶尙北道 榮州郡 寺刹僧徒成冊(1904)
▪ 慶尙南道 居昌郡 戶籍表第十九張(加西面)(1903)
▪ 慶尙南道 居昌郡 戶籍表第二十二張(下加南面)(1903)
▪ (慶尙南道)草溪郡 伯岩面 戶口籍表(1907)
▪ (慶尙南道)草溪郡 初冊面 戶口籍表(1907)
▪ 慶尙南道 巨濟郡 壬寅戶籍表第九件(1903)
▪ 慶尙南道 昌寧郡 各面人口男女家宅數爻別具成冊(1906)
▪ 咸鏡南道 永興郡 丁酉式戶籍大案(耀德社)(1897)
▪ 咸鏡南道 永興郡 丁酉式戶籍大案(雲谷社)(1897)
▪ 咸鏡南道 永興郡 丁酉式戶籍大案(順寧社一道)(1897)
▪ 咸鏡南道 端川郡 戶籍(新滿面)(內部)(1896)
▪ 黃海道 饔津郡 戶籍成冊(南面 第一)(1905)
▪ 黃海道 饔津郡 戶籍成冊(龍淵面 第二)(1905)
▪ 黃海道 黃州郡 戶籍成冊(慕聖坊)(1905)
▪ (京畿道)開城府 戶籍統表(1905)
▪ (京畿道)廣州府 戶籍(北方面)(1903)
▪ (京畿道)豊德郡 戶籍表(西面 上)(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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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道)坡州郡 各面統表冊 上卷(1905)
▪ (京畿道)坡州郡 各面統表冊 下卷(1905)
▪ (京畿道)龍仁郡 戶籍大帳(慕賢村面)(1905)
▪ (京畿道)龍仁郡 戶籍大帳(枝內面)(1905)
▪ (京畿道)連川郡 北面 癸卯 戶口帳籍(1904)
▪ (京畿道)楊州郡 靑松面 戶口帳籍 第一(1903)
▪ (京畿道)楊州郡 柴北面 戶口帳籍 第二(1903)
▪ (京畿道)楊州郡 靑松面 戶口帳籍 第二(1903)
▪ (全羅北道)鎭安郡 戶口籍 第三(斗尾面)(內部 上)(1903)
▪ (全羅北道)鎭安郡 戶口籍 第六(南面)(內部 上)(1903)
▪ (全羅北道)鎭安郡 戶口籍 第七(一西面)(內部 上)(1903)
▪ (全羅北道)鎭安郡 戶口籍(3건)
▪ (全羅北道)茂朱郡 戶口籍(1903)(4건)
▪ 全羅北道 求禮郡 癸卯年各寺刹僧尼戶籍成冊(1903)
▪ 全羅北道 珍山郡 乙巳條戶籍表第四(二南面)(內部 上)(1905)
▪ (漢城府戶籍)中署 貞善坊(1906)(5건)
▪ (漢城府戶籍)中署 長通坊(1906)(4건)
▪ (漢城府戶籍)中署 慶幸坊(1906)(2건)
▪ (漢城府戶籍)中署 壽進坊(1906)(2건)
▪ (漢城府戶籍)中署 堅平坊(1906)(3건)
▪ (漢城府戶籍)中署 寬仁坊(1906)(2건)
▪ (漢城府戶籍)中署 瑞麟坊(1906)
▪ (漢城府戶籍)中署 澄淸坊(1906)
▪ (漢城府戶籍)東署 連花坊(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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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城府戶籍)西署 盤松坊(1903)(2건)
▪ (漢城府戶籍)西署 龍山坊(1903)
▪ (漢城府戶籍)南署 廣通坊(1903)
▪ (漢城府戶籍)南署 豆毛坊(1903)(2건)
▪ (漢城府戶籍)南署 薰陶坊(1903)(3건)
▪ (漢城府戶籍)南署 大坪坊(1903)
▪ (漢城府戶籍)南署 會賢坊(1903)
▪ (漢城府戶籍)北署 觀光坊(1906)(3건)
▪ (漢城府戶籍)北署 陽德坊(1906)
▪ (漢城府戶籍)北署 陽德坊(1896)
▪ (漢城府戶籍)北署 安國坊(1906)
▪ (漢城府戶籍)北署 安國坊(1903)
▪ (漢城府戶籍)北署 俊秀坊(1906)
▪ (漢城府戶籍)北署 俊秀坊 通義坊(1906)
▪ (漢城府戶籍)北署 順化坊(1906)(9건)
▪ (漢城府戶籍)北署 嘉會坊(1903)(3건)
▪ (漢城府戶籍)北署 鎭長坊(1906)(2건)
▪ (漢城府戶籍)北署 廣化坊(1906)(2건)
▪ (漢城府戶籍)北署 廣化坊(1903)(2건)
▪ (漢城府戶籍)北署 常平坊(1903)
▪ (漢城府戶籍)北署 延恩坊(1903)
▪ (漢城府戶籍)北署 延禧坊(1903)(2건)
▪ 平安南道 德川郡 戶籍案(第八 金城面)(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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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개별 사료철
【수집 자료】(사료철 28건)

교토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일제 하 조사보고서 및 전후 일
본에서 간행된 자료집류이다.
▪ 京城府産業調査會(제1호)(京城府)
▪ 工場工業に依る生産狀況調査(京城府)
▪ 思想硏究資料 71號(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昭和14年度 思想特輯硏究員,
判事 吉浦大藏報告書(司法省刑事局)
▪ 思想硏究資料 71號 遺補(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司法省刑事局)
▪ 豆滿江流域經濟事情(朝鮮總督府鐵道局, 1927)
▪ 朝鮮ㆍ臺灣ㆍ樺太ㆍ關東州ノ地方制度槪要(拓務省管理局, 1930)
▪ 朝鮮産業改善建議案(1921)
▪ 帝國植民地課稅一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臨時經濟委員會(1929)
▪ 京城居留民團關內要覽(京城居留民團役所)
▪ 釜山府例規類集(釜山府, 1936)
▪ 明石藩朝鮮國信使接伴記錄(上)(明石市敎育委員會, 1981)
▪ 明石藩朝鮮國信使接伴記錄(下)(明石市敎育委員會, 1981)
▪ 櫻圃寺內文庫の硏究(國守進, 1976)
▪ 全羅北道關係例規集(全羅北道, 1936)
▪ 韓國ニ於ケル本邦貨物販路取調報告, 淸國江蘇浙江兩省繭生絲調査報告(東
京高等商業學校, 1965)
▪ 昭和15年度 農業統計表(朝鮮總督府, 1940)
▪ 在韓本邦人狀況一覽表(統監府 總務部 內事課, 1907)
▪ 朝鮮經濟圖表(姬野實 編,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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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安調査月報 第17卷 第10號(1968年 10月), 第17卷 第11號(1968年 11月),
第18卷 第1號(1969年 1月), 第18卷 第2號(1969年 2月), 第18卷 第3號
(1969年 3月), 第18卷 第4號(1969年 4月), 第18卷 第5號(1969年 5月), 第
18卷 第6號(1969年 6月), 第18卷 第8號(1969年 8月), 第18卷 第10號
(1969年 10月)

2

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森田芳夫文庫) 소장 자료(AJP033)

규슈대학 조선사학연구실(
모리타 요시오 문고(

森田芳夫의 한국 관련 주요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 3월 7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출생
1916년 조선 전라북도 군산공립소학교 입학(父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藥種

業에 종사하고 있었음)
192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 입학
1931년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졸업(사학과 조선사학 전공) 綠旗硏究所所員
1942년 惠化專門學校(동국대학교 전신) 강사
1945년 경성일본인 世和會 主事(회장비서)
1949년 引揚援護廳長官官房總務課 調査員
1950~1953년 외무성 조사원(管理局 引揚課)
1959년 외무성 사무관(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1972년 재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참사관
1975년 10월 국제교류기금파견 일본어교수(부임국：대한민국, 부임기관：

성신여자사범대학, 1979년 2월 28일까지)
1979년 3월 대한민국 성신여자사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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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사범대학에서 바뀜) 퇴직
1986년 九州大學에서 문학박사 학위
1988년 學習院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1992년 사망

朝鮮史學硏究室 森田芳夫 문고는 森田芳夫가 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에 기증한 자료이다. 森田芳夫 문고는 2011년 1월에 규슈대학 조선사학연
구실에서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한다(큐슈대학 조선사학
연구실의 홈페이지에 따름).
【수집 자료】(사료철 944건)

2004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되었으며 森田芳夫 문고 전부가 수집된

것은 아니며 한국 관련 자료 중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연속간행물이
많이 수집되었다. 1965년 한일수교를 전후한 일본 외교 자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수집되지는 않았다.
(1) 연속간행물 자료(사료철 840건)

▪ 親和 創刊號~285호, 友邦, 朝鮮資料, 朝鮮硏究, 民主朝鮮, 自由朝鮮, 花郞,
新しい朝鮮, 朝鮮月報, 白葉, 朝鮮學會會報 1~25호, 靑丘 제1~14호, 紺碧
제1~35, 85~113호, 綠旗の下に 제22~61호, 旬刊情報 日韓問題 No.1~16,
日刊建設通信 No.498~589, 朝鮮半月報 제1~24호, 朝鮮月報 제23~56, 北
朝鮮月報, 朝鮮資料 北朝鮮月誌, 中國朝鮮月報
(2) 단행본 자료(사료철 104건)

▪ 한일회담, 북한연구, 재일한국인, 독도(죽도)관련 외무성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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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東京大學) 소장 자료(AJP010)

도쿄대학(

東京大學 내 總合圖書館, 宗敎學科硏究室, 經濟學圖書館 經濟學部資料
室, 東京大學史史料室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단, 東京大學 近代法政史料
센터(사료편찬소 포함)의 자료는 별도의 사료군으로 정리하였다.

(1) 東京大學 종합도서관[總合圖書館] 소장 자료
1) 다케다 한시(武田範之) 關係文書
武田範之(1863~1911)는 福岡 출신으로 일본의 승려로서 일본의 한국 침
략을 도운 인물이다. 천우협(天佑俠)을 조직하여 동학농민전쟁에 관여하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에도 관여하고 黑龍會에 참가하였으며, 우치다 료헤이
(內田良平) 등과 일진회를 조종하여 한일합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진회의

한일합방 건백서의 한문 초고를 작성하였고, 일본 조동종 승려로서 한국의
불교 종단인 원종(圓宗, 1908년 이회광 창설)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
다. 전기로는 川上善兵衛, 興亞前提史(市井三郞ㆍ滝沢誠 編), 東京：日本
經済濟評論社, 1987)가 있으며, 일진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武田範之 관계 문서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도 복제본의 형태로
소장되어 있는데 원본은 上越市薬師院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설명 페이지 http://rnavi.ndl.go.jp/kensei/
참조). 도쿄대학 소장 武田範之 문서의 저본이 된 것이 어느 쪽인지는 불확
실하다. 洪疇遺績은 武田範之의 제자인 川上善兵衛가 편집한 것이다.
東京大學 総合圖書館에는 武田範之가 저술한 洪疇遺績(1985~1911),
鰲海鉤玄(1911), 洞上濟下興隆圓宗大有爲六諦論(1915) 등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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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5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洪疇遺蹟 1~15를 수집하였다.

2) 기타(사료철 3건)
▪ 昭和財政史資料(震災から準戰時財政まで)目錄 (1)ㆍ(2)
▪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소장, 日本關係史料目錄, 篠田治策文書目錄,
荒木貞夫關係文書目錄, 平沼騏一郞關係文書目錄

(2) 東京大學 宗敎學科硏究室 소장 아네자키 마사하루(姉崎正治) 文書
姉崎正治(1873~1949)는 京都府에서 출생하였고. 평론가와 종교학자로
활동하였다. 東京帝國大學 哲學科를 졸업하였고, 1904년부터 東京帝國大學
교수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종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3~1934년
에 東京帝大 도서관장을 역임하면서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도서관과 도서
의 부흥에 진력하였다(｢日本人名大辭典 第7卷, 平凡社).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大正九年八月 宗敎ニ關スル新施政一斑
▪ 外事講習パンフレット4 朝鮮事情 完

(3) 東京大學 經濟學圖書館 經濟學部資料室
【수집 자료】

1) 企業 營業報告書 자료(사료철 183건)

이 자료는 東京大學 經濟學部 圖書館(東京大學 經濟學圖書館 經濟學部
資料室)에 소장되어 있는 기업 영업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이 영업보고서 컬렉션은 東京大學 經濟學部가 가장 자랑하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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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션으로 해방 이전부터 東京大學이 소장하고 있던 영업보고서와 이후 수
집한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자료까지 방대한 양의 기업 영업보고
서가 소장되어 있다. 1997년에 東京大學經濟學部所藏營業報告書目錄 增
補版이 간행되어(東京大學 經濟學部 圖書館 간행) 기존 목록을 갱신한
바 있다. 이후 간행된 마이크로 필름판 營業報告書集成總目錄 6ㆍ7ㆍ8
집 등을 참고하면 도쿄대학 경제학부 소장 영업보고서 전체 목록을 살필
수 있다. 현재에는 소장 영업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다
(http://needs.e.u-tokyo.ac.jp/lns/eigyo/).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년 이들 영업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 자료
152종을 복제 수집하여 모두 185책으로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모두 일

제 강점기 자료이다. 이후 연구 용역을 통한 조사 작업에서 일제 강점기 한
국 관련 영업보고서 목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2002년 수집 자료 이
외의 자료는 더 이상 수집하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노기영, 2007, ｢일제 강점기 일본소재 기업영업보고서 자료 조사｣,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Ⅲ, 해외사료총서 15, 국사편찬위원회)
2) 戰後 한일 경제관련 자료(사료철 4건)

▪ [調外特第4號]戰後における朝鮮の政治經濟(1948. 3.)
▪ [國際；第003号3]アジア極東經濟開発の基本的問題：アジア極東經濟委
員會一九四九年次報告：アジア經濟の現勢第二部(1950. 12. 1)
▪ (經濟安定本部)戰後經濟政策資料韓國關連資料(1947)
▪ 戰後日本對外貿易關係 內部文書

(4) 東京大學史史料室 소장 자료
東京大學史史料室은 도쿄대학 100주년 기념 “東京大學百年史”를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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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편찬 간행하는 업무를 인계하여 1987년에 설립되었다. 이름 그대로 東京
大學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관련 책자를 간행하고 있다.
와다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帝國大學(이후 東京帝國大學) 초대 총
장을 지낸 인물로 관련 문서 ‘渡邊洪基史料’라는 이름으로 東京大學史史料
室에 소장되어 있다.
渡邊洪基史料目錄이 東京大學史史料室에 의해 2005년 간행된 바 있
다. 渡邊洪基는 1848년 越前 출신으로 岩倉使節團에 수행하였고 이후 元老
院議官, 東京府知事 등을 지냈고 1886년 帝國大學 초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1901년 사망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조선 정부의 일본인 고문 고빙

당시 주요 후보로 떠올랐고 1896년 일본이 1894년 맺어진 暫定合同條款을
계기로 경부철도를 추진할 때 澁澤榮一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조선 정부
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 松島の議
▪ 朝鮮記事
▪ 鷄林筆談
▪ 錦潤堂仿吉名牋[朝鮮人との筆談]

4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

도쿄대학 근대일본법정사료센타(
センタ ) 소장 자료(AJP011)

원래 明治新聞雜誌文庫로, 博報堂 창업자 야키 히로나오(瀬木博尚)의 기
부금과 마야다케 가이고치(宮武外骨)ㆍ요니노 사쿠죠(吉野作造) 박사 등의

Ⅱ. 일본 각 대학 소장 자료 273

노력으로 1927년 법학부 부속시설로 설치되었다. 소장 자료는 宮武ㆍ吉野
의 수집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 신문 2,004종과 잡지 7,205종에 이르고
있다. 明治新聞雜誌文庫는 1981년 “東京大學法學部附屬近代日本法政史料
센터(明治新聞雜誌文庫)”로 바뀌었고 2004년 4월 다시 현재의 大學院法學
政治學硏究科附屬이 되었다. 센터는 신문잡지부와 원자료부로 나뉘어 있
고, 근대일본 法史 및 政治史에 관한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에
널리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후루야 히사쓰나(古谷久綱) 關係文書
古谷久綱은 1874년 일본 愛知縣 출신이다. 同志士大를 졸업한 뒤 유럽으
로 건너가 벨기에의 브리셀대에서 수학하였다. 귀국 후 국민신문사에 들어
갔다가 東京高商 교수를 지냈다. 이 무렵 伊藤博文과 가까워져 伊藤이 수
상, 추밀원의장, 한국 통감으로 재직할 때 비서로 활동하였다. 강점 후 이왕
직 어용계에서 일하다가 1915년 2월에 퇴관하였다. 이후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에 소장된 古谷久綱 關係文書는 東京大
學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의 전신인 東京大學 法學部 近代立法過程硏究會
에서 수집한 문서로 해당 분류에 따르면 수집문서 No.32에 해당한다. 목록
은 1974년 2월에 작성되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古谷久綱 關係文書 중 한국관련 자료 사본을 수집
하였다.
통감 비서로, 그가 받은 편지의 발신인들은 대개 통감부와 대한제국정부
에 용빙된 고위급 일본인 관리들이었다. 수량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문서

27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생성 당시의 직책을 살펴보면, 목포이사청 이사관 若松兎三郞, 주차한국군
참모장 明石元二郞, 궁내부 서기관 井上雅二, 해군대장 伊東祐亨, 통감부
참사관 石塚英藏, 통감부 특허국장 木內重四郞,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과
그의 보좌역 久芳直介, 통감부 서기관 倉知鐵吉, 통감부 사법차관 倉富勇三
郞, 궁내부 제실재산정리국 장관 小宮三保松, 통감부 서기관 겸 통감비서관
國分象太郞, 경무국장 松井茂, 경무고문 丸山重俊 등이다.
▪ 古谷久綱 수신ㆍ발신 서한 묶음

(2)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 關係文書
井上雅二는 1876년 일본 兵庫縣에서 태어났다. 와세다(早稻田)大學을 졸
업한 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여 식민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1903년 8월 한국에 건너왔다. 1905년 7월 대한제국정부의 재무관으로 용빙

되어 1907년 11월에 宮內府 書記官으로 승진하여 1909년 12월까지 재직하
였다. 1909년 4월부터 1910년 1월까지 宮內官 銓衡委員을 지냈다. 이후 東
亞同文會와 南洋協會 등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9건)

井上雅二 關係文書는 두 롤로 나뉘어져 있다. 문서(롤) 1은 山口政二 關
係文書2 MF0019651 뒤에서 이어진다. 내용상으로도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국에 근무할 당시의 일기류이다. 다른 하나는 궁내부에 근무할 때의 자료
로서 대한제국의 황실을 무력화시키려던 궁내부개혁안에 관계된 것들이다.
특히 궁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제 초안과 수정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
로 구성되었다.
井上雅二 關係文書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 소장 자료와는 계통이 다른 자료이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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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료실 井上雅二 關係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도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
되어 있다.
▪ 當用日記(明治37ㆍ39ㆍ40ㆍ42ㆍ43年)
▪ 滿鮮視察記(昭和7年春)
▪ (韓國宮內府)官制改正關係法規原案
▪ 韓國宮中改革成蹟
▪ 拓殖務省(附移植民委員會)設置ノ必要ト其ノ組織

(3) 야마구치 세이지(山口政二) 關係文書
山口政二는 1887년에 일본 埼玉縣에서 태어나 東京帝國大學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14년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조선총
독부시보에 임용되어 내무부에서 사무연습을 하다가 1915년 7월부터 경
상남도로 옮겼다. 1915년 12월 시보를 마친 뒤 도사무관으로 평안북도청
에 배속되었다. 1916년 11월부터 휴직하였다. 陸軍省 御用掛를 거쳐 1917
년 10월 중국 青島守備軍 民政府 事務官으로 부임하여 1921년에 퇴직하였
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고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27년에 사망
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11건)

▪ 備忘錄(1~4)：1908년부터 1922년까지 수첩 또는 노트에 작성한 비망록으
로서 간단한 메모로 이루어져있다. 내용을 보면, 도쿄제대 재학시절 1권, 조
선총독부 관리로 근무하던 ‘조선부임시대’ 1권, 청도수비군 사무관으로 재
직할 때의 비망록이 2권이다. 大正11년(1922) 비망록은 표지만 남아있다.
▪ 日記：1913년 8월 7일부터 1916년 1월 20일까지 작성한 일기이다. 조선
총독부 시보로 근무하던 1915년 1월 1일부터 독일어로 일기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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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미지마 이치로(君島一郞) 關係文書
君島一郞은 1887년 櫔木 출신으로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들어가 근무하였다. 1940년 1월부터 朝鮮銀行 副總裁가 되어
1945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 1945년 이후 공직 추방당하였다가 이후 재단

법인 우방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내에서 주요 한국 관련 인물로 알려
져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야구 역사 연구자로 유명한데 1972년에
日本野球創世記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2009년에는 일본야구전당에도
들어갔다. 1975년 사망하였다
君島一郞 關係文書는 근대입법과정연구회수집문서 63번에 해당하는 것
으로 기본 목록이 간행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수집 자료】(사료철 10건)

東京大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원자료부)에 소장된 君島一郞 關係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주로 일기와 서한 자료로, 일기는 朝鮮銀行 副總裁 시기인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의 것이고, 서한 중에는 해방 이후 한국인이 보낸 서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當用日記 昭和十五年, 日記 昭和16~20年, 君島一郞 수신 편지(京都의 上瀧
基가 東京의 君島一郞에게 발송한 33통의 편지, 金三奎, 具鎔書, 久保井憲吉
등 발신), 君島一郞 발송 편지(賴戶誠, 高橋邦治, 松林義三 등 수신편지 3통)

(5) 미네 하치로(嶺八郞) 關係文書
嶺八郞은 1868년 宮城縣 仙臺 출신으로 1892년 東京帝國大學 佛法科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주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897년 小川平吉과 함께 近
衛篤麿가 주도하는 國民同盟會에 참가하였다. 東洋拓殖會社의 설립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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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桂太郞에게 제안하는 등 東洋拓殖會社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
으며 이후 東洋拓殖會社 비서역, 조사역 등을 역임하였다. 일본의 昭和製袋
工業社長 등을 지낸 실업가 嶺駒夫가 그 아들이며 일본 총리를 지낸 福田康
夫는 손자사위가 된다.
東京大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원자료부)에 소장 중인 嶺八郞 關係文書
는 근대입법과정연구회 수집문서 40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4년 무렵에
東京大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입법과정연구회가 작성한 목록이 간
행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수집 자료】(사료철 10건)

嶺八郞 關係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嶺八郞이 東洋拓殖
株式會社 설립 준비를 하고, 회사 설립(1907년) 후 理事로 취임하여 활동한
시기의 일기와 서한, 서류 등이다.
▪ 明治四十年ㆍ明治四十一年 懷中日記(1907ㆍ1908)
▪ 自彊不忍集 二[小松原英太郞 외 수신 서한 28통]
▪ 書簡 두루마리[小松原英太郞 외 수신 서한 10통]
▪ 備忘(名家書簡 두루마리에 관한 설명)
▪ 名家書簡 두루마리 其 1ㆍ2ㆍ3(13통)
▪ 기타 書簡 묶음(72건)
▪ 書類 기타 묶음[計算書寫, 財政顧問報告書(1907. 10.), 期日呼出狀, 韓國熊
川郡海軍用地面積調, 御領證(執行正本)(1907. 7. 23.), 債權讓渡證(1905. 6.),
受領證(1907. 4.), 受領證(1906. 9.), 嶺八郞宛電報(1906. 10. 26.), 명함[名
刺](19매), 鎭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 李王殿下寫眞(순종 사진)(2매), 海國
兵談(19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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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東京大學 近代日本法政史料센터 소장 자료 목록집
【수집 자료】(사료철 3건)

▪ 도쿄대학 근대법정사료센터 소장 古谷久綱關係文書 목록(近代立法過程硏
究會 收集文書 No.32)
▪ 도쿄대학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 원자료부에 소장된 嶺八郞 관계 문서의
목록(近代立法過程硏究會 收集文書 No.40)
▪ 도쿄대학 근대법정사료센터 원자료부 소장 君島一郞 관계 문서의 목록(近
代立法過程硏究會 收集文書 No.63)

5

法政大學) 소장 자료(AJP018)
法政大學圖書館 소장 우메 겐지로(梅謙次郞)文書－

호세대학(
－

梅謙次郞(1860~1910)는 일본 민법의 기초자로 유명한 법학자이다. 일본
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1906년 한국통감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신
임을 얻어 한국정부의 법률고문이 되어, 한국의 법제를 조사 정비하는 역할
을 하였다. 특히 민법 계열의 법제를 담당하였는데 ‘土地家屋證明規則’(1906.
10. 26, 칙령 6호),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1908. 7. 20, 칙령47호) 등이

그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梅謙次郞와 통감부 시기 한국
법제에 관해서는, 정종휴, ｢梅謙次郞と韓國近代立法事業｣, 법학논총 29집
2호 참조). 梅謙次郞文書가 法政大學에 기증된 자세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法政大學 측에서는 1910년 梅謙次郞 사망 후 동료, 제자 등의 추도회
와 유족 등의 협의 등을 거쳐 1910년대 초반 기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法政大學 도서관에서는 梅謙次郞文書 중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웹으로 공
개하고 있다.
[검색도구：http://www.hosei.ac.jp/library/rare/T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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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본 法政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梅謙次郞
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1) 法政大學圖書館藏 梅謙次郞文書目錄
일본 法政대학 소장 梅謙次郞 관계문서 目錄이다(梅文書硏究會 편, 法政
大學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硏究所 발행, 2000).

(2) 韓國立法事業擔任當時ニ於ケル起案書類
法政大學 소장 梅謙次郞文書 중의 자료이다. 2005년에 수집하였으며 복
사 형태로 보아 MF를 출력한 것이다. 梅謙次郞가 부동산법조사회장, 법전
조사국 고문 등의 직함으로 한국 법제를 조사 정비할 당시의 문서들로 각종
법률 초안, 조사 자료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책자에 편철된 문서의 상세
목록은 이 사료계열의 梅謙次郞文書目錄 209~213쪽에 나와 있다.

6

北海道大學) 소장 자료(AJP039)

홋카이도대학(

【수집 자료】(사료철 16건)

北海道大學 도서관에서 수집된 한국 관련 자료들이다. 2005년에 수집되
었으며 壬辰倭亂 관련 자료와 일제 강점기 서울(京城府) 등의 예산 관련 문
서들이 다수이다.
▪ 征韓偉略 卷之一~五(川口長孺 著, 1831. 10.)
▪ (昭和十一年) 平安南道統計年報(平安南道, 1938. 10.)
▪ (隆熙二年) 財務一斑(大邱財務監督局,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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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十四年度) 一般會計 特別會計 歲入出豫算：(附) 昭和十四年度 慶尙
北道臨時恩賜金歲入出豫算(慶尙北道, 1939)
▪ (昭和十四年度) 京城府 一般經濟 特別經濟 歲入出豫算書 第1分冊(京城府,
1939)

▪ (昭和十四年度) 京城府 一般經濟 特別經濟 歲入出豫算書 第2分冊(京城府,
1939)

▪ (昭和十四年度) 京城府一般經濟 番大漢南沙斤龍頭 土地區劃整理費特別會
計 豫算書(京城府, 1939)
▪ (昭和五年) 慶尙南道統計年報(慶尙南道, 1930)
▪ (自大正八年至昭和三年) 慶尙北道統計年報(慶尙北道, 1919)
▪ (昭和十三年度) 咸鏡北道地方財政要覽(咸鏡北道, 1938)
▪ (昭和六年) 慶尙南道統計年報(慶尙南道, 1931)
▪ (昭和十四年度) 一般會計 特別會計 歲入出豫算：(附) 臨時恩賜金歲入出
豫算(京畿道, 1939)

7

神戶大學) 附屬圖書館 소장 자료(AJP023)

고베대학(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鹿兒島県歷史資料センター 黎明館所藏 黑田淸隆關係文書(目錄)
해설과 목록, 연보로 구성됨
▪ 朝鮮事情新聞 第34號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발행된 잡지 朝鮮事情新聞 第34號이다. 언제, 어떻
게 입수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朝鮮事情新聞이 소장된 도서관으로
는 神戸大學附屬圖書館 社會科學系圖書館과 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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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科附屬近代日本法政史料センター明治新聞雜誌文庫가 있는데(사이토
기념관에도 朝鮮事情新聞이 소장되어 있는데 34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정리할 당시 같이 있던 자료 등을 고려할 때 神戸大學附屬圖書
館에서 복사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 소장처가 분명하지는 않은
데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여기 神戸大學附屬圖書館 소장 자료라는 사
료계열 밑으로 정리하였다.

8

滋賀大學 經濟經營硏究所) 소장 자료

시가대학 경제경영연구소(
(AJP027)

滋賀大學은 滋賀師範學校와 彦根高等商業學校를 모체로 하여 1949년
에 설립되었다. 특히 해방 전 彦根高等商業學校, 일본에서 흔히 하는 말
로 舊制彦根高等商業學校는 해방 전 전문학교로 현재의 시가대학 경제학
부의 모체이다. 舊制彦根高等商業學校에서는 조사과를 두고 특히 당시
식민지 지역 경제 관련 자료를 다수 조사 수집하였는데 이 자료가 현재
시가대학 경제경영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 관련 자료는 주로 이들
자료이다.
滋賀大學 經濟經營硏究所는 시가대학 경제학부 부속 기관으로 해방 이전
彦根高等商業學校 내에 있었던 調査課를 모체로 한다. 彦根高等商業學校는
이른바 舊制高等商業學校로 해방 이전 일본 제국 시절 학제에 따르면 전문
학교에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제도와 굳이 비교한다면 일반대학 경제학부
정도에 해당된다. 彦根高等商業學校 調査課는 192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시가현 지역의 오미상인(近江商人) 연구와 식민지 관계
자료 수집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彦根高等商業學校 調査課에서 수집한 당
시 식민지 경제 관련 자료를 현재 시가대학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구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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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계 자료’라는 이름으로 정리,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분량은 약 8,000책
이며 관련 목록집도 1983년을 전후하여 출간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2,558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 이들 자료 중에서 한국 관련 자료 약 2,500
여 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수집하였으며 이 사료계열에 해당 자
료의 목록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집 자료를
크게 [연보ㆍ편람ㆍ단행본 자료]와 [연속간행물자료]로 구분하여 각 하위
사료계열 아래에 묶어 두었다. 이들 자료는 전자사료관을 통해 원문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연보 편람 단행본 자료(사료철 844건)

경제경영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일제 강점 하의 한국(조선) 경
제에 관한 연보ㆍ편람ㆍ단행본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 商品に關する記事目錄
▪ 工業誘致調事團報告(淸津商工會議所) 昭和17年度
▪ 經濟座談會(京城商工會議所)
▪ 朝鮮總督府(統計)要覽 大正14年~昭和10年
▪ 釜山港經濟槪覽 大正10ㆍ11年
▪ 朝鮮ノ木材
▪ 朝鮮金融事情槪觀 昭和2年上半期~昭和17年下半期
▪ 平壤府政便覽
▪ 調査資料索引(朝鮮殖産銀行)
▪ 西鮮三道の鑛業
▪ 平壤槪觀 大正15年版
▪ 大邱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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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工案內
▪ 木浦大觀
▪ 群山案內
▪ 仁川港貿易統計要覽 大正12年
▪ 管內貿易要覽 昭和7年
▪ 貿易要覽 昭和8年~14年
▪ 會員名簿(釜山商業會議所) 大正12年
▪ 平壤商工人名錄
▪ 仁川ニ於ケル生産工業
▪ 京城府公設市場要覽
▪ 仁川案內
▪ 朝鮮重要物産竝特産物分布圖 昭和4~6年現在
▪ 林野統計 昭和4年 12月末 及 昭和5年 3月末 現在~昭和8年 12月末 及 昭
和9年 3月末 現在
▪ 釜山港沿岸貿易槪覽 昭和4年
▪ 群山港經濟累年誌
▪ 鎭南浦産業統計 昭和3ㆍ4ㆍ9年
▪ 鎭南浦貿易統計 昭和3~11年
▪ 朝鮮海事大要
▪ 釜山港經濟統計要覽 大正11年~昭和4年
▪ 鎭南浦苹果の狀況
▪ 京城 開城 仁川 水原
▪ 平壤 新義州
▪ 道勢一班(忠淸南道) 昭和6~11年
▪ 水産統計(黃海道) 昭和3~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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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務統計(黃海道) 昭和3~11年度
▪ 商工統計(黃海道) 昭和3~11年
▪ 慶南の商工
▪ 慶尙南道商工要覽
▪ 慶尙北道の林業 昭和4~11年
▪ 農務統計(慶尙北道) 昭和3ㆍ4ㆍ9ㆍ10年
▪ 慶北の農業
▪ 慶尙北道森林組合事業槪要
▪ 慶北の商工水産
▪ 慶尙北道商工水産槪況
▪ 慶尙北道穀物檢査所報告 昭和3年度
▪ 慶北米
▪ 慶尙北道の機業 昭和4~6年
▪ 本道機業ニ關スル改良及施設要項指針
▪ 慶北の物産
▪ 慶尙北道の製紙
▪ 道勢一班(全羅南道) 昭和3~12年編纂
▪ 道勢一班(慶尙北道) 昭和4~7, 10ㆍ11年
▪ 慶南の産業一班
▪ 京畿道道勢一班 昭和4~12年
▪ 府勢一班(大邱府) 昭和4~10, 12年
▪ 平安南道要覽 昭和4ㆍ6ㆍ7, 9~11年
▪ 平安北道勢一班 昭和4~10年
▪ 産業要覽(咸鏡北道) 昭和3年編
▪ 黃海道の林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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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勢一班(忠淸北道) 昭和4ㆍ5ㆍ8ㆍ12年
▪ 朝鮮の遞信事業 昭和4~14年
▪ 釜山港貿易槪覽 昭和3~14年
▪ 朝鮮の商工統計
▪ 商工累年統計(京城府)
▪ 鎭南浦を中心とせる冬期の大同江
▪ 朝鮮の産業及金融
▪ 元山港貿易要覽 昭和4~14年
▪ 朝鮮總督府遞信年報 昭和3~11年度
▪ 朝鮮總督府遞信統計要覽 昭和3~11年度
▪ 濟州島とその經濟
▪ 鐵道要覽
▪ 道勢一班(黃海道) 昭和5ㆍ7~10年
▪ 歷史の平壤
▪ 敎育宗敎一般(平安南道)
▪ 鎭南浦商工名錄 昭和5~12年
▪ 朝鮮の港灣 第1集
▪ 鎭南浦案內
▪ 人蔘要覽 昭和3~12年度
▪ 新義州港貿易槪覽 昭和5年
▪ 釜山港貿易統計槪要 昭和5年
▪ 無煙炭移出港としての鎭南浦
▪ 朝鮮の火田
▪ 朝鮮の水産業
▪ 朝鮮の水産業 昭和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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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群山港勢要覽 昭和6年版ㆍ(抄)昭和7ㆍ8年版
▪ 朝鮮電氣事業要覽 第18~21回
▪ 京城電車案內 昭和2年
▪ 朝鮮地方行政槪要
▪ 仁川港 昭和6年
▪ 金融組合要覽 昭和5ㆍ6年度
▪ 金融組合要覽 第4次
▪ 金融組合統計年報 昭和8~17年度
▪ 農業統計表 昭和4ㆍ5, 7~9年
▪ 朝鮮總督府遞信官署現業員共濟組合事業槪要 昭和5~17年度
▪ 道勢一班(江原道) 昭和6~10年
▪ 江原道の水産
▪ 水産統計(江原道) 昭和5ㆍ9年
▪ 農業統計(江原道) 昭和5~9年
▪ 朝鮮に於ける工業動力の現狀と其の改善策
▪ 朝鮮郵便爲替貯金狀況 昭和5~10年度
▪ 朝鮮に於ける郵便爲替貯金事業の槪況 昭和11~14年度
▪ 新義州港一班 昭和7ㆍ10~13年
▪ 朝鮮總督府專賣局第拾年報 昭和5~13年度
▪ 鴨綠江及大同江沿岸ニ於ケル賭地慣行
▪ 淸津
▪ 淸津港現在ノ實勢
▪ 府勢一班(淸津府) 昭和7~9, 12年
▪ 群山港貿易統計要覽 昭和6~11年
▪ 木浦港貿易統計槪要 昭和4~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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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城津港勢槪覽 昭和6~13年
▪ 淸津港貿易統計要覽 昭和3~10年
▪ 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狀況 昭和6ㆍ13ㆍ14年度中
▪ 雄基港貿易統計要覽 昭和7ㆍ8年
▪ 雄基港勢一班 昭和9~14年
▪ 咸鏡北道道勢一班 昭和7~11年
▪ 朝鮮取引所年報 昭和7~17年度
▪ 朝鮮に於ける失業調査 昭和7年 6月末調
▪ 北鮮開拓事業計劃に依る火田民指導及森林保護施設の槪要
▪ 平壤貿易槪況 昭和8ㆍ10年
▪ 平壤貿易一班 昭和9年
▪ 平壤貿易統計要覽 昭和11~14年
▪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動狀況調査
▪ 米の木浦 酒造米の特産地
▪ 鮮內工業の現狀と工業組合法實施の要否
▪ 朝鮮の社會事業
▪ 朝鮮に於ける鑛夫勞動事情
▪ 家畜衛生統計 昭和7ㆍ8年
▪ 朝鮮家畜衛生統計 昭和9~17年
▪ 米の鎭南浦
▪ 米の鎭南浦 昭和10ㆍ11年版
▪ 最近朝鮮に於ける大工業の躍進と其の資本系統
▪ 朝鮮鑛業の槪況 昭和8年 6月
▪ 咸鏡北道の商工業 昭和7年
▪ 咸鏡北道の蠶業 昭和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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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原道の林業
▪ 産業統計(江原道) 昭和6年
▪ 朝鮮の對滿輸出貿易の將來
▪ 朝鮮人勞動者一般事情
▪ 南陽貿易要覽 昭和8ㆍ9ㆍ14年
▪ 貿易要覽 昭和10ㆍ11ㆍ13年
▪ 三峰貿易要覽 昭和7~14年
▪ 創立一週年を迎えたる本會の情勢一般
▪ 道勢槪覽(慶尙南道) 昭和8ㆍ9ㆍ11年
▪ 全羅北道道勢一班 昭和9年 8月編纂~昭和11年 8月編纂
▪ 全羅北道商工一班 昭和9年ㆍ昭和10年 9月編纂
▪ 全北の水産
▪ 慶北の商工水産
▪ 朝鮮司法一覽 昭和9年 9月調査
▪ 全鮮工業者大會議事錄 第5回
▪ 淸津と後方商勢圈
▪ 平壤府勢一班
▪ 建株會社一覽表 昭和9年 12月末現在
▪ 朝鮮工業基本調査槪要
▪ 金融組合年鑑 1942
▪ 仁川港勢要覽 昭和4~14年
▪ 穀類及穀粉類蔬菜及果物ノ取引ニ關スル調査
▪ 北鮮三港と日滿通商關係
▪ 朝鮮に於ける電氣統制計劃とその歸趨
▪ 平安北道の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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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鮮三港比較
▪ 濟州道の自然と風物
▪ 朝鮮古窯跡の硏究によりて得られたる朝鮮窯業の過去及び將來
▪ 諺文の起原及び朝鮮語の特質
▪ 全南の産業 昭和9年版 農務
▪ 全南の産業 林業
▪ 全南の産業 商工
▪ 全南の産業 水産
▪ 上海に於ける朝鮮人の實情
▪ 慶南旅行の友
▪ 釜山經濟槪覽 昭和9ㆍ10年
▪ 仁川に於ける企業のしるべ
▪ 朝鮮の商工業
▪ 府勢一班(仁川府) 昭和9~11年
▪ 朝鮮の農會の沿革と事業
▪ 朝鮮遞信部內職員(及傭人)衛生統計 昭和6~12年
▪ 建設途上にある大羅津 昭和10年版
▪ 農務統計(黃海道) 昭和9年
▪ 木浦の乾海苔 昭和10年
▪ 全鮮工業者大會東洋工業會議講演集
▪ 文部省推選派遣敎育家の見たる鮮滿事情 昭和10~12年版
▪ 支部出張所事業槪況 昭和9年度
▪ 始政二十五年記念回顧商工座談會錄
▪ 濟州島勢要覽 昭和10ㆍ12年
▪ 平壤鎭南浦輸移出入貿易統計 昭和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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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壤輸移出入貿易統計 昭和12年
▪ 平安南道輸移出物資統計 昭和9年
▪ 苹果檢査成績 昭和9年度
▪ 大邱貿易統計槪要 昭和10ㆍ11年
▪ 北鮮三港及裏日本諸港と滿州との關係 北支經濟槪況
▪ 朝鮮のメンタイ漁業に就て
▪ 京城商工業繁榮の道
▪ 咸南の商工
▪ 龍岩浦港一般狀況 昭和10年
▪ 朝鮮の産業地位と今後の工業方針
▪ 朝鮮景氣の根底と其の持續性
▪ 朝鮮米關係資料
▪ 平元滿浦鎭鐵道沿線經濟調査報告書
▪ 朝鮮取引所史
▪ 朝鮮の農村に於ける土地利用
▪ 鳥獸肉及鳥卵の取引に關する調査 第6號
▪ 釜山の産業 昭和11ㆍ15年
▪ 出炭百萬噸突破の平壤無煙炭を語る
▪ 朝鮮貿易振興展覽會報告書 昭和11年 10月 開催
▪ 朝鮮會社事業成績調 昭和11年上半期
▪ 朝鮮事業成績 附分析比率 昭和14~17年
▪ 大鎭南浦の建設
▪ 朝鮮貿易振興座談會
▪ 慶南の棉
▪ 朝金聯三週年の情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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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金融組合の槪況 昭和12年版
▪ 朝鮮のお茶
▪ 朝鮮金融組合の現勢
▪ 朝鮮金融組合聯合會論
▪ 農村産業の開發上から見た集荷配給問題 その2
▪ 工業の鎭南浦 昭和13年 6月
▪ 東亞ブロックに於ける朝鮮の地位と其の貿易方策
▪ 商港として工業港としての鎭南浦
▪ 巡回貿易振興座談會記 第1集 湖南地方, 仁川
▪ 巡回貿易振興座談會記 第2集 北鮮地方
▪ 巡回貿易振興座談會記 第3集 南鮮地方
▪ 巡回貿易振興座談會記 第4集 西鮮地方
▪ 朝鮮工業組合關係法規
▪ 朝鮮ニ於ケル代用品一覽表
▪ 朝鮮工業組合令實施と金融機關との關係
▪ 朝鮮工業組合令槪要
▪ 淸津港經濟事情
▪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工業用水調査
▪ 全鮮貿易大會記 第2回ㆍ第4回
▪ 朝鮮産業經濟便覽 昭和14年版
▪ 平壤商業調査 昭和13年
▪ 西鮮の工藝品
▪ 內鮮一體資料
▪ 朝鮮の時局産業
▪ 北鮮と東滿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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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の圓域貿易に就て
▪ 朝鮮鐵道四十年略史
▪ 昭和14年工業額を中心とする朝鮮工業槪觀
▪ 平南の農村機業
▪ 統計摘要 昭和14年
▪ ｢朝鮮の科學技術の水準向上方策に就て｣の懇談會
▪ 朝鮮の工業と工業敎育
▪ 朝鮮に於ける企業合同の實情
▪ 輝く西鮮時代と鎭南浦港
▪ 大東亞戰爭と鎭南浦港
▪ 最近の朝鮮貿易と貿易計劃實行の組織
▪ 平壤無煙炭資料集成
▪ 京城府內中小商工業實態調査報告 第1分冊
▪ 全羅北道に於ける農業經營の諸相
▪ 新東亞建設と朝鮮
▪ 朝鮮農業統計圖表
▪ 定期航路朝鮮北海道大連線案內 朝鮮之卷
▪ 東亞經濟の新情勢と朝鮮工業
▪ 大邱商工名錄
▪ 統計年報 昭和9~11年
▪ 群山商業會議所統計年報 大正15, 昭和元年
▪ 統計年報 大正11年~昭和16年
▪ 釜山商工案內 昭和7ㆍ9ㆍ10年版
▪ 釜山商工人名錄 昭和11ㆍ17年版
▪ 會員名簿 昭和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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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商工一班
▪ 京城商工名錄 昭和5ㆍ6ㆍ9ㆍ10ㆍ12ㆍ13年
▪ 木浦商工會議所統計年報 昭和5~11年
▪ 開城 開城の槪況 商工人名錄 昭和9年版
▪ 開城の商工
▪ 群山商工名錄
▪ 羅南商工案內
▪ 平壤商工名錄 昭和9ㆍ10年版
▪ 新義州商工案內 昭和13ㆍ18年度版
▪ 咸興商工人名錄 昭和10年度版
▪ 商工人名錄 昭和11年
▪ 淸津商工案內
▪ 淸津商工名錄 昭和11年版
▪ 仁川商工人名錄 昭和11年度
▪ 鎭南浦統計年報 昭和11年版
▪ 元山商工會議所 60年史
▪ 仁川阪神間, 鎭南浦阪神間, 米運賃問題に就て
▪ 全南のカンダリ
▪ 本邦及朝鮮に於ける無煙炭の需給竝滿洲産無煙炭に關する調査
▪ 化學工業に於ける內地滿州及朝鮮の地位
▪ 酒精問題
▪ 鮮滿工業の對立的關係と其の調整
▪ 內外工業情勢と朝鮮工業
▪ 東洋拓殖株式會社要覽
▪ 各都市に於ける商店街調査(九州及朝鮮方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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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輸出品の原産地證明制度竝に必要事項
▪ 我が國小賣商の動向
▪ 內地行米鐵道割引運賃實施ト木浦港廻着米ニ及ボス影響調
▪ 金融組合のしるべ 金融組合敎育叢書1
▪ 不動産抵當個人間賃借金利調 第1回 昭和4年 4月~第6回 昭和9年 4月, 第
11回 昭和14年 4月~第15回 昭和18 年 4月

▪ 中小商工金融 昭和11年編
▪ 朝金聯の火災共濟基金制度
▪ 鎭南浦稅關沿革史
▪ 保險組合制度に關する調査 調査資料9
▪ 鎭南浦港灣設備槪要
▪ 滿鮮航路と臺灣航路復航問題 市政調査資料2
▪ 業務資料 第1~8輯(鐵道局)
▪ 難讀驛名(內地, 樺太, 臺灣, 朝鮮, 滿州國)
▪ 米穀調査會と鮮米の移出統制 金解禁の影響に就て
▪ 米價對策遺された諸問題
▪ 諸外國に於ける農村婦人組織
▪ 農家經濟の槪況と其の變遷(自作兼小作農家の部)：1933~1938
▪ 農家經濟の槪況と其の變遷(小作農家の部)：1933~1938
▪ 朝鮮米穀經濟論
▪ 戰時經濟政策の槪要
▪ 戰時に於ける經濟統制
▪ 企業整備に關する資料 調査資料33
▪ 專賣局事業槪要
▪ 財政經濟今日の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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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郵便物出港稅取扱要覽
▪ 稅務統計書 昭和10年
▪ 勞動爭議問題の經過報告竝今後注意すべき要旨の演述
▪ 朝鮮工事用各種勞動者實狀調 昭和3年 9月
▪ 內地及朝鮮に於ける工場賃銀制度の調査硏究
▪ 性格的ニ見タル日ㆍ鮮ㆍ滿人勞動者ノ人種的特異性ノ比較硏究
▪ 朝鮮人職工に關する一考察
▪ 東洋拓殖株式會社業務要覽
▪ 業務要覽
▪ 朝鮮, 臺灣, 樺太, 關東州及南洋群島ニ行ハルル法律調 昭6年 11月 10日 現
在調
▪ 重要産業統制法の改正と外地施行問題に就て
▪ 高等法院に於ける大邱土木事件聯合審判上告趣意書 說明 其他
▪ 高等法院に於ける大邱土木事件上告趣意書 說明 速記 其他
▪ 大邱覆審法院に於ける談合事件檢事論告と無罪辯論 速記
▪ 在內地朝鮮學生狀況調 昭和5年末 現在
▪ 在內地朝鮮學生調 昭和3年末 現在
▪ 本校實踐料の主旨竝に實施槪要
(2) 연속간행물 자료(사료철 1,714건)

경제경영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일제 강점 하의 한국(조선) 경
제에 관한 연속간행물 자료(12종)를 수집한 것이다.
▪ 調査彙報 昭和18年 2月號~昭和19年 11月號
▪ 朝鮮貿易協會通報 昭和11年 5月號ㆍ7月號~昭和19年 2月號
▪ 朝鮮實業俱樂部 昭和6年 10月號ㆍ12月號ㆍ昭和7年 5月號~昭和15年
2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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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實業 昭和15年 3月號~昭和19年 1月號
▪ 朝鮮實業報國 昭和19年 9月號~11ㆍ12月合倂號
▪ 朝鮮取引所月報 昭和12年 1月號~昭和18年 7月號
▪ 朝鮮證券取引所月報 昭和18年 8月號~10月號, 昭和19年 1月號~4月號
▪ 朝鮮遞信 昭和11年 3月號~昭和17年 11月號
▪ 朝鮮遞信協會雜誌 昭和7年 5月號~昭和9年 12月號
▪ 朝鮮鐵道協會會誌 昭和11年 1月號~昭和19年 4月號
▪ 朝鮮鐵道協會會誌 第23卷 第5號~第23卷 第8號
▪ 朝鮮財務 昭和14年 12月號~昭和15年 9月號
▪ 釜山商業會議所月報 昭和4年 2月號~昭和19年 4月號
▪ 群山商業會議所月報 昭和2年 1月號∼昭和19年 3月號
▪ 仁川商業會議所月報 大正13年 2月號∼昭和18年 8月號
▪ 金融組合 昭和17年 10月號∼昭和19年 3月號
▪ 木浦商業會議所月報 大正12年 12月號∼昭和19年 7月號
▪ 淸津經濟月報 昭和13年 1月號∼昭和19年 1月號ㆍ第99號ㆍ第100號
▪ 專賣の朝鮮 昭和10年 4月號∼昭和19年 12月號
▪ 專賣通報 昭和9年 1月號∼昭和10年 3月號
▪ 鮮滿支財界彙報 昭和12年 1月號∼昭和19年 11月號
▪ 大邱米穀取引所月報 第1號∼第86號
▪ 大邱穀物商組合月報 第90號∼第113號

9

滋賀縣立大學圖書館 朴慶植文庫)

시가현립대학도서관 박경식문고(
소장 자료(AJP024)

朴慶植文庫는 재일 한인으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의 건립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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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과 연구를 진행한 박경식 선생이 滋賀縣立大學圖書館에 해당 자
료를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문고이다. 박경식 선생의 주요 약력과 박경식문
고의 개략은 아래와 같다.
▸朴慶植 선생의 주요 약력
1922년 경북 봉화 출생, 1929년 渡日하여 大分縣에 정착
1941년 日本大學 高等師範部 地理歷史科 입학, 1943년 졸업
1946년 東洋大學 史學科에 편입학, 1949년 졸업
1949~1960년 東京朝鮮中高等學校 社會科 교원 역임
1960~1970년 朝鮮大學校 歷史地理學部 교원 역임
1976년 在日朝鮮人運動史硏究會 조직, 在日朝鮮人史硏究 간행
1998년 교통사고로 별세

▸朴慶植 선생의 주요 연구
식민지정책 연구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錄(未來社, 1965)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上ㆍ下(青木書店, 1973)
항일민족운동 연구
朝鮮三ㆍ一独立運動(平凡社, 1976)
재일한국인 연구
在日朝鮮人運動史－八ㆍ一五解放前(三一書房, 197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1989), 在日朝鮮人史硏究
기초자료 수집 및 간행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全五卷(三一書房, 1975ㆍ1976)
朝鮮問題資料叢書 全十五卷(三一書房, 1982~1991)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ㆍ戰後編 全10卷(不二出版, 2000ㆍ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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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慶植文庫’
박경식 선생이 ｢在日同胞歷史資料館｣ 건립을 염두에 두고 수집해온 자료
로 전체 분량：약 1,300여 상자에 이른다. 당시 滋賀縣立大에 재직하던 강
덕상 선생의 주선으로 滋賀縣立大學 도서정보센터에 기증되었다.
자료의 종류도 다양하여 일제시기 식민통치 관련 자료 및 재일조선인 관
계 각종 자료(도서, 잡지, 문서류, 녹음테이프) 등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계열 4건, 사료철 4,06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본의 滋賀縣立大學圖書館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04년 朴慶植文庫의 자료를 복제 수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수집

한 박경식문고를 네 가지 계열로 정리하였다.
(1) 재일한인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작된 녹음 기록
(2) 관공서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문서류
(3) 학술지를 비롯한 연속간행물
(4) 출간된 도서들로 이루어진 ‘단행본 자료’

위 네 가지를 사료계열로 삼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 녹음기록 자료(사료철 452건)

滋賀縣立大學圖書館에 보관된 박경식 문고 자료 중에는 카세트테이프
또는 릴 형태의 녹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시가현립대학
현지에서도 여전히 정리 중에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 자료를
음성 CD 형태로 수집하였다. 재일한국인 등의 구술 자료, 강연 자료, 방송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녹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 목록을 정
리하면서 음성 CD를 mp3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였으므로 현재는
두 가지 형태의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목록은 녹음 자료의 내용을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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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준으로, 형태를 두번째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康根生氏
(1)(A)”와 같은 자료는 원 테이프 형태에서는 A면을 말하는 듯한데 음성
CD에는 3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파일은 음성 CD의 1트랙을 하

나의 파일로 만들어 3개의 파일이 존재한다. 하지만 내용상 康根生氏의
첫번째(1) 녹음의 첫번째 구분(A면)이므로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하고 3
개의 디지털 파일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나머지 자료도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고 원 음성 자료(CD 또는 디지털 파일)와 연결하였
다. 그 결과 모두 452건의 목록이 만들어졌는데, 이 452건이 박경식 문고
녹음 자료의 전부는 아니다. 2003~2004년 수집 당시 아직 발견되지 않아
서 수집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CD로 만드는 과정 등에서 오류가
생긴 것도 있다.
(2) 朴慶植文庫 문서 자료(사료철 282건)

朴慶植文庫 중 관공서, 단체, 개인 등에서 생산한 문서 자료들을 분류하
여 정리한 것이다. 박경식문고에 포함된 지도 자료도 편의상 이 사료계열로
분류하였다.
▸주요자료

문서류는 일제 강점기 한국에 대한 조사 및 통치 탄압자료가 다수 있으
며, 재일한국인 단체 및 언론 등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재일한국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다수 수집되었다.
지도는 일제하 조선지도를 포함하여, 일본 각 지역 지도가 50여 점 있다.
(3) 朴慶植文庫 연속간행물 자료(사료철 1,257건)

朴慶植文庫에 포함된 학술지 등 각종 연속간행물 자료로 일제 강점기 이
후 모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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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

▪ インタナショナル
▪ ウリ生活＝우리생활
▪ 講演. 第141號(1931. 4.)~第494號(1941. 1.)
▪ 朝鮮實業俱樂部. 第17卷 第3號(1939)~第18卷 第12號(1940)
▪ 朝鮮實業. 1941年 3月號, 1943年 2月號
▪ プロレタリア科學
▪ 王友
▪ 外事警察報
▪ 警察彙報
▪ 厚生事業の友(1942~1943년)
▪ 國民評論(1952~1954년)
▪ 思想硏究. 第5輯(1938)~第13輯(1942)
▪ 次代ノ朝鮮. 第5卷 第24號(1934. 9.) 외
▪ 社會政策時報 第111號(1929) 외 22권
▪ (週刊)勞務時報 第151號(1942) 외 7건
▪ 週報, 第56號(1937) 외 14건
▪ 勞政時報 第796號(1942) 외 26건
▪ 專賣の朝鮮 第125號(1935)~第235號(1944)
▪ 朝鮮科學時代 第4號(1943) 외 7건
▪ 朝鮮硏究 第96號(1970)~第109號(1971)
▪ 黨建設者 通卷 4號(岩鹽4)(1951) 외 21건
▪ 東亞聯盟 第1卷 第1號 創刊號(1939. 11.)~第3卷 第10號(1941. 10.)
▪ 東邦協會會報 第119號(1905. 1.)~第139號(19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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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洋時報 第208號(1916)~第264號(1920)
▪ 農業と經濟 第1卷 第8號(1934)~第10卷 第8號(1943) 14건
▪ 白葉 第13號(1959)~第25號(1963) 7건
▪ 文化朝鮮 第5卷 第3號(1942) 初夏號~第6卷 第2號(1944) 新綠號 9건
▪ 偕行社記事 第686號(1931)~第63號(1940) 24건
▪ 滿洲公論 第3卷 第2號(1944. 2.) 외 5건
▪ 滿洲評論 第22卷 第15號(1942) 외 5건
▪ (週刊)解放の聲 第43號(1952. 7.)~第68號(1952. 10.)
▪ (週刊)自由日本放送 第3號(1952. 7.)~第16號(1952. 10.) 13건
▪ 現代朝鮮之硏究 第1號(1928)~第7號(1929)
▪ 경제건설 8호(1956. 8.)~12호(1957. 12.) 10건
▪ 경제연구 1956. 1호~1995. 4호 40건
▪ 우리조국 (1954. 5.)~(1956. 5.) 16건
▪ 朝鮮人 第2號(1969. 12.)~第27號(1991. 5.) 21건
▪ 朝鮮問題硏究 第1卷 第1號(1957. 3.)~通卷 第21號(1976. 11.) 23건
▪ 外事警察報 第43號(1926. 1.) 외 5건
▪ 學之光 創刊號(1957. 11.) 외 9건
▪ 思想硏究 第5輯(1938. 6.) 외 6건
▪ 講演 第141號(1931. 4.)~第494號(1941. 1.) 62건
(4) 朴慶植文庫 단행본 자료(사료철 2,070건)

朴慶植文庫 중 출간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모은 것이다. 박경식선생이 소
장하고 있던 책자를 망라한 것으로, 선생이 주 연구 대상인 일제통치사, 재
일한국인 운동 및 생활 등과 한일회담, 전후 한국과 북한 관련 각종 서적
2,000여 책을 MF자료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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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早稻田大學) 소장 자료(AJP012)

와세다대학(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사료군이다. 와세다대학 내
소장처 또는 주제별로 3개의 사료계열로 작성하였다

(1) 목록류 및 기타 자료
【수집 자료】(사료철 18건)

▸목록류

▪ 堤淸二氏寄贈 堤康次郞資料目錄
▪ 早稲田大學圖書館 藏 宇垣一成宛諸家書簡目錄
▸기타 자료

1927년 사회운동 상황을 정리한 자료로 16건에 달한다.

▪ 昭和二年中ニ於ケル社會運動ノ狀况(社會運動の狀況, No.1~16)

(2) 미군 몰수 마이크로필름 중 한국ㆍ한국인 관계 자료
일본 早稻田大學 소장 미군몰수 마이크로필름은 미국 국립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자료 가운데 미군이 몰수한 구 일본 내무성 관
계 자료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와세다대 문학부 일본사연구실에서 수
집한 자료이다. 이는 스자키 신이치(須崎愼一) 등을 중심으로 크게 두 차례
에 걸쳐 수집ㆍ정리한 것인데, 1차분이 125개 릴, 2차분이 39개 릴로서, 총
164개 릴에 해당된다. 2차분은 1차분 자료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추가

로 수집한 것이다. 또 총 164개 릴과는 별도의 부록으로 ‘전략폭격단 조사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고경찰관계자료 마이크로필름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와세다대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들 중에는 당시 일본 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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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는 미국반환문서의 일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
지만, 가장 많은 양에 달하는 구 내무성 관계 문서, 특히 쇼와기(昭和期) 관
련 문서는 당시로서는 대부분 미공개된 자료들이었다. 소장 자료는 일본의
다이쇼(大正)~쇼와(昭和) 시기, 조선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전체시기를 망
라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쇼와기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내무성 警保局과 특고경찰, 警視廳과 각 府ㆍ
縣 경찰부 관련 자료가 많은데, 그 가운데는 조선 및 조선인, 특히 재일조선
인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조선 관련 자료 중 일부는 그간
국내에 알려진 것도 있는 듯하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별로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1945년 8ㆍ15 전후
시기 조선인 관계, 즉 알선ㆍ징용 등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인양 문
제, 일본 내 각 지역의 요시찰인 명부 중 조선인 부분과 조선의 요시찰인 명
부, 기타 각종 조선인 대책 등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2010년 국외사료 조사 및 해제지원；변은진 ｢일본 와세다대학교 소

장 미군몰수마이크로필름 중 조선ㆍ조선인 관계자료 조사 및 해제｣)
【수집 자료】(사료철 13건)

위 자료 중 중요 자료를 선별하여 13종 1,220매가 수집되었다. 발췌 수집
의 형태이며 따라서 원본의 편철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와세다대학 사료군 아래 목록류 및 기타 자료 사료계열(AJP012_01) 아
래에 [社會運動の狀況](마이크로필름 16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와세다대학 소장 미군몰수 마이크로필름 자료’에 속하는 자료로 보인다.

▪ 좌익관계 신문ㆍ팸플릿ㆍ삐라류][R.28]
▪ JAPANSE RARITIES[R.38]–特高警察例規(下卷) 중 山形縣警察部(제7편~
제12편) 중 제11편 朝鮮人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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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등 게재 제한사항 조사 중 일부 발췌[R.50]
▪ 내무성 경보국 서류 중 제6항 지방장관ㆍ경찰부장회의 관계서류 중 (7)昭
和20년 ‘회동관계’ 중 일부[R.58]
▪ 내무성 경보국 서류 중 제7항 요시찰인명부 및 색인 중 (19)朝鮮人要視察
人略名簿[R.60]
▪ 내무성 경보국 서류 중 제20항 內鮮關係書類, 제21항 공습피해상황보고
[R.65]

▪ 내무성 경보국 서류 중 제26항 思想旬報호외, 제30항 雜件綴 중 일부
[R.67]

▪ 내무성 경보국 관계자료 중 (2)북지사변에 관한 정보(其4), 支那事變에
관한 정보(其13)[R.130]
▪ 내무성 경보국 관계자료 발췌(14)(17)(19)(21)[R.131]
▪ 鳥取縣 경찰 관계자료 발췌[R.140]
▪ 山形縣 경찰 관계자료 중 (2)山形縣 특고과 연보ㆍ반연보 具申綴 중 勞働
內鮮關係 중 일부[R.141]
▪ 支那事變 헌병 관계자료 중 (1)북지파견헌병사령관 육군군사경찰월보, (5)
공산당의 우리군대에 대한 사상적 와해공작의 진상과 방지대책, (7)공산
당 기관 위장선전문 중 일부[R.142]
▪ 정부관계 제 자료 중 (5)기획원 관계서류 중 일부 ②노동동원실시계획강
령, ③昭和17년도 대동아건설심의회 자료 제5부회 중 일부[R.147]

(3) 대학사료센터(大學史料センター) 소장 자료
【수집 자료】(사료철 1건)

▪ 早稻田大學(大學史料センター) 소장 早稻田大學留學生關係資料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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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도서관 소장 滿韓之實業
滿韓之實業은 1908년 1월~1914년 6월 滿韓實業協會가 京城에서 일본
어로 발간했던 기관지이다. 이 잡지는 1905~1907년 부산에서 발행된 朝
鮮之實業의 題號를 바꾸어 31호(1908년 1월)부터 발간된 것으로 6년 6개
월간 총78호가 발간되었다.
잡지 내용을 보면 조선의 산업, 경제, 지역의 유력 인물, 사회풍습, 지역
소식, 각종 법령, 사회단체에 관한 기사가 주종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간
도의 경제 상황이나 安東ㆍ大連ㆍ長春ㆍ撫順ㆍ遼陽ㆍ營口 등 만주 각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하여 당시 시대 상황과 함께 在朝鮮 일본인의 동
향과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에는 滿韓之實業의 창간호인 31호(1908년 1월
호), 32, 34~74, 76~79, 81~100호(1914) 등 총67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를 복사하여 수집하였다.
(참고：2014년 국외사료 조사 및 해제지원；오미일 ｢잡지 滿韓之實業 수

집과 기사 목록 작업 및 해제｣)
【수집 자료】(사료철 67건)

▪ 滿韓之實業 31호(1908. 1.), 32호, 34~74호, 76~79호, 81~100호
(1914. 6.)

11

佐賀大學) 소장 나베시마문고(鍋島文庫) 소장 자료

사가대학(
(AJP014)

佐賀大學付屬圖書館에는 小城鍋島藩主 집안의 文庫를 귀중본으로 소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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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5건)

佐賀大學付屬圖書館 소장 小城 나베시마(鍋島)文庫 鍋島飯塚分 문서 중
식민지 시기 鍋島家의 한국(조선) 京畿道 富川郡 일대의 지주 경영 관련 문
서를 복사 수집 것이다
▪ 京畿道 富川郡의 土地臺帳(37건)
▪ 書簡 1ㆍ2
▪ 所有財産目錄, 仕任法方貸借表

12

筑波大學圖書館) 소장 자료(AJP019)

쓰쿠바대학 도서관(

【수집 자료】(사료철 1건)

筑波大學 도서관 소장 자료 일본 쓰쿠바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
료의 복사본이다. 1920~1921년 무렵의 국내외 항일민족운동 관련 내용을
1921년말에 朝鮮總督府警務局에서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 不逞運動ノ眞相

13

學習院大學) 소장 자료(AJP005)

가쿠슈인대학(

(1)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友邦文庫 수집 자료
友邦文庫는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1952년 창설)에 속해 있는 한국
사 관련 자료군이다.
이 문고는 원래 ‘友邦協會ㆍ中央日韓協會文庫’로서 友邦協會와 中央日韓
協會가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일한협회는 戰前의 조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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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체를 묶어 1947년 7월에 발족한 同和協會가 1952년에 개칭된 것이다.
우방협회는 같은 해 조선총독부에서 외사과장, 식산국장 등을 역임한 호즈
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郞)가 중심이 되어 조선통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
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창설한 것이다.
도서ㆍ문서자료와 함께 우방문고의 핵심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조선근
대사료연구회의 녹음기록이다. 조선근대사료연구회는 1958년 穗積眞六郞
우방협회 이사장과 조선사 연구자인 姜德相, 宮田節子, 梶村秀樹, 權寧旭
등이 조직한 것으로, 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녹음기록은 1958~1969년 이루어졌고, 다른 연구회 녹음기록을
포함해 400건 이상에 달한다. 1983년에 우방협회와 중앙일한협회는 수집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자료를 學習院大學에 기탁했다. 1985년
에 자료목록이 간행되었고, 2000년 8월 자료의 소유권이 學習院大學에 양
도되었다.
(참고：허영란, ｢일본의 한국사 자료 소장기관 개관｣, 일본소재 한국사 자

료 조사보고Ⅰ, 해외사료총서 1, 국사편찬위원회, 2002, 10쪽)
【수집 자료】(사료철 596건)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와 각 도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조선통치문제 관련 자료, 전후 각종 은행과 회사 등의 처리 관련 자료, 우
방협회에서 간행한 자료, 연속간행물 등 수집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기 한국의 소작제도, 역둔토 등 토지, 기업활동
및 금융 현황, 산미증식계획, 곡물의 이출입, 임업, 농업, 염업 등 각종 산업
실태, 조세부담, 간이생명보험, 소학교 교육, 조선역사 교육실태, 종교, 전
염병 등 경제, 교육, 종교, 위생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식민 통치의 실상
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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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

▪ 在朝鮮企業現狀要調書 1~39, 43~49
▪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通卷 第一冊 總論の一~日本人の海
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通卷 第三十五冊 歐米編

(2) 學習院大學 도서관 소장 朝鮮 戶籍 資料
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 호적 자료로 모두 152책
(重記 1건 포함)이다. 學習院大學에는 1909년 11월 14일과 12월 11일 2회

에 걸쳐서 입수, 등록된 것으로 다케다의 글(武田幸男 ≪學習院大學蔵朝鮮
戸籍大帳の基礎的硏究≫ 1쪽)에 있으나 山内民博의 글(≪日本所在朝鮮戸
籍關係資料解題≫ 338쪽)에는 1907년 입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
무렵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자료로 초기에는 최소 200책 이상이 있었
으나 현재에는 호적 자료 151책에 重記 1책이 보관되어 있다.
學習院大學의 조선 호적 자료는 일찍부터 알려져 조선 시대 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참고：學習院大學蔵朝鮮戸籍大帳の基礎的硏究, 日本所在朝鮮戸籍關係

資料解題)
【수집 자료】(사료철 157건)

▪ 光緖二十年慶尙道昌寧縣甲午式戶籍大帳(合山ㆍ3介複ㆍ城山) 등 호적대장
152건

▪ 朝鮮古拓法帖
▪ 箕子八條志 元ㆍ亨ㆍ利ㆍ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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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지방 문서관 및 사료관 소장 자료

山口縣文書館) 소장 자료(AJP029)

야마구치현 문서관(

야마구치현(山口縣)文書館은 1952년 시에 기탁된 옛 萩藩主인 毛利家 소
장 문서를 기본으로 1959년 설립되었다. 현재 藩政文書, 行政文書 등 각종
고문서를 대량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 관계 자료도 상당량을 소장하고 있다.
[검색도구：http://ymonjo.ysn21.jp]

(1) 하야시가(林家)朝鮮總督府 關係史料[하야시 토시지(林利治)文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경찰을 역임한 林利治 관계 문서이다.
林利治는 헌병 출신으로 1913년 조선주차헌병대에 편입되면서 조선으로
왔다. 이후 조선총독부 경찰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자료는 林
利治가 일본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간 자료라고 하며 山口縣
文書館에 기증되어 현재 山口縣文書館에 林家文書(山口市)로 원본이 보관
되어 있다. 독립선언서의 일본어 역문 등 한국 민족운동 관련 자료가 많다.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에 수록된 林利治의 약력은 아
래와 같다.
1913年 12月

1日 憲兵 上等兵. 朝鮮駐剳憲兵隊 편입

1914年 5月 31日 朝鮮語 四等 통역
1919年 9月 10日 朝鮮總督府 道巡査 全羅南道 長城警察署 근무
1919年 12月 15日 巡査部長
1920年 6月 30日 莞島警察署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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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年 10月

5日 任 朝鮮總督府 道警部 補 海州警察署 근무

1924年 3月 31日 全羅南道 警察部 警務課 근무
1924年 12月 16日 警察部 保安課 兼 高等警察課 근무
1926年 7月 13日 光州警察署 근무
1928年 7月 31日 任 朝鮮總督府 屬 警務局 圖書課 근무
1930年 4月 26日 任 朝鮮總督府 通譯生 兼 屬 警務局 保安課 근무
1934年 2月

7日 敍 勳八等 授瑞寶章.

1935年 3月 15日 敍從七位.
1938년 5월 11일 통역관으로 승임. 경무국 상해파견원에서 퇴관하는 다

나베(田邊) 통역관의 후임으로 하얼빈에 주재(매일신
보 1938. 5. 14.(6))
1943년 3월 25일 의원면관(｢朝鮮總督府官報｣ 1943. 4. 5.)
【수집 자료】(사료철 194건)

林家史料는 원래 마이크로필름 25롤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생산
주체로 보면 조선총독부 등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ㆍ단행본과 林利治 개인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개인자료를 제외한 기관작성의 자료 중 70%
정도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
료군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林의 경력에 경무국파견원이 있는데, 1930년대
이전에 생성된 문서는 경무국파견원으로 선발된 뒤 임지로 파견되기 전에
현지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학습한 문서들이다. 그래서 문서들이 국내보
다 해외의 독립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경무국파견원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조선인들의 동태와 현지
의 정세를 수집ㆍ정리ㆍ분석하여 수시로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는 관리로,
밀정을 이용한 첩보수집이 주된 업무였다. 이름 그대로 경무국 소속의 경찰
로서 중국에 있는 주요 영사관과 일본에 파견되었다. 파견 인원은 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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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 상하이 같은 경우 사무관, 통역관, 통역생, 촉탁 등 여러 명이 파견
되었다. 단편적인 신문기사를 통해 접근하면, 해마다 경찰부장회의가 열릴
때 경무국파견원회의를 열었다. 경무국 사무관으로 보안과에서 근무한 坪
井幸生는 “보안과는 내외의 정보수집을 위해 일본 본토(東京, 大阪, 下關)
와 支那, 滿洲(上海, 北京, 천진, 張家口, 新京, 奉天, 하얼빈, 牡丹江, 延吉, 琿
春)에 보안과원을 파견ㆍ주재”시켰다고 회고하였다(坪井幸生, ある朝鮮總
督府警察官僚の回想 草思社, 2004, 123~124쪽). 이 회고는 1930년대 후반
의 것으로서 1920년대 초반에는 북경, 상해, 하얼빈, 간도, 블라디보스톡 등
에 파견되었다.
林家史料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하야시가 근
무했던 상하이와 하얼빈의 연차종합보고서를 비롯하여 金九를 제거하기 위
한 상하이총영사관의 내밀한 공작관련 문서들이다. 또 판독이 어렵기는 하
지만 첨부된 하야시의 공적조서와 이력서는 경무국파견원 활동의 실상에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 最近ニ於ケル治安情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0)
▪ 最近ニ於ケル治安情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1)
▪ 治安情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3ㆍ1924ㆍ1927ㆍ1929)
▪ 資料(獨立宣言書譯文)
▪ [韓龍雲カ自ラ携帶シタリシ文書譯文, 三十三人ノ獨立宣言書 等]
▪ 日本留學生宣言書(譯文)
▪ 獨立大同團臨時規則, 高警第35014號 獨立大同團規則書發見ニ關スル件(警
務局高等警察課, 1919)
▪ 高警第35621號 獨立團決死隊員ノ檢擧(警務局高等警察課, 1920. 11. 11.)
▪ 高警第2138號 大韓獨立總支團約章 發見(警務局高等警察課, 1920)
▪ 東亞靑年總會設立ノ件(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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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鮮人官吏의게 諭告文] 외 1건
▪ 삼일신보 VOL.1 No.48(1929. 5. 24.)
▪ 司令部日誌(李楨, 1920. 7. 1.)
▪ 歸順者ニ對スル取扱方ノ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3. 10. 23.)
▪ 歸順者ノ不穩言動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3. 11. 5.)
▪ 釜山警察署爆彈投下ニ關スル件(1920. 10. 2.)
▪ 寫送付(金元鳳及其ノ他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6. 22.)
▪ 義烈團陰謀事件檢擧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3. 4. 7.)
▪ 義烈團總章送付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3. 6.)
▪ 義烈團員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4. 6.)
▪ 北平ニ潛伏中ノ元義烈團長金元鳳一派ノ共産運動ニ關スル件, 1931. 6. 29.)
▪ [義烈團에 관한 資料](中韓合作ニ關スル建議 등
▪ (A號)興士團約法
▪ 通告文(흥사단 약법을 단원에게 알리는 내용)
▪ 興士團班制組織表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8. 3. 19.)
▪ 興士團新約法採用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4. 3. 8.)
▪ 修養同友會(存外興士團)ノ活動狀況(警務局保安課, 1934. 7.)
▪ 聯通制組織ノ獨立機關檢擧ノ件(1920. 1. 10.)
▪ [新民會檢擧取調](신민회의 崔明洙의 공술 내용)
▪ 鮮人共産黨員ノ動靜ニ關スル件(1922. 8. 10.)
▪ 不逞鮮人ノ組織セル勞兵會ニ關スル件(1923. 2. 1.)
▪ 朝鮮共産黨再組織運動系統圖
▪ 朝鮮人共産主義者押送ニ關スル件(李乘雲)(在上海總領事, 1930. 5. 28.)
▪ 共産主義者崔昌植其他押送ノ件(在上海總領事, 1930. 5. 29.)
▪ 共産黨首領呂運亨ノ公判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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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共産主義鮮人貝然欽ノ取調ニ關スル件(在上海總領事, 1930. 1. 4.)
▪ [具然欽取調書](在上海總領事, 1930. 9. 11.)
▪ 朝鮮共産黨再建事件檢擧ニ關スル件(付 金命時取調狀況)(平安北道, 1932.
8. 25.)

▪ 朝鮮共産黨員曺奉岩洪南杓等治安維持法違反事件送致ニ關スル件(平安北道,
1933. 4. 24.)

▪ 赤化鮮人金泰淵外二名逮捕取調槪要(1922. 6. 2.)
▪ 治安維持法違反者身柄引受ノ件(平安北道, 1929. 3. 23.)
▪ 安昌浩等取調狀況ニ關スル件(京畿道, 1932. 8. 11.)
▪ 安昌浩取調狀況ニ關スル件(京畿道知事, 1932. 10. 27.)
▪ 治安維持法爆發物取締罰則銃砲火藥類取締令及支那ニ於ケル阿片及麻醉劑
取締令違反竝ニ殺人罪被疑者檢擧ノ件(在上海內務書記官, 1931. 10. 23.)
▪ 別記(吳基萬供述)
▪ 國外情報 ｢中露連合宣傳部間島支部ノ設置｣(1920. 1. 8.)
▪ 國外情報 ｢浦鹽派遣員報告要旨｣(1920. 4. 8.)
▪ 國外情報 ｢柳河縣地方不逞鮮人團組織變更ニ關スル件｣(1920. 8. 9.)
▪ 國外情報 ｢最近歐米ニ於ケル不逞鮮人ノ運動｣(192. 5. 20.)
▪ 國外情報 ｢米國及布哇ニ於ケル朝鮮獨立運動ノ機關｣(1920. 9. 24.)
▪ 國外情報 ｢布哇ニ於ケル朝鮮人ノ狀況｣(1920. 12. 1.)
▪ 國外情報 ｢金奎植ノ渡歐ト英國ニ於ケル運動狀況｣(1920. 12. 8.)
▪ 國外情報 ｢李承晩ノ聲明ニ關スル件｣(1920. 12. 24.)
▪ 北滿及西伯利方面ニ於ケル主ナル不逞鮮人(1921. 12. 10.)
▪ 支那政變ト朝鮮人トノ關係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4. 1. 19.)
▪ 不逞鮮人團國民黨及タ-ムル團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5. 7. 14.)
▪ 韓國國民黨靑年團創立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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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寫發送 ｢北京在留朝鮮人ノ槪況｣(警務局 木藤 通譯官, 1927. 6. 6.)
▪ 在滿鮮人思想團體分布狀況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8. 5. 17.)
▪ 在中國韓人靑年同盟ノ創立(朝鮮總督府警務局, 1928. 10.)
▪ 在中國韓人靑年同盟ノ創立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8. 11. 24.)
▪ 正義府現幹部系檄文配布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局, 1929. 7. 4.)
▪ 民族唯一黨組織同盟ノ委員會議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4. 26.)
▪ 鮮人國民府組織宣言書配布其他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7. 18.)
▪ 朝鮮國民黨ノ宣言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10. 16.)
▪ 在外不逞鮮人團體調(警務局保安課, 1929. 12.)
▪ 南北滿洲韓族總聯合同盟組織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12. 26.)
▪ 中國共産黨內ニ於ケル鮮台人關係組織系統圖(1930. 2.)
▪ 在支邦人ノ共産主義運動者及中國共産黨重要人物名簿ニ關スル件(朝鮮總
督府警務局, 1930. 5. 31.)
▪ 南滿韓人靑年總同盟解體宣言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7. 31.)
▪ 別記(在滿獨立黨關係 李圭彩取調書)
▪ 韓族總聯合會ノ現狀及同會規約, 保安條例竝ニ地方農務協會規程ニ關スル
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2. 17.)
▪ 韓族自治聯合會ノ加入勸誘文規約及役員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4. 31.)

▪ 國民府ノ狀況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6. 18.)
▪ 中國側ノ在滿民族主義團體ノ行動援助方針訓令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
務局, 1931. 6. 6.)
▪ 鮮匪革新府ノ組織ト現狀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11. 6.)
▪ 亞州文化協會主催遠東會議開催ニ關スル件(在上海事務官 古市進, 193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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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簡章, 韓國獨立黨ノ三大原則ト六大網要, 朝鮮革命軍
ノ狀況ニ關ス件(在新京派遣員 服部昇治, 1937. 6. 19.)
▪ 中韓民衆大同盟宣言
▪ [中韓民族抗日大同盟](중한민족항일대동맹의 조직과 간부 명단)
▪ 中韓民族聯合救國會工作計劃書
▪ 中韓民族聯合救國工作計劃書ニ關スル件(在上海事務官 古市進, 1932. 9. 18.)
▪ 中韓民衆大同盟ノ內容及宣言ニ關スル件(在上海駐在事務官 中野勝次, 1933.
3. 19.)

▪ 中韓互助連合會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3. 12. 14.)
▪ 韓國光復運動團體連合宣言(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 1937. 8. 1.)
▪ 大韓光復軍ノ活動ト臨時政府ノ統師部官制公布ニ關スル件(在上海事務官
原田一郞, 1941. 3. 10.)
▪ 國外情報 ｢上海方面ニ於ケル獨立運動情況｣(1919. 11. 16.)
▪ 國外情報 ｢上海假政府及同地不逞鮮人等ノ近況｣(1920. 1. 26.)
▪ 上海歸來者ノ談片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0. 1. 29.)
▪ 國外情報 ｢上海假政府布告發布ニ關スル件｣(1920. 2. 25.)
▪ 寫發送 ｢上海臨時政府ノ移轉ニ關スル件｣(1921. 5. 7.)
▪ 國外情報 ｢上海韓人俱樂部ノ成立｣(1921)
▪ 在上海不逞鮮人ノ狀況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8. 7.)
▪ 上海情報(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8. 7.)
▪ 上海情報(朝鮮總督府警務局, 1922. 6. 20.)
▪ 朝鮮外情報 ｢上海假政府ノ外交委員部規定制定ノ件｣(朝鮮憲兵隊司令部,
1922. 1. 25.)

▪ 假政府幹部更迭ト將來ノ計策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3. 9. 23.)
▪ 在上海不逞鮮人ノ組織シタル靑年同盟會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316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1924. 5. 5.)

▪ 自稱大韓民國臨時憲法改正草案配布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4.
7. 16.)

▪ [大韓民國臨時政府 선언문 역문, 憲章, 憲法, 約憲 등]
▪ 假政府歐米委員部通信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24. 5. 8.)
▪ 上海假政府一派不逞鮮人首領ノ國民政府ヘ請願提出ニ關スル件(朝鮮總督
府警務局, 1928. 11. 9.)
▪ 臨時政府經濟後援會一覽
▪ [大韓民國臨時政府國務院論告, 大韓獨立軍備總團約章 등]
▪ 在上海共産黨首領呂運亨取調狀況ニ關スル件(京畿道, 1929. 8. 21.)
▪ 上海駐在佛蘭西總領事ニ對スル僭稱假政府幹部金九ノ建白書ニ關スル件
(1928. 9. 5.)

▪ 昭和十年度以降 報告綴(特秘)
▪ 金九一味ノ特務隊員檢擧ニ關スル件(平安南道知事, 1936. 8. 17.)
▪ 鮮民府員ノ鮮民府脫退聲明書ニ關スル件(在上海總領事, 1930. 2. 25.)
▪ 上海ニ於ケル不逞鮮人ノ思想竝ニ行動ノ現狀ニ關スル件(在上海總領事,
1930. 3. 10.)

▪ 留泥韓國獨立運動者同盟ノ鬪爭綱領及規約ニ關スル件(在上海總領事,
1930. 5. 30.)

▪ 上海市黨部ノ鮮人引渡反對宣言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6. 19.)
▪ 同友會約法入手ニ關スル件 在上海總領事, 朝鮮革命黨ノ綱領規約入手ニ關
スル件(付朝鮮革命黨宣言)(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7. 3.)
▪ 在滬鮮人ノ狀況(在上海 陸軍步兵少佐 小林角太郞, 1922. 6. 26.)
▪ 日支時局ニ對スル在滬朝鮮人ノ策動槪況(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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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滬鮮人團體綱領規約宣言等譯報ニ關スル件(在上海內務書記官 上田誠一,
1935. 12. 26.)

▪ 張鼓峯事件ノ顚末槪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38. 10.)
▪ [寫眞アルバム](抗日運動ポスター, 內外綿襲擊被害狀)
▪ [新聞切り拔き帖]
▪ 滿家ニ於ケル朝鮮人(新聞連載記事切拔き)
▪ 昭和5年度綜合報告(1929년 11월~1930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29. 11.)

▪ 昭和6年度綜合報告(1930년 11월~1931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0. 11.)

▪ 昭和7年度綜合報告(1931년 11월~1932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1. 11.)

▪ 昭和8年度綜合報告(1932년 11월~1933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2. 11.)

▪ 昭和9年度綜合報告(1933년 11월~1934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3. 11.)

▪ 昭和10年度綜合報告(1934년 11월~1935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4. 11.)

▪ 昭和11年度綜合報告(1935년 11월~1936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5. 11.)

▪ 昭和12年度綜合報告(1936년 11월~1937년 10월)(在上海朝鮮總督府派遣員,
1936. 11.)

▪ 昭和13年度綜合報告(1937년 11월~1938년 10월)(在哈爾賓朝鮮總督府派遣
員, 1937. 11.)
▪ 昭和14年度綜合年報(1938년 11월~1939년 10월)(在哈爾賓朝鮮總督府派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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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 1938. 11.)
▪ 昭和15年度綜合年報(1939년 11월~1940년 10월)(在哈爾賓朝鮮總督府派遣
員, 1939. 11.)
▪ 昭和16年度綜合年報(1940년 11월~1941년 10월)(在哈爾賓朝鮮總督府派遣
員, 1940. 11.)
▪ 綜合年報進達ノ件(在哈爾賓朝鮮總督府派遣員, 1942. 12. 25.)
▪ 騷擾事件ノ槪況(朝鮮總督府警務局)
▪ 朝鮮の獨立思想及運動 ｢調査資料｣ 제10집(朝鮮總督府官房庶務部調査課, 1938.
12. 10.)

▪ 朝鮮民族運動年鑑(大正八年~昭和七年)(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第
二課)
▪ 共産主義運動に關する文獻集(고등경찰자료)(朝鮮總督府警務局, 1936. 7. 3.)
▪ 國民革命の現勢 其二 國民政府｢上海滿鐵調査資料 제1편｣(南滿洲鐵道株式
會社 上海事務所, 1937. 5. 20.)
▪ 中國無産階級運動史(滿鐵調査資料 제109편)(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1929. 8. 21.)
▪ 中國共産黨組織問題資料(滿鐵調査資料 제146편)(滿鐵調査課, 1930. 11. 27.)
▪ 中國共産黨の近狀, 1934. 7.)
▪ 中國共産黨文獻彙集(上海滿鐵調査資料 第12編)(南滿洲鐵道株式會社 上海
事務所硏究室)
▪ 中國勞動運動狀況(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第二課, 1934. 8. 30.)
▪ 國際共産黨と支那革命(高等警察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3. 31.)
▪ 中國赤色區視察記, インターナショナル槪觀(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1929.
1. 21.)

▪ レーニン主義の槪要(調査資料第17輯)(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193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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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民主義要譯(高等警察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 1930. 9. 30.)
▪ 思想犯罪搜査實話集(高等警察資料)(警務局 保安課, 1934. 12.)
▪ 今次事變の意義 等(1937. 9.)
▪ 通報 제7호~제8호(朝鮮總督府, 1937. 10. 15.)
▪ 英領印度の民族運動(調査資料 第30輯)(朝鮮總督府, 1930. 3. 30.)
▪ 赤裸の露西亞(調査資料第8輯)(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1929. 4.)
▪ ソウェート聯邦極東地圖(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纂)
▪ 蘇聯の內情(高等警察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 1936. 4.)
▪ 文化日報彙刊 第3集(1932. 9. 30.)
▪ 滿鐵支那月誌 第39號(南滿洲鐵道株式會社 上海事務所, 1930. 8. 15.)
▪ 滿鐵支那月誌 第58號(南滿洲鐵道株式會社 上海事務所, 1932. 7. 25.)
▪ [2월 26일자 경무국장의 서한]｢軍隊叛亂事件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警務局,
1936. 5. 23.)

▪ 軍隊叛亂事件ニ關スル件, ｢二ㆍ二六事件ノ槪要｣(1936. 2.)
▪ [二ㆍ二六事件關係], 帝都ニ於ケル叛軍部隊ノ騷擾槪況, [國體明微問題]
▪ [美濃部事件]
▪ [岡田首相, 鄕軍代表會見狀況]
▪ 日本改造法案大綱 北一輝
▪ 革新經濟機構ノ硏究題目
▪ 非常時日本の打開策として主張する各黨派の政策網領具體案, 東亞共同體ノ
理論(思想對策硏究會, 1939. 1. 1.)
▪ 緊迫せる內外情勢と日本民族及び其勞動者階級(要項, 右翼團體東京事件關係
(東京派遣員 佐野吾作, 1936. 2. 5.)

▪ 神兵隊事件關係(1937年以來)(東京派遣員 佐野吾作, 1937. 12. 1.)
▪ [林利治 관련 功績調書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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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 行政法, 刑法, 私法大意(林利治ノート)
▪ 衛生傳染病, 警察實務, 警察法, 火藥, 汽罐機器(林利治ノート)
▪ [朝鮮語](林利治ノート)
▪ 日文譯法(林利治ノート)
▪ 滬上日記(林利治)
▪ 嫁(林利治)
▪ [林利治原稿下書き](林利治)
▪ [林利治 관련 告訴狀](1946. 5.)
▪ 大役小志(志賀重昻)
▪ 支那に於ける共産運動(日本外事協會, 1933. 9. 20.)
▪ 蘇聯邦年鑑(1939년판)(日蘇通信社 編, 1939. 6. 25.)
▪ 南方共榮圈の全貌(佐藤弘 編, 1943. 4. 20.)

(2)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傳記史料
야마구치현문서관 소장 湯淺倉平 傳記史料는 말 그대로 湯淺倉平 사후
그의 전기를 편찬하기 위하여 수집, 정리한 사료들로 원래 일본 도쿄에 있
던 것이 야마구치현문서관으로 기증되었다.
湯淺倉平은 1874년 2월 1일 일본 山口縣에서 한방의사 이시카와(石川康
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후에 湯淺으로 氏를 바꾸었다. 山口高等學校
를 거쳐, 1898년 7월 東京帝大 법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
시에 內務省 屬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고, 1898년 12월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하였다. 滋賀ㆍ兵庫縣 참사관, 鳥取愛媛ㆍ長崎縣 警部長, 長崎ㆍ神奈川ㆍ
香川縣 현사무관 겸 경찰부장 등을 거쳐 1909년 5월 내무사무관으로 승진
하였다. 1912년 12월 내무성 지방국장을 거쳐 1913년 6월 岡山縣 지사,
1914년 6월 靜岡縣 지사를 지냈다. 1915년 8월 內務省 警保局長을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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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10월에 관직을 떠났다. 이후 1916년 10월부터 1929년 11월까지 칙

선 귀족원의원을 지냈다. 1923년 9월 警視總監에 올랐지만 이듬해에 발생
한 도라에몬(虎の門)으로 곧 물러났다. 1924년 6월 內務次官으로 다시 관
직에 복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朝鮮總督府 政務總監으로 부임하여 1927
년 12월까지 재직하였다. 이후 會計檢査院長, 宮內大臣, 內大臣 등을 역임
하고, 1940년 12월 24일에 사망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湯淺倉平의 전기를 편찬하기 위해 수집한 사료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湯淺倉平 傳記史料에는 서한, 공문서류 등 다양한 사료가 있는데 정무총
감 재직 당시 한국 관련 문서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서한류 중에 한국 관
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2003년 수집 당시 이들 서한 중 한국 관련
자료를 대부분 수집하였다. 이용 편의를 위해 원소장처인 야마구치현문서
관의 분류에는 없지만, 크게 湯淺倉平 수신 서한, 湯淺倉平 발신 서한, 기타
서한 및 문서 등 세 묶음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 湯淺倉平 수신 서한(141건)
▪ 湯淺倉平 발신 서한(24건)
▪ 기타 서한 및 문서：[京城帝大總長候補者에 관한 서한](岡田良平 발신 齋
藤 앞), 葬儀弔問者名簿

(3) 우에노 치구이치(上野竹逸) 辭令 관계 자료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훈도 등 교원을 지낸 上野竹逸의 사령 관계 자료
들이다. 1999년 上野竹逸의 5남 上野五郞이 山口縣文書館에 기증한 자료로
上野五郞이 기증하며 작성한 ‘上野竹逸 關係 辭令의 기증에 대하여(上野竹

32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逸關係辭令の寄贈について)’라는 문서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즉
上野竹逸관계 辭令을 기증하게 된 경위와 辭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서
술하고 또한 上野竹逸의 이력과 上野竹逸이 맡았던 임무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上野竹逸의 사령 관계 자료들을 인화지 형태로 수
집하였다.
▪ (舊)朝鮮總督府官吏 上野竹逸 辭令 1ㆍ2(65건)
▪ 上野竹逸關係辭令の寄贈について

2

愛知縣 安城市歷史博物館) 야마자키

아이치현 안조시 역사박물관(
노부요시문고(
) 소장 자료(AJP028)

山崎延吉文庫

山崎延吉文庫는 조선총독부 농림국 촉탁으로 근무하며 농촌진흥운동의
입안과 시행에 관계했던 야마자키 노부유시(山崎延吉：1873~1954)가 생
산 혹은 소장한 자료이다. 이는 愛知縣 安城市 歷史博物館에서 安城市 교육
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愛知縣 安城市문화센터 내의 山崎延吉文
庫가 비치되어 있다. 전체 소장품 1만 2,870점 중 조선에 관계된 것이 217
점이 있으며, 더욱이 이 자료는 야마자키와 조선의 접촉을 더듬어 볼 수 있
게 하는 자료이다.
야마자키 노부요시(山崎延吉：1873~1954)는 일본과 조선의 농정 분야
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종래의 연구에서 야마자키는, 昭和恐慌 하의 일본
농촌을 바로 세우는 ‘社會運動的 農本主義者’라는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
‘侵略主義的 農本主義者’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山崎延吉文庫에 소장된 한국사 관계 사료 217점 중, 127점의 자료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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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자료의 보
존 상황도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촬영된 마이크로필름은 山崎延吉文庫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기 보관하게 되었다.
(참고：해제 보고서는 해외사료총서 제8권, ｢山崎延吉文庫 소장 한국사

관계 자료 연구｣, 요시자와 가요코(吉澤佳世子)가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수집 자료】(사료계열 4건, 사료철 169건)

(1) 잡지 자료(하위사료계열 8건, 사료철 108건)

▪ ｢金融組合｣ 49~88號
▪ ｢蠶業之朝鮮｣ 昭和十(1935)年四月~昭和十三(1938)年六月
▪ ｢自力更生彙報｣ 二號(1933)~六十三號(1938)
▪ ｢朝鮮の畜産｣ 三卷 五號(1924)~十一卷 六號(1932)
▪ ｢朝鮮農務彙報｣ 第二(農商工部殖産局農務課編, 1910)
▪ ｢江原敎育｣ 第六號(古尾勳編, 1934)
▪ ｢京畿敎育｣ 卒業生指導特集號(京畿道敎育會, 1936)
▪ ｢警友｣ 百六號(1914)
(2) 식민통치관계 자료(사료철 58건)
1) 식민농정관계 자료

▪ 小學校を中心とする地方改良(田子一民, 1916)
▪ 村是實行指針 1ㆍ2(小野周平, 1918)
▪ 地方改良事業講演集 上 1ㆍ2, 下 1ㆍ2(內務省地方局, 1909)
▪ 産業組合役員須知(白玉光, 1928)
▪ 京農(小笠原安重, 1934)
▪ 靑年補導講習會講演錄(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編,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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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に於ける鑛物資源(立石巖, 1934)
▪ 咸鏡南道 農業統計書 昭和十一年(咸鏡南道, 1938)
▪ 咸鏡北道 農務統計 昭和十一年(咸鏡北道, 1937)
▪ 朝鮮總督府 農林統計表 昭和十四年(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編, 1941)
▪ 農學關係諸學會連合大會講演集 1ㆍ2ㆍ3(小野寺次郞編, 1931)
▪ 更生共勵部落ニ於ケル部落是ノ實施狀況(朝鮮總督府農村振興課編, 1939)
▪ 昭和八年度 實施(第一次)更生指導農家竝ニ部落ノ五箇年間ノ推移(朝鮮
總督府農村振興課編, 1934)
▪ 生業報國農山漁村振興關係官會同講演集(朝鮮總督府編, 1938)
▪ 農家更生計劃實績表(咸鏡北道編, 1937)
▪ 農山漁村指導大講演會 總督府主催講習會(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編,
1933)

▪ 農山漁村振興講演集(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編, 1935)
▪ 農村更生の指針(朝鮮總督府編, 1934)
▪ 第三回優良更生農村表彰錄ㆍ農山漁村更生功勞者表彰錄(富民協會, 1930)
▪ 蘭谷機械農場の十年(野村新七朗編, 1931)
▪ 農山漁家指導便覽(慶尙南道編, 1936)
▪ 黃海道農民訓練所 卒業記念寫眞帖 第一回生(黃海道農民訓練所編, 1937)
▪ 不二農村一覽(不二農村産業組合編, 1931)
▪ 咸南の農業(咸鏡南道內務部農務課編, 1937)
▪ 昭和十一年度畜産槪要 咸鏡南道(咸鏡南道編, 1938)
▪ 農家用林野設營指針(慶尙南道編, 1935)
▪ 北鮮開拓事業計劃に依る火田民指導及森林保護施設槪要(朝鮮總督府農
林局編, 1934)
▪ 農村娛樂行事栞 附立春書例示(京畿道地方課編,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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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山漁村に於ける中堅人物養成施設要覽(朝鮮總督府編, 1938)
▪ 農山漁村に於ける中堅人物養成施設要覽(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編, 1940)
▪ 地方振興實績槪況(咸鏡南道編, 1937)
▪ 租稅公課負擔不均衡の實相と其の原因(帝國農會編, 1935)
▪ 木材の朝鮮(朝鮮總督府編)
▪ 水産統計 昭和十一年 咸鏡南道(咸鏡南道編, 1936)
▪ 水産統計 昭和十一年 咸鏡北道(咸鏡北道編, 1937)
▪ [神風義塾 關係文書] 1ㆍ2ㆍ3ㆍ4(神風義塾編)
▪ [神風義塾 關係文書] 5－官廳關係書綴(昭和19年度以降)(神風義塾編)
2) 기타

▪ 宇垣一成の步んだ道(渡邊茂雄, 1948)
▪ 同胞ニ對スル敎訓(朴榮喆, 1930)
▪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朝鮮總督府中樞院編, 1938)
▪ 道知事會議諮問事項答申書(道知事會議編, 1935)
▪ 道知事會議諮問答申書(道知事會議編, 1939)
▪ 咸南の商工(咸鏡南道編, 1937)
▪ 黃海道産業案內(黃海道編, 1923)
▪ 京城愛知縣人會會員名簿(縣人會事務所編, 1935)
▪ 道知事會議提出意見(道知事會議編, 1939)
▪ 勇士にささぐる學童の文集(任龍吉編, 1938)
▪ 六十にして天命を知る(藤井寬太郞, 1942)
▪ 博覽會記念新曲朝鮮十景(朝鮮總督府京城協贊會編, 1929)
▪ 國土を莊嚴するもの(大西良慶, 1937)
▪ 內鮮一體隨想錄(香山光郞,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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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羅南道管內圖
▪ 獅子はねむっている(宇垣一成, 鎌田澤一郞對談, 1953)
▪ 道知事提出意見處理槪要(道知事會議編, 1939)
▪ 內地在住朝鮮人問題槪況(中央協和會編, 1940)
▪ 現代社會の流動性ㆍ韓國時代の學校の懷古(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敎育
課, 1937)
▪ 皇室と社會事業(關屋貞三郞述, 1934)
▪ 內鮮風俗慣習のしるべ(京城公立普通學校敎員會編, 1929)
▪ 朝鮮博覽會の歌(大場勇之助作曲, 1929)
▪ 庶政一新の根本義と行政の道德化－實際化(農林局 山口盛, 1936)
(3) 재만한인 관계 자료(사료건 5건)

▪ 在滿鮮人ニ對スル支那官民ノ壓迫及不法行爲の眞相
▪ 支那側ノ暴虐行爲
▪ 十一月後半東三省ニ於ケル支那側別動隊ノ行動 第二號
▪ 十二月前半東三省ニ於ケル支那側別動隊ノ行動 第三號
▪ 滿洲事變ニ於ケル在滿鮮人被害ノ槪況
(4) 山崎延吉 전기(사료철 3건)

▪ 我農生三十年興村行脚 1ㆍ2ㆍ3

3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 소장 자료

오슈시립 사이토 마코토기념관(
(AJP025)

齋藤實은 1858년 이와테(岩手)의 미즈사와(水澤)에서 태어났다. 1879년
해군병학교(제6기)를 졸업하고 海軍省人事課兼軍務局課僚 등 해군성의 요
직을 거쳤다. 1884년 9월부터 1888년 10월까지 미국에 유학하면서 주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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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공사관에서 근무했다. 귀국해서 해군성참모부원, ｢秋津洲｣, ｢嚴島｣
의 艦長 등을 거친 후 1898년 오쿠마 내각시기에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
兵衛) 해군대신에 의해 해군차관에 발탁되었다. 1900년부터는 해군성 국무
국장을 겸임하고 러일전쟁 시기에는 大本營海軍軍事總監, 艦政本部長ㆍ海
軍敎育本部長을 겸임하였다. 1906년 1월부터 약 8년간에 걸쳐 해군대신을
역임했다. 1914년 4월 지멘스사건으로 해군대신에서 물러나서 예비역에 편
입하였다. 3ㆍ1운동을 계기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을 대신
해서 현역에 복귀하여 조선에 부임하여 약 8년간 조선총독을 역임하였다.
그 사이에 제네바군축회의 전권대사로 파견되었다가 1927년 12월 조선총
독에서 물러나 추밀고문관에 취임하였다. 1929년 8월 야마나시 총독이 ‘조
선총독부의혹사건’으로 사실상 해임되자 그 후임으로 다시 조선총독에 취
임하여 1931년 6월 충남도청 이전문제로 물러날 때까지 약 2년간 재임하였
다. 5ㆍ15사건으로 정당내각이 몰락한 후 1932년 5월에 내각총리대신에 취
임하여 2년 1개월간 거국일치내각을 이끌었다. 1935년 12월에 천황의 최측
근인 내대신에 취임했다가 2ㆍ26사건 때 황도파 장교들에게 피살당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약 10년간 조선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조선
관련 자료를 생산하고 수집하였는데, 그 자료는 크게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
자료실과 오슈(奧州)시(수집 당시 미즈사와[水澤])시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기념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사이토 마코토 기념관은 사이토의 舊宅 및 서고에 전시관을 합쳐서 1975
년 개관하였으며 소장품은 전시관에 사이토 마코토 부부의 일용품, 의류,
일기, 서간, 훈장, 하사품 등과 2ㆍ26사건 관계 유품 등 약450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書庫에는 사이토의 장서 약 3만 8,000책이 보관되어 있다. 구택에
는 사이토의 遺墨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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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07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2003년 이들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
집하였는데 문서류, 신문 잡지류, 사진류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 사료는 크
게 3개로 나뉘는데 1) 齋藤實記念館所藏 사진 자료 중 한국 관계 자료, 2)
齋藤實記念館所藏 한국 관계 자료 중 니치마이 판매 마이크로필름 이외 자
료(마이크로필름 74롤), 3) 니치마이 제작 판매 齋藤實記念館所藏 齋藤實
關係文書(마이크로필름 92롤)이 그것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齋藤實記念館所藏 사진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齋藤實記念館 소장 사

진 자료 사료계열에 일괄 정리하고
2. 齋藤實記念館所藏 한국 관계 자료 중 니치마이 판매 마이크로필름 이외

자료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제분류를 지역 개발 관계, 사법ㆍ경찰 관
계, 교육/학생 관계, 경제 관계, 행정 관계, 식민지 정책 관계, 사회ㆍ문화
관계로 사료계열을 만들었다. 신문 잡지 중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
료는 ‘신문/잡지 자료’라는 사료계열로 별도 정리하였다.
3. 니치마이 제작 판매 齋藤實記念館所藏 齋藤實關係文書(마이크로필름 92

롤)은 문서류, 단행본류, 연속간행물 등이 섞여 있는데 모두 하나의 사료
계열로 정리하였다.
(참고：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의 ‘齋藤實關係文書’ 중 한국 관련 자료

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정리, 제공하고 있으며, 원본 이미지를 열
람할 수 있다.)
(1) 사진 자료(사료철 107건)

이 사료계열은 사이토마코토(齋藤實)記念館 소장 자료 중 2002년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수집한 일제시기 사진자료를 정리한 것들이다. 사이토마코토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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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장 일제시기 사진자료는 크게 일반 사진류와 간행된 사진첩ㆍ책류로 나
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사이토의 조선총독 재임시절 각종 ‘순시’ 사진, 행사
사진들이고, 후자는 주로 일제시기에 간행된 책자 형태의 것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목록은 원소장처의 질서를 바탕으로 사료철－사료건의 형태로 작
성, 정리되었다. 사료철은 사진들의 묶음으로 하나의 사진첩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원 소장처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
히 원소장처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번호에 원소장처에서 매
긴 번호를 남겨 놓았다. 예를 들어 수집정리번호가 ‘P-08-사이토-B0001’
인 경우 뒤쪽의 B0001이 원소장처의 번호이다. 각 사료건, 즉 개별 사진의
경우 상위 사료철의 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형태로 수집정리번호
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수집정리번호를 통해 원소장처의 분류 기호와 함께
사진 묶음과 개별 사진과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다.
사이토의 식민통치 특성을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토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 식민통치의 특성은 對內 정치선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정 사찰과 지방 순시가 이루어졌다.
정치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독부는 민중에 대한 사찰을 강화했다.
이것은 당시 민중의 ‘험악한’ 반일 경향을 살피고, 아울러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 위해 각 도청과 총독부가 제각기 민정에 대한 사찰을 시행
하였다. 일례로 평안남도의 도지사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은 “8명의 기민
한 도청근무 조선인 서기”를 변장시켜 도내를 살피게 했는데 당국의 정치선
전에 대해 ‘악평을 하는 자’가 많고 그 효과가 저조했다고 총독에게 보고했
다. 총독도 총독실 자체에서 직접 <지방시찰원>이라는 것을 보내, 민정사
찰과 지방유지의 포섭에 따른 정보수집을 시켰다.
<지방시찰원>의 파견은 3ㆍ1운동이 한창일 때, 전총독 하세가와 요시미

치(長谷川好道)가 채용한 것인데, 사이토도 이 제도를 확충ㆍ강화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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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 삼았다. 사이토는 1920년 2월 <민정시찰
관>을 상설기관으로 총독부 안에 두고 조선인 사무관 중 가장 친일적이고
“견실한 사상과 행정적 수완을 함께 가진 자” 5명을 추려 임명하고, “항상 지

방을 돌아다니며 소상히 민정을 살피고 온건한 사상을 선전하며 지방청년을
선도” 시키면서 민중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선전의 침투책으로 이용했다.
사이토 총독의 지방순시는 그 빈번도, 접촉하는 대상이나 수법에서 미루어
정치선전을 위한 것이었다. 초대총독 寺內正毅의 지방순시는 아래와 같이 횟
수도 적고, 대상이나 수법도 관료적인 관청순시, 헌병대 사열이 고작이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지방순시(寺內正毅 관계문서(국회도
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1. 1915년 3월 경상남북도 일원 순시
2. 1915년 8월 원산 축항 기공식에 참석한 후 금강산 주변인 강원도 일대
3. 1916년 5월 경기도ㆍ충청남북도ㆍ경상북도 일대를 순시

이에 비해 사이토의 지방순시는 관공서 순시가 중심이 아닌 대민접촉을 통
한 정치선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제1기 총독재임 중(1919년 9월~1927년
12월) 지방순시 총회수는 실로 35회, 총일수도 171일에 이른다.
연 도

횟 수

기 간

1920년
1921년

2회(2회)
6회(8회)

16일
40일

1922년
1923년

4회(6회)
8회(10회)
4회(6회)

21일
42일

1924년
1925년
1926년

7회(6회)

23일
17일

4회(5회)

12일

35회(43회)

1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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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가운데는 경주ㆍ부여ㆍ공주 등의 사적 견학, 금강산 유람, 유성
온천 휴양 등도 있으나 특히 정치선전적 의도를 지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
닌 것으로 엿볼 수 있다. 사이토는 가는 곳마다 관리 외에도 지방의 지주ㆍ
유생ㆍ촌로ㆍ자본가 등 지방유지를 불러내든지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고 있
다. 더구나 반일운동이 거센 지방이나 봉건적 유습이 짙게 남아있는 지방,
외국인 선교사 포교지구에는 접견ㆍ다회ㆍ만찬ㆍ오찬ㆍ招宴 등을 베풀었
다. 이것은 총독의 권위를 빌어 친일세력의 포섭을 꾀하는 한편 외국인 선
교사의 회유를 통해 대외관계의 호전을 노린 일종의 정치선전이었다.
또 사이토는 북쪽 국경지대의 순시에서 꼭 국경너머의 중국측 관헌, 특히
동삼성의 제1선 관리를 초치ㆍ접견ㆍ交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북군벌
인 張作霖과의 접근을 통해서 재만 조선인의 반일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협
력을 요청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그러나 ‘관민 다수의 출영’을 받았다는 사이토의 지방순시도 결코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5월 그가 압록강을 배로 내려오고 있었을 때 조선독
립운동가의 총격을 받았다.
한편 사이토는 조선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자주 왕래했다. 그는 제1
기 총독 재임중 일본에 여행한 총회수는 22회, 일본체재 총 일수 810일(2년
3개월)이었다.

사이토 총독시절 잦은 시찰단ㆍ관광단의 일본 파견 또한 대내 정치선전
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시찰단의 파견을 본격
화한 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관광단의 파견 목적은 조선인이 일본의 문
화가 앞질러 있는 상황을 알게 됨에 따라 이번 새 시정에 대해서도 미더움
을 높여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되도록 관공리 교원들에게 일본 본토를 시찰
시키는 데 있었다.
관광단은 처음에 주로 친일관료ㆍ교원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점차 유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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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ㆍ중소기업가들도 참가시켰다. 관광단 파견은 1920년만 해도 3월에 조
선인 도참여관ㆍ군수로 된 32명의 여행단, 10월에 여교원단 16명, 11월에
는 중추원 찬의ㆍ부찬의 12명, 친일관료 4명이 이끄는 경북 유림대표단 등
10여개 단체가 있었다.

사이토는 도쿄출장 중에 이러한 시찰단을 가끔 초대했다. 유림단에 대해
서는 일본지배층의 주역도 불러서 총독부 동경출장소가 초연을 베풀고
(1920. 11.) “서로 시문을 주고 받으며 또 유학의 진흥에 관해 의견을 나누

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찰ㆍ관광은 조선인을 일본으로 초대해 회유하는 정치선전으로
십분 활용했다. 그러나 과정에서 보여진 일부 일본인의 모멸적 태도나 조선
문화에 대한 무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각종 전시회ㆍ품평회를 통한 식민통치 선전이 이루어졌다. 문화의 상
대적 우월성과 식민본국의 경제적 발전, 근대화의 선도성 등을 보여 식민지배
를 정당화하기 위해 총독부는 미술전람회ㆍ품평회ㆍ박람회 등을 개최했다.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회유 또한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3ㆍ1운동을 진압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교회와 신도, 선교사가 많은 피해를 입자, 구미 각국
의 여론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에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
교적인 노력과 함께 조선내 선교사에 대한 회유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사이토는 총독취임 전까지는 선교사를 ‘조선통치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지만, 부임 후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향적으로 변하며 회유책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선교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 전환을 알아차린 선교단은 사이토
총독 부임과 때를 맞추어 경성에서 선교사의 정례연차대회를 열고 선교사
업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연합종교회 건백서]를 제
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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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는 선교단의 건의와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의 방침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포교규칙 개정으로
선교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립학교 규칙 개정으로 미션계 사립학교에
서 성서 교육을 공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외국인 선교사의 호감을 얻어냈
다. 또한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내국법인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경제
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었다.
일본인 유지와 외국인 선교사의 간담회 개최, 대외선전과 친선을 위한 단
체 구성, 총독이나 정무총감 주최의 연회 개최, 외국인 선교사 회합에 총독
부 고관을 출석시키는 등 일련의 접근책을 썼다.
한편 사이토는 지방순시에 즈음해서는 꼭 지방주재 선교사를 접견하고
다과회ㆍ오찬회를 베풀었다. 특히 평양지방이나 황해도 재령지방에서는
그 빈도가 높았다. 총독의 외국인 접촉과 회유솜씨가 너무 유명해 총독을
‘선교사 담당’이라 불렀을 정도다. 이러한 점은 사이토의 개인적 이력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 중반인 1884년 해군중위로 미국공사
관에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해외 근무 경험이 많았고, 외국 순방에 나선
고위관료를 수행하며 서구 각국을 돌아보았다. 서구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이것은 외국인선교사를 접할 때 매우 유용한 바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사진자료는 사이토 총독시절의 지방 순시 앨
범, 유적 및 기념사진첩, 전시회ㆍ품평회ㆍ박람회 사진, 각종 기공식 사진,
선교사 연회, 우편엽서 등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및 한국인 생활상을 보여
주는 생생한 자료들이다.
[사이토마코토기념관 소장 사진 자료에 대한 해제：이송순, ｢미즈사와(水

澤) 사이토마코토(齋藤實)기념관 소장 일제시기 사진자료 해제｣(해외사료
총서 15：일본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3, 국사편찬위원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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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ㆍ잡지 자료(사료철 144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주제 분류를 하
기 힘든 일반 신문 잡지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講友 第三號
▪ 京城新聞 第一千二百四十五號
▪ 京城雜筆 三月號(第六十一號) 외 43건
▪ 耕人 八月號
▪ 鷄林精華 第一號
▪ 大陸公論(第一卷 第一, 二, 三號)
▪ 大陸自由評論(28건)
▪ 大陸通信(2건)
▪ 東洋公論(2건)
▪ 同源 第二號
▪ 世の光 第一卷 第二號
▪ 新大陸(1927年二月號 외 5건)
▪ 新半島 第六卷 第壹號(六月號)
▪ 新朝鮮(第一卷 第一號 외 1건)
▪ 帝國在鄕軍人會 京城支部月報(第八卷 第十一號)
▪ 帝國通信 第二四五九號附錄(新興朝鮮之大觀)
▪ 朝鮮と滿洲 第二卷 第六號(猶太硏究號)
▪ 朝鮮及朝鮮人(第四卷 三月號 외 24건)
▪ 朝鮮事情新聞(第一號 외 1건)
▪ 人間愛 發會式號(第壹卷 第壹號 외 2건)
▪ 朝鮮時論(一月號 第二卷 第一號 외 6건)
▪ 朝鮮藥報 通卷 第百十四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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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禮讚 創刊號
▪ 朝鮮評論 第十月號
▪ 朝鮮畵報(第壹卷 第七號 외 1건)
▪ 現代評論(創刊號 외 7건)
(3) 식민정책 관계 자료(사료철 18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 정책 관련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사이토 조선총독 당시 각종 사업 보고서
와 당시 관리들의 공과를 회고하는 등의 자료이다.
▪ 吉會鐵道と終端港に對する所見
▪ 吉會鐵道ト其終端港ニ就テ
▪ 大朝鮮の建設に就て
▪ 東京往復
▪ 同胞榮辱の大問題 在滿朝鮮人歸化問題に關して朝野官民諸賢に檄す
▪ 昭和五年 陸軍大學校滿鮮戰史旅行講話集
▪ 吾人의 行線
▪ 元山築港工事槪要
▪ 朝鮮の時局に關する御垂示演義
▪ 朝鮮への書簡
▪ 朝鮮經世新聞 第壹八參號(第八卷 第參號)
▪ 朝鮮關係新聞
▪ 朝鮮文化政治の檢討
▪ 朝鮮巡回 ｢通俗講座｣ 開設趣意書(附 大日本雄辯會講談社の理想と事業 報
知新聞小史)
▪ 總督のはらわた：皐水と半山
▪ 現段階의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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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皇室中心主義 第一卷 第五號
▪ 皇室中心主義 第一卷 第六號
(4) 행정 관계 자료(사료철 78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행
정 관계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당시 조선행정 관련 지방지가
다수이다.
▪ 慶北(創刊號 외 30건)
▪ 局友(創刊號 외 3건)
▪ 社友(第六卷 第四號 외 10건)
▪ 朝鮮地方行政(創刊號 第一卷 第一號 외 19건)
▪ 忠淸北道報(第五九三號 외 1건)
▪ 平壤(六月號 第一卷 第一號 외 1건)
▪ 西水羅の現在及び將來
▪ 全羅北道 道勢一斑
▪ 全羅北道 名勝と施設
▪ 第七回 全鮮公職者大會議事錄
▪ 黃海道の溫泉
▪ ALBUM 平壤
▪ 大正十五年の光州瞥見
▪ 扶餘に就て
(5) 사법ㆍ경찰 관계 자료(사료철 78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사
법, 경찰 관계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道(第一卷 第五號 외 39건：조선총독부 내의 朝鮮治刑協會에서 발간한
것으로 조선통치를 위한 회유자료로 발간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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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亞法政新聞(第六號 외 4건)
▪ 受刑者ノ榮養竝新陳代謝ニ關スル硏究(第一回報告 외 1건)
▪ 朝鮮治刑彙報(第一卷 第五號 외 56건)
▪ 平北警鐘(第一卷 第十號 외 13건)
▪ 靑年受刑者 第一ㆍ六回 統計報告
▪ 時局犯罪に關する橫田法務局長談話
▪ 自彊叢書 第八編 實のる華
▪ 朝鮮警察婦人俱樂部 九月號(第二號)
▪ 咸南警友 第百三十七號(國境警備特輯號)
▪ 咸南警友 第百三十八號(自力更生特輯號)
(6) 경제 관계 자료(사료철 153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경
제 관계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慶南の米
▪ 古阜水利組合事業槪要
▪ 南朝鮮水力電氣株式會社工事槪要
▪ 大邱穀物商組合月報 第九四號
▪ 大陸工商時論(第六卷 第七號 외 14건)
▪ 大陸之工商(第五卷 第十號 외 5건)
▪ 大正水利組合之事業
▪ 東鮮興業株式會社
▪ 東亞經濟事情 第一編
▪ 東亞經濟時報(第三卷 第一號 외 2건)
▪ 東亞經濟雜誌 一月號(第貳卷 第壹號)
▪ 馬山商工會報(第二號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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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滿鮮農民 創刊號(第一卷 第一號)
▪ 米の朝鮮 創刊號
▪ 副業世界 二月號(第三年 第二號)栽桑養豚特輯號ㆍ十一月號(第二年 第
十一號)
▪ 事業と經濟 第八年 六月號
▪ 事業說明書(三星社)
▪ 事業評論(第九卷 壹月號 외 8건)
▪ 布帛加工業ニ關スル調査(一名バテン細工業)
▪ 換算に關する調査(商品ノ取引單位ノ呼稱, 外國貨幣, 度量衡ノ命位名稱)
▪ 商業通信 第二四九○九號
▪ 鮮滿の狩獵(十月號 第二號 외 1건)
▪ 稅務通信(大正十二年 一月 외 43건)
▪ 消費節約と計量
▪ 水害地農作物善後策ニ關スル調査
▪ 漁友(第卄九號 第三卷 十二月號 외 3건)
▪ ｢煙草元賣捌業經營の要諦に就て｣
▪ 仁川港經濟槪觀
▪ 仁取京取合倂反對論
▪ 林業試驗場時報 第四號
▪ 丁子屋ニュース 第五號
▪ 朝鮮における籾の生産檢査卽行論
▪ 朝鮮に於ける石炭鑛業發展策(朝鮮鑛業會誌 第拾參卷 第貳號 拔刷)
▪ 朝鮮の炭田に就て(燃料協會誌 第八五號)
▪ 朝鮮炭田開發と産出炭利用の促進に就て(燃料協會誌 第參拾六號)
▪ 朝鮮に在りて觀たる農村不振の國家的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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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の水道と水質
▪ 朝鮮の鐵道に對する本會の意見摘要
▪ 朝鮮勸農株式會社
▪ 朝鮮私設鐵道の特異性と其對策
▪ 朝鮮私設鐵道協會會報 創刊號
▪ 大陸通信 朝鮮産業開發號(第六八五號)
▪ 朝鮮商況日報 第一號
▪ 朝鮮釀造界 拾壹月號
▪ 朝鮮煙草元賣捌株式會社 第貳期營業報告書
▪ 朝鮮煙草元賣捌株式會社 第參期營業報告書
▪ 朝鮮煙草元賣捌株式會社 創業第三年に直面して
▪ 朝鮮自動車年鑑
▪ 朝鮮財界ト事業 第二卷 第一號
▪ 朝鮮財界一覽
▪ 朝鮮電氣事業槪要
▪ 朝鮮第一の漁港統營太閤堀運河と港灣
▪ 朝鮮之副業(創刊號 외 1건)
▪ 朝鮮皮革株式會社 營業案內
▪ 朝鮮海事會會報(新年號 외 2건)
▪ 朝鮮興業株式會社 黃州興農會 第七期事業報告書
▪ 朝鮮興業株式會社 黃州興農會 創立拾周年記念會報
▪ 株式會社組織の取引所を可とする所以
▪ 淸津府産業要覽
▪ 海の朝鮮(第十卷 第一號 외 4건)
▪ 海東信託株式會社 創立趣意書ㆍ木論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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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海道實業名鑑
▪ おしらせ 第八號ㆍ第拾壹號
(7) 지역개발 관계 자료(사료철 8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지
역 개발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 光への導き(其一) 自彊叢書 第九編
▪ 大邱都市計劃書
▪ 大邱都市計劃書 附圖 第一號~第四號
▪ 大釜山建設 第一聲
▪ 釜山都市計劃書 附圖第一號~四號
▪ 釜山都市計劃書
▪ 發電所竝送配電線路系統圖
(8) 교육ㆍ학생 관계 자료(사료철 91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교
육 학생 관계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慶南敎育 第二號
▪ 京城女子職業學院 創立趣意書及科目
▪ 育英壇 第壹卷 貳月號
▪ 京城中學校 校友會誌(第十四號 외 3건)
▪ 高等普通學科講義錄(第一號 외 13건)
▪ 工友(第壹號 외 1건)
▪ 光州公立高等普通學校 校友會誌 第四號
▪ 忠淸南道公立農業學校 校友會報 第四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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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邱公立中學校 校友會誌 第七號
▪ 大田中學校 校友會誌 第二號
▪ 敎育實踐會趣旨書竝會則
▪ 敎育硏究 第貳號
▪ 敎育勅諭衍義
▪ 永興學校 校訓
▪ 木馬(第1卷 第1號 외 1건)
▪ 木馬月報(木馬 第1卷 第1號 附錄)
▪ 未來ある諸子に對して
▪ 本校の沿革と現勢
▪ 財團法人 釜山共生園要覽(昭和七年度)
▪ 共生 第九卷 八月號
▪ 釜山敎育 第一號
▪ 釜山中學校一覽(大正十年度)
▪ 十周年記念 元山公立中學校 沿革史
▪ 師道(京城師範學校)
▪ 私立 高野山第一國民學堂 創立主旨及沿革
▪ 小兒畵篇(人)
▪ 松田學園(第九號 외 2건)
▪ 新時代處世讀本
▪ 新兒童(第1卷 第1號 외 1건)
▪ 新新朝鮮語會話
▪ 兒童世界(新年號 第二卷 第一號 외 1건)
▪ 兒童愛護(四月號 第一卷 第一號 외 1건)
▪ 我等の生活と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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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友(第一年 創刊號 외 2건)
▪ 二葉(第二號 외 5건)
▪ 長德(元山公立中學校校友會 十周年記念號)
▪ 朝鮮敎育時報(第一號 외 10건)
▪ 朝鮮農村敎育及び敎育者の橫顔
▪ 朝鮮小學新聞(第一一號 외 4건)
▪ 朝鮮諸學校一覽(大正十年 五月末 現在)
▪ 創立十週年記念 龍山公立中學校一覽
▪ 閑院宮殿下奉迎記念
▪ 海州公立高等普通學校 校友會雜誌 創刊號
▪ 會報(樂天窟同窓會) 第壹號
▪ あさひ 第一號, さくらの園生(新築記念號)
▪ 童心 第四卷 第十號
(9) 사회ㆍ문화 관계 자료(사료철 235건)

일본 岩手縣 奧州市立 齋藤實記念館에서 수집한 자료 중 식민지 조선 사
회 문화 관계 자료를 이 사료계열에 정리하였다
▪ 家蠅の話 金剛 第壹卷(第壹號 創刊號 외 66건)
▪ 農民 第二號(農村振興號 외 4건)
▪ 東の若人(第壹號 외 1건)
▪ 東西醫學硏究會會報 第1號(創刊號)
▪ 滿鮮之文化 五月號
▪ 曼陀羅(第六月號 외 12건)
▪ 四十七祠院(附圓通兩重大師均如傳)
▪ 社會奉仕(第壹卷 第壹號 외 3건)
▪ 三扇會誌(第二十六號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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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鮮滿體育界(創刊號 4건)
▪ 昭和 九年度 報告書(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 修養時報(六月號 第六年 第六十三號 외 17건)
▪ 時中 創刊號(第一編 第一卷)
▪ 心之友(第壹卷 第壹號 외 22건)
▪ 氏神ト氏子(第貳年 八月號 외 3건)
▪ 以文會誌(庚申 第二集 외 4건)
▪ 人道(創刊號 외 1건)
▪ 人生(第壹卷 六月號 외 5건)
▪ 自覺(創刊號 第一卷 第二號 외 2건)
▪ 朝鮮總督府 濟生院事業要覽(大正十二年 외 1건)
▪ 早起會勤行錄(修養團)
▪ 朝鮮菊花同好會報 昭和5年號
▪ 朝鮮癩豫防協會事業槪要
▪ 朝鮮獸醫學會報(第三卷 第三號 외 1건)
▪ 朝鮮之衛生(第十號 第二年 八月號 외 2건)
▪ 朝鮮鐵道協會會報(五月號 第二卷 第四號 외 33건)
▪ 調和(創刊號 四月號 외 1건)
▪ 至誠(昭和五年三月號)
▪ 彰明(創刊號 외 4건)
▪ (川柳)鼓 創刊號
▪ 靑年文壇 第壹號
▪ 趣味之世界(第二卷 第一號 一月號 외 1건)
▪ 京城文庫(韓國) 第壹號
▪ 旱害救濟施設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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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掌 第十六號
▪ 玄黃(第一卷 第一號 외 3건)
▪ 歡喜(第七卷 第一號 외 3건)
▪ 修養團朝鮮聯合會 會則諸規程
▪ あかしや 第二卷 第三號
▪ 小鹿島更生園落成記念
(10) 齋藤實關係文書(판매분 MF 92롤)(사료철 977건)

齋藤實記念館 소장 자료 중 니치마이 주식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MF
92롤에 포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주요자료는 사이토가 해군재임시절의 일지, 보고서철로부터 해군대신 시
절의 각종 문서와 특히 총독시절의 각종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1920년대 조선총독부 간행 각종 교과서가 망라되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각종 잡지 및 기관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戰友 9號(帝國在鄕軍人會, 1911. 7.)~259號(1932. 1.)
▪ 敎化運動 14號(中央敎化團體連合會, 1931. 9.)~127號(1936. 4. 1.)
▪ 亞細亞公論 創刊號(亞細亞公論社, 1922. 5.)~2卷 1號(1923. 1.)
▪ 朝鮮時報 1卷 1號(朝鮮事情硏究會, 1924. 10.)~2卷 12號(1929. 8. 25.)
▪ 朝鮮社會事業 8卷 4月號(朝鮮社會事業協會, 1930. 4.)~9卷 9月號(1931. 9.)
▪ 啓明 創刊號(啓明俱樂部, 1921. 5.)~12號(1922. 10.)
▪ 警務彙報 181號(朝鮮警察協會, 1920. 6.)~358號(1936. 2.)
▪ 共榮 1號(共榮社, 1922. 7.)~5號(1922. 12.)
▪ 滿鮮縱橫評論 2號(滿鮮縱橫評論社, 1921. 4.)~12號(1923. 4.)
▪ 奬學部報 創刊號(朝鮮敎育會奬學部, 1928. 12. 1.)~18號(1932. 12. 21)
▪ 同民 1號(同民會, 1924. 6.)~76號(1931. 1.)
▪ 覺醒 3卷 1號(南山本願寺, 1922. 1.)~12卷 4號(19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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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鳥居 10號(朝鮮神職會, 1932. 7.)~5卷 11號(1935. 11.)
▪ 朝鮮文(諺文)朝鮮 36號(朝鮮總督府, 1920. 9.)~166號(1931. 8.)
▪ 人の噂 1卷 1號(月旦社, 1930. 4.)~7卷 2號(1936. 2.)
▪ 人と國策 5卷 2號(月旦社, 1934. 2.)~5卷 7號(1934. 7.)

4

橫濱市史資料室) 소장 일본강관(日本鋼管)

요코하마시사자료실(
관련 자료(AJP003)

橫濱市史資料室은 관동대지진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요코하마
시에 관한 자료를 소장 수집 공개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橫濱市史 Ⅱ 편
찬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규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
다. 이 자료실은 요코하마시의 역대 공문서를 보존 공개하는 공문서관의 기
능도 담당하고 있다.
소장자료를 크게 분류하면, (1) 행정간행문과 도서, (2) 개인ㆍ기관 자
료, (3) 요코하마시 역대 공문서로 나누어 정리 소장하고 있다.
일본강관 관련 자료는 [개인ㆍ기관 자료] 중, [松下長久資料]에 日本鋼
管의 부사장을 역임한 마츠시다 나가히사의 일본강관의 경영자료이다.
松下長久는 戰前期 일본 강관제조 전문기업 日本鋼管의 부사장과 戰後
日本鐵鋼協會 회장 역임한 인물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松下長久의 日本鋼管 경영사료 가운데 1940년대
원산제철소 건설과 경영활동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였다.
▪ 特殊高爐建設(朝鮮)
▪ 特殊高爐建設(朝鮮ノ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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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橫浜開港資料館) 소장 아리요시 주이치(有吉

요코하마개항자료관(
) 관계 문서(AJP034)

忠一

요코하마개항자료관은 1981년에 개설되었다. 1850년대부터 1920년대까
지의 역사적 자료 약 21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는 행정자료, 요코하
마시 舊名家文書, 요코하마 상인 관계문서, 신문 및 잡지, 화상자료, 개인컬
렉션으로 구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有吉忠一 관계 문서는 그의 손자 有吉亮이 요코하마개항자료관에 제공한
것이다. 松本洋幸이 작성한 有吉忠一 關係文書 目錄에 이 자료에 대한 개
괄적인 설명이 있다.
有吉忠一(1873~1947)은 도쿄대학 출신 관료로 통감부 총무장관 등을 지
냈으며 1922~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요코하마 시장 등을 역임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 有吉忠一關係文書 문서류 메모(암호, 有吉忠一 經歷抄)
▪ 有吉忠一關係文書 문서류 메모(有吉忠一關係文書：文書類, メモ－隨想原
稿 朝鮮之在勤, 忠一御祖父樣事蹟, 刊行物(複製を含む)－故有吉忠一先生
追悼會記錄
▪ 有吉忠一關係文書 書簡(19건)
▪ 有吉忠一關係文書 目錄

6

北海道)開拓記念館 소장 강제동원 관련 자료(AJP038)

홋카이도(

北海道開拓記念館은 1971년 4월 15일, 北海道 개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설된 도립 역사박물관이다. 北海道의 역사, 특히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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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北海道 개척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각종 유물과 자료들을 수집
하여 보관ㆍ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단순한 자료의 전시에서 나아가, 학술
활동이나 생애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北海道는 九州 지역과 함께 일본에서 탄광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지역
이었다. 따라서 일제 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혹사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 탄광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다량의 회사 자료가 기념관에 기증
되었던 것이다. 1971~1972년에 걸쳐 日曹鑛業株式會社의 天鹽炭鑛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탄광 폐쇄 직후에 광업소가 가지고 있던 문서 등
900여 점의 자료를 일괄 기증받았다. 그 후로도 住友鑛業株式會社의 鴻之

舞金屬鑛業所, 北炭 萬字炭鑛의 자료를 기증받아 보존,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조선인 강제 동원 관련 자료들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336건)

(1) 北炭 萬字炭鑛 자료(사료철 71건)

北海道는 九州 지역과 함께 일본에서 탄광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된 지역
이었다. 따라서 일제 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혹사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 탄광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다량의 회사 자료가 기념관에 기증
되었던 것이다. 이 사료계열의 자료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北海道開拓記念
館이 소장하게 된 北炭 萬字炭鑛의 자료들로 조선인 강제 연행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수집에 노력하여
2002년 말에 디지털화된 파일(CD-Rom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료를 마이크로필름과 종이 출력물 형태
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 店往復(昭和15年)
▪ 鑛業所往復綴(昭和14年~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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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官廳重要報告綴(昭和15年~17年)
▪ 往復文書綴(昭和18年~23年, 昭和20年~24年)
▪ 各規則書綴(昭和15年~18年)
▪ 各規定綴, 諸願屆(昭和18年 4月~24年 2月)
▪ 出張報告綴(昭和14年~20年)
▪ 鑛夫名簿(朝鮮人)
▪ 鑛夫名簿(大正10年 1月~6月, 大正11年 6月~12年 9月, 大正12年 10月~13年
12月, 大正14年 1月~15年 12月, 大正10年 1月~昭和2年, 昭和3年 1月~12月)

▪ 鑛夫名簿 1~11
▪ 變災綴(昭和15年 5月~18年 12月)
▪ 殉職者關係書類綴(昭和18年度以降)
▪ 變災事變報告(昭和8年~22年)
▪ 美流渡礦初音坑左四片變災關係(昭和19年 8月 20日)
▪ 死傷病者月報(本坑)(昭和11年以降)
▪ 死傷病者年報報綴(昭和20年~22年)
▪ 萬字炭鑛殉職者名簿
▪ 負傷者報告綴(昭和18年 1月~12月)
▪ 負傷報告(昭和20~22年)
▪ 萬字礦最近4カ年間
▪ 期別出炭勞務者及び能率推移表(昭和22年)
▪ 鑛夫社宅調(昭和18年 1月)
▪ 扶助月報(本坑)(昭和11年 1月以降)
▪ 扶助月報(美流渡)(昭和11年 1月)
▪ 障害扶助料關係書類(昭和11年 1月)
▪ 勞動關係(昭和2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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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雜書綴(大正15年~昭和17年)
▪ 第一興亞寮日誌(昭和20年 9月~12月)
▪ 從業員移動狀況報告(昭和19年)
▪ 求人申込及割當認可綴(昭和20年度以降)
▪ 勞務者人員調(昭和12年 6月~15年 1月)
▪ 勞務者職別人員表(昭和15年 12月~17年 1月)
▪ 勞務者人員表(昭和17年 2月~19年 12月)
▪ 通牒綴(昭和16年~20年)
▪ 炭礦勤勞者援護書類(昭和19年 10月以降)
▪ 勞務特配米家族加配米配給對照人員調
▪ 轉出移動證明證綴(昭和18年)
▪ 國民勤勞報國會ニ依ル協力可能者調(昭和17年 2月)
▪ 半島人間關係雜書綴(昭和20年度以降)
▪ 鑛夫名簿 1ㆍ2
▪ 美流渡礦建物配置圖
▪ 北海道炭礦汽船株式會社萬字礦建物配置圖(昭和18年 1月~昭和20年 1月)
▪ 北海道炭礦汽船株式會社萬字礦建物配置圖(昭和20年 1月)
▪ 美流渡礦建物配置圖(昭和21年 2月)
▪ 萬字礦建物配置圖
▪ 幌內鑛業所美流渡礦建物配置圖(昭和18年 12月 30日)
▪ 美流渡礦建物配置圖
▪ 半島人第一寄宿舍200分の1
▪ 勞務者統計年度報昭和20年度
▪ 石炭統制會會報16~20號(昭和17年)
▪ 石炭統制會會報21~28號(昭和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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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曹鑛業會社 天鹽炭鑛 자료(사료철 132건)

이 사료계열의 자료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北海道開拓記念館이 소장하게
된 日曹鑛業株式會社의 天鹽炭鑛의 자료들로 조선인 강제 연행 관련 자료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수집에 노력하
여 2002년 말에 디지털화된 파일(CD-Rom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
는데 현재 해당 자료를 마이크로필름과 종이 출력물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
하고 있다
▪ 稟議綴(昭和13年~17年度)
▪ 稟議綴(昭和21年度)
▪ 本社往復文書(昭和17年~20年)
▪ 鑛夫雇人調(昭和14年~16年)
▪ 勞動者充足狀況調(昭和17年~18年)
▪ 鑛夫採用簿 1~4
▪ 監督局往復文書綴(昭和14年 7月~15年 12月, 昭和15年 12月~16年 3月)
▪ 鑛山局關係書類綴(昭和19年起)
▪ 札鑛局文書綴(昭和16年 4月~12月)
▪ 札鑛局往復文書綴(昭和17年)
▪ 昭和19年度監督局往復文書綴(昭和19年)
▪ 北海地方鑛山局綴(昭和19年 9月~20年 7月)
▪ 傷病手當金支給簿(昭和17年)
▪ 傷病手當內拂票明細票綴(昭和17年)
▪ 勞務日報(昭和16年 7月)
▪ 勞務日報(昭和16年 12月~17年 4月)
▪ 本社勞務日報(昭和17年 3月ㆍ4月~昭和18年 8月)
▪ 勞務日報(昭和18年 10月ㆍ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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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社勞務日報(昭和18年 11月~19年 3月)
▪ 勞務日報(昭和19年 6月~20年 1月)
▪ 勞務日誌(昭和16年度 1~4, 昭和18年度 1~4)
▪ 事業日報綴(昭和18年 1ㆍ2)
▪ 事業日報綴(昭和20年 1ㆍ2, 昭和21年)
▪ 勞務課稟議綴(昭和16年)
▪ 勞務課長會議(昭和17年~20年)
▪ 鑛夫募集費統計表(昭和14年~18年)
▪ 鑛夫募集費台帳(昭和14年 8月~20年 1月)
▪ 指定從業者雇入認可申請關係綴(昭和14年 7月~17年 3月)
▪ 勞動者移動狀況速報(昭和17年 9月)
▪ 受信綴(昭和19年)
▪ 勞務來翰綴(昭和19年)
▪ 鑛夫出稼率調(昭和18年 1月~20年 3月)
▪ 留萌國職來翰綴(昭和16年 4月~10月)
▪ 職業指導所關係往復綴(昭和17年)
▪ 職紹關係綴(昭和18年)
▪ 業務上負傷報告書控(昭和18年 4月~25年 3月)
▪ 殉職者過去帳(昭和15年 1月~46年 9月)
▪ 死亡屆(昭和16年 9月)
▪ 鑛夫不足狀況調(昭和14年 8月 19日)
▪ 鑛夫募集ニ關スル件(昭和14年)
▪ 雜書綴(昭和15ㆍ20ㆍ21~23年度)
▪ 昭和15年度上半期鑛夫募集費成績表調査(昭和15年 8月 3日)
▪ 朝鮮人勞動者募集ニ關スル件(昭和15年 8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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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移入半島人狀況報告ニ關スル件(昭和15年 10月 3日)
▪ 鑛夫募集報告書ノ件(昭和15年 10月 13日)
▪ 半島勞動者雇入ニ關シ委任狀御依賴之件(昭和15年 10月 23日)
▪ 移住朝鮮人狀況報告書(昭和15年 9月 19日)
▪ 募集半島人逃走ノ件(昭和16年 3月 19日)
▪ 勞務動員計劃求人申込ニ關スル件(昭和16年 8月 4日)
▪ 移入朝鮮人勞務者出動期間延長願(昭和16年 11月 28日)
▪ 警察往復文書綴(昭和17年 1月~5月)
▪ 勞務充足見込調及朝鮮人勞動者移入狀況ニ關スル件(昭和17年 1月 31日)
▪ 釋放半島人狀況報告書ニ關スル件(昭和17年 3月 6日)
▪ 三月分移住朝鮮人勤勞狀況報國ニ關スル件(昭和17年 4月 3日)
▪ 十六年度半島人勞務者移入速進ニ關スル件(昭和17年 4月 15日)
▪ 朝鮮人勞動者關係綴(昭和17年 7月~20年 10月)
▪ 勞動補導員矢賀部十藏書狀(昭和17年 9月~10月)
▪ 契約證(昭和17年 9月 17日)
▪ ｢母危篤｣ノ電文事實調査ノ件報告(昭和17年 10月 23日)
▪ 半島樂團と洪順姬一行興業の照會(昭和17年 10月 25日)
▪ 妻病氣ニ付キ歸國願(昭和17年 11月 2日)
▪ 勞務者供出殘員輸送計劃ニ關スル件(昭和17年 11月 6日)
▪ 內地行勞務者供出殘員輸送計劃ニ關スル件(昭和17年 11月 6日)
▪ 半島人勞務者募集ニ關スル通牒及參考書(昭和17年)
▪ 半島食費報告(昭和17年)
▪ 半島人勞動者斡旋方御依賴ノ件(昭和18年 9月)
▪ 辭令(任勞務補導員)(昭和18年 10月 19日)
▪ 被扶養家族竝ニ緣故渡航者名簿(昭和18年 11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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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團體旅行決定書送付ノ件(昭和18年 11月 30日)
▪ 半島人勞務者滿期送還者警察署員連送費ニ關スル件(昭和19年 1月 27日)
▪ 移入半島勞務者取扱要綱(昭和19年 8月 1日)
▪ 被扶養家族呼寄證明願(昭和19年 12月)
▪ 天鹽協和會改組ニ伴フ會則變更竝ニ役員委託ニ關スル件(昭和20年 3月 7日)
▪ 微用半島勞務者逃走搜査願(昭和20年 5月 15日)
▪ 朝鮮人勞務者援護立替金請求書ニ關スル件(昭和20年 12月 13日)
▪ 半島人勞務者給與狀況報告月報(昭和20年 10月)
▪ 朝鮮人勞務者及家族送還ノ爲メ仙崎出張ノ件(昭和21年)
▪ 勤勞統計調査ニ關スル件他
▪ 昭和20年度半島人壯丁受閱計劃表, 警察署
▪ 內地移入朝鮮人隊員渡航屆
▪ 靑函連絡船乘便變更願
▪ 歸鮮通知
▪ 勞動團體宿泊(食事)證明書
▪ 半島人募集種別調
▪ 移入朝鮮人勞務者狀況報告
▪ 一時歸鮮者引率要項
▪ 乘船名簿：歸鮮者名簿
▪ 歸鮮宿泊料等支拂明細表
▪ 支給明細書
▪ 朝鮮勞務者家族呼寄書類(コピー)(昭和19年 6月)
▪ 內地渡航關係書類綴(コピー)(昭和19年)
▪ 稼動成績竝債金收支明細表(コピー)(昭和19年~20年. 1-2)
▪ 勤勞者補給金竝家族送金ニ關スル件他(コピ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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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費明細表(大和寮)(コピー)
▪ 石炭統制會及組合關係綴(昭和18年 1月~10月)
▪ 石炭統制會關係書類(昭和19年 1月~3月)
▪ 石炭統制組合往復文書(昭和19年 4月~20年 8月)
▪ 四半期別勞務者充足調炭鑛勞務者充足狀況月報(昭和19年 9月)
▪ 第3次四半期勤勞要員需要調及勞務現況調ベ提出ノ件(昭和19年 11月 20日)
▪ 日曹天鹽炭鑛産業報國大和寮決算書(昭和19年)
▪ 役場往復文書(昭和18年~20年)
▪ 炭鑛勞務統計表(昭和18年 9月)
▪ 日曹天鹽炭鑛業所槪況(昭和20年 7月)
(3) 住友鑛業의 鴻之舞金屬鑛業所 자료(사료철 133건)

北海道開拓記念館이 소장하게 된 住友鑛業株式會社의 鴻之舞金屬鑛業所
의 자료들로 조선인 강제 연행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사편찬
위원회에서는 2002년 말에 디지털화된 파일(CD-Rom 형태)로 자료를 수집
하게 되었는데 해당 자료를 마이크로필름과 종이 출력물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 五號半島人合宿所新設設計圖
▪ 勞務係起案(昭和16年 1~3)
▪ 解雇者鑛夫名簿(昭和16年 1月~12月, 昭和16年度, 昭和16年 1月~4月, 昭和
16年 5月~8月, 昭和17年 1月~7月, 昭和17年度, 昭和18年度, 昭和18年, 昭

和18年 6月以降, 昭和19年度)
▪ 轉鑛者鑛夫名簿(行先不明一括)(昭和17年度以降)
▪ 解雇者考査表綴(昭和16年解雇 1ㆍ2ㆍ4ㆍ9ㆍ10ㆍ11ㆍ12ㆍ15ㆍ22ㆍ28)
▪ 解雇者考査表綴(昭和17年 1月解雇 1ㆍ2, 昭和17年 2月解雇, 昭和17年 4月
解雇 1, 昭和17年 5月~6月解雇, 昭和17年 7月解雇, 昭和17年 8月解雇, 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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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17年 9月解雇, 昭和18年 1月解雇, 昭和18年 2月解雇, 昭和18年 3月解雇
3, 昭和18年 4月~5月解雇, 昭和18年 9月, 昭和20年度 1, 昭和19年 6月)

▪ 解雇者鑛夫名簿(昭和17年~18年)
▪ 勞務關係雜起案綴(昭和15年度)
▪ 調査報告書類(昭和20年度)
▪ 微用關係書類(昭和20年度)
▪ 勞務手帳關係(昭和20年度)
▪ 國民登錄關係書類(昭和18年~19年)
▪ 半島人ノ習性ニ就テ
▪ 半島勞務員統理綱要案
▪ 半島勞務員統理綱要(昭和16年 1月)
▪ 半島勞務者名簿(昭和14年度以降)
▪ 朝鮮人勞務者寫眞名簿
▪ 京畿道勞務者寫眞名簿
▪ 慶尙南道勞務者寫眞名簿
▪ いろは名簿 第二分團
▪ いろは名簿 第三分團
▪ いろは名簿：昭和17年 8月
▪ いろは名簿
▪ 半島人勞務者事故名簿：昭和14年度
▪ 半島人逃亡關係綴(昭和17年度 1ㆍ2ㆍ3)
▪ 家族呼寄關係綴(昭和17年度 1ㆍ2)
▪ 一時歸鮮關係綴(昭和17年度. 1ㆍ2)
▪ 半島人統計關係綴(昭和18年度)
▪ 從前收入額申告書(移入半島人)(昭和19年~20年 1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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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拂依賴書綴(昭和17年~18年)
▪ 臨時皆勤賞給與人名簿(昭和16年度)
▪ 補給關係書類 半島人(昭和20年~21年度)
▪ 金屋淵行半島勞務員(昭和18年)
▪ 足尾行半島勞務員(昭和18年)
▪ 奔別行半島勞務員(昭和18年)
▪ 轉鑛勞務員名簿(半島人)(昭和18年)
▪ 別子行半島勞務員(昭和18年)
▪ 花岡行半島勞務員(昭和18年)
▪ 半島人轉鑛精算表(昭和18年)
▪ 元山 俱知安內半島人
▪ 個人票 足尾(半島)
▪ 個人票 別紙(半島)
▪ 個人票 金谷淵(半島)
▪ 解雇者鑛夫名簿(朝鮮人)(昭和16年 10月, 昭和17年 1月, 昭和17年 7月, 昭
和17年 7月~9月, 昭和17年 10月, 昭和17年 10月~12月, 昭和18年 1月, 昭
和18年 3月, 昭和18年 2ㆍ3ㆍ11月, 昭和20年 11月)
▪ 朝鮮人勞動者關係金錢出納簿
▪ 勞動統計(昭和12年~14年)
▪ 鑛員災害統計(昭和16年 1月)
▪ 鑛員災害統計(昭和18年)
▪ 資金改正資料(昭和17年 7月)
▪ 勞務員慰勞金給與人名簿(昭和15年度上期, 昭和16年度上期末)
▪ 勞務員慰勞金給與調(昭和18年度)
▪ 決戰手當關係書類(昭和19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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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決戰手當集計調書(伊奈牛鑛山分)(昭和19年度 1ㆍ2)
▪ 決戰手當月別名簿(伊奈牛鑛山分)(昭和19年度 1ㆍ2ㆍ3ㆍ4)
▪ 決戰手當集計調書(八十士鑛山)(昭和19年度 1ㆍ2)
▪ 決戰手當集計調書(保抗分)(昭和19年度)
▪ 決戰手當 No.1, No.3)
▪ 決戰手當退職者分
▪ 戰時金屬非常增産期間特別給與調査綴(昭和17年 11月)
▪ 災害事變報告綴(昭和15年度, 昭和16年度, 昭和18年度)
▪ 新設半島人合宿所付近配置圖
▪ 第二協和寮設置平面圖
▪ 第七協和寮世話所設計圖
▪ 第六協和寮ムロ設計圖
▪ 第四協和寮工事平面圖(增築案)
▪ 半島人勞動者ニ關スル調査報告(昭和16年)
▪ 東京日日大阪朝日北夕旭川新聞切拔綴(昭和14年 6月)
▪ 新聞切拔綴(昭和14年 8月)
▪ 東京日日大阪朝日北夕旭川新聞切拔綴(昭和14年 9月)
▪ 新聞切拔綴(昭和14年度分)
▪ 新聞切拔綴 No.2(昭和15年 6月~10月)
▪ 新聞切拔綴(昭和17年 1月分)
▪ 新聞切拔綴(昭和17年 2月分)
▪ 新聞スクラップ帳(昭和18年 1月)
▪ 新聞スクラップ帳(昭和21年 1月~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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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崎縣立 對馬歷史民俗資料館)

나가사키현립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자료(AJP043)

長崎縣立 對馬歷史民俗資料館은 대마도 소재의 역사민속자료관으로 1977
년에 건설되었으며 사료관과 전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對馬歷史民俗資
料館에는 宗家의 문서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55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對馬歷史民俗資料館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대개는 통신사 관련 자료이며 이외에 왜관에서의 무역 관련 자료도
수집되었다.
▪ 朝鮮向日帳(3건)
▪ 朝鮮每日記(2건)
▪ 每日記(16건)
▪ 御在國每日記(4건)
▪ 石州流惡黨漂民一件
▪ 漂民被仰上(5건)
▪ 藥材質正紀事 二ㆍ四
▪ 元字標銀記錄
▪ 嘉永四年辛亥年正月 御手船寶德丸水夫佐須奈村榮作脇差潛商記錄(1698)
▪ 寶政十一年正月相仕之御國江被差越候控 永續御手當金壹萬貳千兩之配朝鮮
公貿易取遣之次第且御身代之出入常時之姿被仰上候書付寫(1698)
▪ 弘化二乙巳年四月 御手船春日丸水夫興四郞角爪潛商之次第來狀共(1845)
▪ 弘化三丙午年四月 坂田屋吉次郞與申者人參潛商之次第(1846)
▪ 弘化四丁未年七月 御水船寶德丸水夫善兵衛銅五ツ入子鍋拾五組銅藥罐拾五古
銅其外庖丁鋏錐おろし等潛商之企於和館相顯候次第來狀幷同願御裁許共(1847)
▪ 嘉永三庚戌年六月 御手船永久丸水夫武吉三拾人水夫卯兵衛傘五拾本水洗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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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持渡人參潛商次第來狀共(1850)
▪ 嘉永四辛亥年 石田屋忠右衛門江二十疋持渡下違人參半斤斗潛商一件記錄
(1851)

▪ 安政六己未年七月 去年條一特送使正官人仁位錄磨下人藤次郞同都船主阿
比留左馬介下人喜一郞與申者共於和館交奸之一件記錄(1859)
▪ 嘉永四辛亥年四月 御手船寶德丸潛商記錄(1851)
▪ 明和四丁亥年 刀紛失一件往復書狀 四月より(1767)
▪ 天保十三壬寅年三月 御手船神風丸水夫市五郞御拘銅盜取候次第來狀共
(1842)

▪ 安政四丁巳年八月 御手船常盤丸水夫松治素麵貳箱持渡爪百七拾五斤潛商一
件記錄(1857)
▪ 弘化三丙午年三月 朝鮮御橫目頭井手右衛門引請下卯右衛門夜中朝鮮人を
呼入候次第(1846)
▪ 享保四己亥年 迎聘使記錄 第六(1719)
▪ 安政五戊午年十一月 御手船住吉丸水夫卯平陳皮三俵持渡於和館相顯候一
件記錄(1858)
▪ 新條公作米庫出許件(1840)
▪ 安政三丙辰年七月 御手船永久丸船添理兵衛水夫紋右衛門金兵衛荷主松井
文作黃芩角爪潛商記錄(1820)
▪ 安政二乙卯四月 御水船住吉丸水夫貞治朝鮮御橫目山田勇作引請下龜之介
人蔘端藥種類油紙等潛商之次第來狀共(1819)
▪ 享保四己亥年 迎聘使記錄 第二(杉村采女, 1719)
▪ 文久二壬戌年八月 御借船幸福丸乘付水夫佐須奈村百姓正作木ノ實油八斗
持渡人蔘藥種牛角都合 三拾貳俵取歸リ相顯候一件記錄(1862)
▪ 援船覺記 貳(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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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縣立公文書館) 소장 자료(AJP049)

가나가와현립 공문서관(

1993년 개관한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은 역사적 공문서, 고문서, 행정간

행물, 고서, 縣史寫眞製本資料 등을 보존하고 있다. 현 단위 공문서관 중에
서도 공문서의 관리에 적극적인 기관으로, 소장 기록물에 대한 공개 지향이
비교적 분명한 곳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키워드 검색을 통해 목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에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료
들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해외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패망과 함께 귀국
하면서 해당지역에 두고온 재산을 조사 작성한 문서인 재외사유재산실태조
사표가 있다.
재외사유재산실태조사표는 1945년 이전에 일본인이 조선과 대만ㆍ만주ㆍ
중국ㆍ남방에서 소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의 조사표이다. 이 자료는 본국으
로 귀환한 일본인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한일협정 체결 직전
인 1964년에 조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보상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이 자료는 도쿄의 한 창고에 있다가 가나가와(神奈川)현립
공문서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그 곳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의 내용

조사자：인양자[귀환자]단체연합회
조사대상 범위：모든 都ㆍ道ㆍ府ㆍ縣
조사표에 기입된 주요 내용：1945년 현재의 주소, 출신지, 현주소, 가족구성,
토지소유 면적(논ㆍ밭ㆍ산림ㆍ택지 구분), 직업, 예금 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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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사료적 가치

조사 시점이 패전 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에 농업ㆍ어업ㆍ상업ㆍ공업 등 종사자뿐 아니라 관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민지기 경제구조와 지배체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재외사유재산실태조사표의 수집 배경

이 자료는 분량이 너무 많아 보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장처인 가나가
와현립공문서관에서 소각할 계획이었다.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 사학자들
은 이 자료가 소각되면 한국사 및 일본사 연구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고 판단하고, 보존 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침 본 위원회 사료조사실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8년부터 자료의 수집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그 해 6월 일본사료 수집 담당자가 일본 출장 중에 고려박물관 관장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 씨를 만나 자료를 열람하고 수집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히구치 관장을 초청하여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가졌
다. 여기서 재외사유재산실태조사표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380건)

이 자료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히구
치 유이치 고려박물관 관장이 사무국 일을 맡고 있는 근대아시아자료연구
회(회장：키무라 켄지 교수[木村健二], 시모노세키 시립대학)에서 이 자료
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2009년 2월 가나가와현립공문서관에 자료촬영 요청
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사료조사실에서는 히구치 관장과 교섭하여 자료의
수집 후 공개 및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자료수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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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단가 등을 확정하여, 약정서를 맺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
로 수집 완료하였다. 정리는 수집 당시 출신지별로 조사표를 모아 CD로 수
집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각 CD를 1개 사료철로 정리하였다.
▪ 야마구치현(山口縣)(1)~(7)

▪ 후쿠오카현(福岡縣) (1)~(22)

▪ 사가현(佐賀縣) (1)~(9)

▪ 나가사키현(長崎縣) (1)~(15)

▪ 구마모토현(熊本縣) (1)~(14)

▪ 오이타현(大分縣) (1)~(9)

▪ 미야자키현(宮崎縣) (1)~(5)

▪ 돗토리현(鳥取縣) (1)ㆍ(2)

▪ 시마네현(島根縣) (1)~(6)

▪ 히로시마현(廣島縣) (1)~(13)

▪ 아오모리현(靑森縣) (1)~(4)

▪ 도치기현(栃木縣) (1)~(6)

▪ 군마현(群馬縣) (1)~(5)

▪ 사이타마현(埼玉縣) (1)~(4)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1)ㆍ(2)

▪ 미야기현(宮城縣) (1)~(16)

▪ 지바현(千葉縣) (1)~(5)

▪ 미에현(三重縣) (1)ㆍ(2)

▪ 에히메현(愛媛縣) (1)~(9)

▪ 가가와현(香川縣) (1)~(9)

▪ 도쿠시마현(德島縣) (1)~(3)

▪ 고치현(高知縣) (1)~(6)

▪ 이바라키현(茨城縣) (1)~(9)

▪ 홋카이도(北海道) (1)~(27)

▪ 기후현(岐阜縣) (1)~(6)

▪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6)

▪ 오사카부(大阪府) (1)~(10)

▪ 오키나와현(沖繩縣) (1)~(18)

▪ 효고현(兵庫縣) (1)~(9)

▪ 시가현(滋賀縣) (1)ㆍ(2)

▪ 아키타현(秋田縣) (1)~(9)

▪ 교토부(京都府) (1)~(5)

▪ 나라현(奈良縣) (1)ㆍ(2)

▪ 오카야마현(岡山縣) (1)~(9)

▪ 아이치현(愛知縣) (1)~(11)

▪ 시즈오카현(靜岡縣) (1)~(13)

▪ 후쿠이현(福井縣) (1)~(5)

▪ 도야마현(富山縣) (1)~(4)

▪ 니가타현(新潟縣) (1)~(3)

▪ 이시카와현(石川縣) (1)~(7)

▪ 도쿄도(東京都) (1)~(9)

▪ 후쿠시마현(福島縣) (1)~(11)

▪ 나가노현(長野縣) (1)~(17)

▪ 이와테현(岩手縣) (1)~(4)

▪ 야마가타현(山形縣)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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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崎市 ふれあい館) 소장 재일 한인 자료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AJP001)

후레아이관은 1988년에 설립된 가와사키시의 사회교육 시설 및 커뮤니
티 센터이다.
그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靑丘社가 맡아서 하고 있다. 청구사는 1969년
재일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 교회에 설치된 보육원으로 출발하여 발전해 왔
고, 민족차별 반대운동과 함께 재일 한인과 일본인들 간의 지역내 공생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후레아이관은 가와사키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일본인과 재일 외국
인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강좌와 강연회의 개회, 문화교육활동, 역
사ㆍ문화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전시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후레아이관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재일외국인교육생활상담센터 신
아이쥬쿠(信愛塾)와 함께 기관 관계자들 중에 재일 한인 운동을 선구적으
로 이끈 핵심 인물이 많아 소장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의 질적 수준도 높다.
특히 후레아이관의 자료수집에서는 청구사와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직원으로 활약했던 배중도 관장의 열성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후레아이관의 조직과 활동, 자료수집 배경과 소장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는 [토노무라 마사루(外村大)ㆍ타니가와 유이치로(谷川雄一郞)ㆍ라경수, ｢일
본 후레아이관ㆍ신아이쥬크(信愛塾) 소장 재일조선인관련자료 조사 및 해
제｣(해외사료총서 15, 국사편찬위원회, 2007), 1~168쪽)]에 자세한 설명
이 있다.
【수집 자료】(사료계열 2건, 사료철 1,288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후레아이관 자료를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수
집하였다. 2006년에는 주로 후레아이관 자료실의 자료로 재일 한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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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일반 단행본 제외)를 수집하였고 2007년에는 후레아이관 관장실에
보관 중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후레아이관 자료는 모두 원본 이미지를 공
개하고 있다.
(1) 후레아이관 자료실 소장 자료(사료철 1,031건)

이 사료계열에 포함된 자료는 2006년에 수집된 후레아이관 자료실의 자
료들이다. 다양한 자료들 중 일반 단행본류를 제외하고 (1) 후레아이관의
활동 관련 서적, 잡지논문, 영상 및 음성자료. (2) 재일 한인을 주요 테마로
하는 자료. (3) 재일 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테마로 하는 자료
중에 특히 그 가치가 높거나 내용적으로 흥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4)
재일 한인 개인들이 조직한 단체의 간행물로 일반 공공도서관 등에는 소장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5) 한국의 문화ㆍ역사ㆍ사회 등과 관련된
자료로 일반 공공도서관 등에는 소장돼 있지 않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
학문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이 사료계열에 포함된 수집 자료 중 문서 자료는 AJP001-01-1부터 AJP001001-6까지의 DVD에 담겨 있다. 각각의 사료의 일반주기에 어떤 DVD의 어

떤 폴더에 담겨 있는지 설명이 있다. 영상 및 음성 자료도 각각 일반 주기에
DVD 타이틀 또는 파일의 원 번호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2) 후레아이관 관장실 소장 자료(사료철 257건)

후레아이관 관장실 자료와 후레아이관의 여타 장소에 있는 자료는 동질
의 성격의 자료들이 많으며, 명확한 기준으로 분리 보관된 것은 아니다. 단
지, 배중도 관장 이 수집한 자료 중에 특별히 소중한 것이나, 가끔씩 재일
한인 문제에 관한 강연을 행하거나 각종 심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배 관장이 그 준비를 위해 가까이에 두는 자료들, 배 관장 자신이 집필한 논
문이나 인터뷰 기록이 있는 잡지 등을 관장실에 두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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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운동단체 등의 간행물：비교적 최근의 자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지만, 배중도 관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동단체들이 펴낸 1970년
대 자료도 있다. 예를 들어, 히타치 취직차별 반대투쟁의 기초적 자료라
할 수 있는 朴君を囲む會 朴君を囲む會 會報 등이 있다. 잡지인 玄界
灘은 朴君を囲む會의 멤버가 간행한 것으로 배중도 관장이 편집장을
역임했다. 후레아이관의 운영기관인 청구사 관련 자료에는 共に生きる
靑丘社創立10周年記念(1984년)과 共に生きる 靑丘社創立20周年記念
(1994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1980년대에 집중된 지문날인 문제, 근

래의 중요한 과제인 외국인 참정권 관계, 민족교육 관련의 자료도 많다.
2) 재일코리언 기독교도들의 간행자료：후레아이관 관장실 소장 재일대한

기독교회 관련단체의 간행물로는 全國婦人會ニュース, 在日韓國人
基督敎會婦人會全國連會創立40周年記念, 全協ニュース 등이 있다.
3) 행정당국의 간행물：행정당국은 1980년대 이후, 재일외국인을 주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일본인에 대한 계몽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관한
자료들도 관장실 소장 자료이다. 가와사키시 시민국에서 발행한 在日
韓國 / 朝鮮人を理解するためのハンドブック(1990년), 가와사키시 인
권간담회에서 발행한 川崎市人權指針の策定に向けて(1994년), 그리
고 大阪府企劃調整部國際人權平和室의 在日外國人施策の充實に向け
て(1995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찰청 경비국 외사과에서 낸 朝鮮
の姓字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1963년)는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귀한
자료라 하겠다.
4) 학교 관계자의 조사/활동 보고서：재일한인 아동들의 정체성 보장은 청

구사나 후레아이관 활동의 핵심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자료가 있다. 가
와사키시와 가나가와현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후레아이관
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니는 가와사키시립 사쿠라모토 중학교가 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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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崎市立櫻本中學校 人權尊重敎育公開授業(1997년), 가와사키 조선초
중급학교가 펴낸 第二回特別公開授業(2001년), 요코하마시의 재일코
리언 집거지구에 있는 요코하마시립 나카무라 소학교에 의해 간행된 在
日韓國 / 朝鮮人兒童と共に生きるために, 神奈川縣高等學校敎職員組合敎
硏常任委員會가 펴낸 敎硏ニュース 高校生の韓國 / 朝鮮(人)觀(1999년),
그리고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가 낸 かわさき外國人敎育推進資料Q&A
(2005년) 등이 있다.
5) 민족단체의 간행자료：근래의 민단과 그 산하기관 관련 자료들이 주를

이룬다. 재일대한민국청년회가 펴낸 ｢歷史を傳える運動｣ 中間報告書
(2002년), 민단중앙본부의 地方參政權指針(1996년) 등이 있다.
6) 각종 조사보고서 및 연구자/연구단체의 간행물：1980년대 후반 이후, 재

일한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연구자들이 이를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경우
가 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 논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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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富蘇峰記

도쿠토미소호기념 시오자키재단 도쿠토미소호기념관(
) 소장 자료(AJP040)

念鹽崎財團 德富蘇峰記念館

德富蘇峰記念館은 일본 가나가와현 니노미야쵸(二宮町)에 위치하고 있
다.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는 ‘일본 제국’ 시절 일본의 대표
적인 언론인이자 제국주의 이데올로그이며 영향력 있는 ‘민간 역사학자’였
다. 1910년대에 京城日報의 고문으로 조선총독부의 언론 정책에 관여하며
일본의 한국 지배 정책 수집, 집행에도 크게 관여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에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財團法人德富蘇峰記念鹽崎財團 德富蘇峰記念館은 德富蘇峰의 마지막 비
서였던 鹽崎彦市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보관하고 德富蘇峰을 기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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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세운 것으로 鹽崎이 사망한 후, 德富蘇峰記念鹽崎財團이 설립되어 해
당 재단에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념관의 자료로는 서한, 원고류,
유품 그리고 도쿠토미 관련 책자 등이 있는데 특히 1만 2,000여 명과의 4만
7,000여 통의 서한 자료가 유명하다.
【수집 자료】(사료철 1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德富蘇峰記念館(德富蘇峰記念鹽崎財團) 소장 서
한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德富蘇峰記念館에는 약 1만 2,000
명이 보낸 약 4만 7,000통의 서한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673통의 한국 관
련 서한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책자 형태로는 5권 10책이다. 野田卯太郞
(93通)을 비롯해 宇都宮太郞(13通), 工藤壯平(31通), 國分三亥(23通), 小松

綠(20通), 關屋貞三郞(10通), 多木久米次郞(22通), 中島司(23通), 中野正剛
書簡(17通), 南次郞(17通), 若松兎三郞(53通), 山崎猛(35通), 權藤四郞介
(47通), 立花小一郞(18通), 中村健太郞(47通) 등의 서한이 양적으로 많다.

德富蘇峰記念館 소장 서한 중 2,315통은 德富蘇峰關係文書(全3卷)에
활자화되어 실려 있다. 해당 서적은 모두 3권으로 1권은 伊藤隆 책임 하에,
2, 3권은 酒田正敏 책임 하에 편집, 간행되었으며 간행 연도는 1982, 1985,
1987년이며 출판사는 山川出版社이다. 위의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서한은 德

富蘇峰關係文書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들의 서한이다.
이 사료계열에 포함된 德富蘇峰宛書簡目錄은 德富蘇峰記念館 소장 서한
의 전체 목록으로 德富蘇峰記念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참고：방광석, ｢德富蘇峰記念館 소장 서한 수집 자료｣(해외사료총서 22, 일

본 중국 소재 한국사 조사 보고, 2010), <세부목록 별첨>)
▪ 德富蘇峰宛書簡集 第1卷 제1分冊~第5卷 第2分冊
▪ 德富蘇峰宛書簡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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澁澤靑淵記念財團

시부사와 에이치 기념재단 시부사와사료관(
) 소장 자료(AJP035)

澁澤史料館

시부사와 에이치(1840~1931)는 농업과 상업을 겸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혀나갔다. 1867년 27
살의 그는 파리 만국박람회를 시찰한 것을 계기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
업제도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몸소 체득한 후 1869년 메이지 정부의 조세국
장, 구조개혁 국장을 맡고 일본의 조세ㆍ화폐ㆍ은행ㆍ회계 제도를 근대적
으로 개혁하였다. 1873년에 실업계에 투신했하여 미즈호 은행, 도쿄가스,
도쿄해상화재보험, 태평양시멘트, 데이코쿠호텔, 치치부철도, 도쿄증권거래
소, 기린맥주, 세키스이 건설 등 500개의 기업 설립에 관여하며 사업과 제
도를 수없이 벌여나갔다. 한편 히토쓰바시, 도쿄게이자이, 와세다, 도시샤
대학 등의 설립에도 관여했다. 도쿄양육원, 일본적십자사, 세우루카국제병
원 등 600여 개의 공익단체를 주도하고 미국, 중국, 인도 등과 민간외교 활
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시부사와에이치 기념재단(舊 澁澤靑淵記念財團 龍門
社) 소속 시부자와사료관은 시부사와 관련 자료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澁澤史料館에서 전기자료 편찬 관련 자료를 수집
하였다.
1) 舊澁澤事務所 ｢要用書類綴込目錄(附 諸會社團體報告書類)｣

要用書類綴込目錄은 시부사와사무소에 보존되어 있던 것으로 시부사와
에이치 전기자료 편찬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것이다. 諸會社團體報告書類
또한 시부사와에이치 전지자료 편찬에 사용된 것으로 시부사와사무소에 보
존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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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圖書目錄(傳記 歷史)｣

시부사와사료관의 도서목록(전기 역사 부분)이다. 수집 당시 시부사와사
료관의 要用書類綴込目錄과 함께 제본되어 있었다.

12

東洋文庫) 소장 자료(AJP045)

도요문고(

일본 東洋文庫는 일본의 東洋學硏究圖書館으로 미쓰비시(三菱)의 3대
當主인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가 1924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동양
학 분야에서 일본 최고, 최대의 연구도서관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장서수는
약 100만점이라고 한다. 특히 고전적 분야의 귀중 컬렉션이 유명한데 한국
고전적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색도구：http://www.toyo-bunko.or.jp]

東洋文庫는 1917년에 三菱財閥의 제3대 총수인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
彌)가 당시 중화민국 총독부고문 모리슨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구
미 문헌의 방대한 컬렉션(모리슨문고)을 구입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배경
에는 미츠비시가의 사위인 이노우에 쥰노스케(井上準之助)대장대신의 강
력한 후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노우에는 초대 도요문고 이사장에 취임
한다. 岩崎久弥는 모리슨 문고에 일본서, 한적을 비롯한 아시아 제 언어문
헌을 수집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1924년에 岩崎久彌가 소장하고 있는 ｢岩
崎文庫｣의 대부분이 기탁되어 아시아 전역을 망라하는 컬렉션을 구축하였
다. 1924년에 東京 文京區 本駒込에 사립 도서관 겸 연구소인 東洋文庫가
설립되었다. ｢모리슨문고｣ 구입 후 모리슨문고 임시 사무소가 설치되어 문
고를 정리하고 대폭적인 증보, 확충하는 사업을 담당했다. 임시 사무소에는
橫浜正金 頭取 井上準之助(1869~1932), 同銀行北京駐在總取締役 小田切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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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之助(1868~1934), 三菱合資會社管事 桐島像一(1864~1932), 帝國大學文
科大學長 上田万年(1867~1932), 帝國大學敎授 白鳥庫吉(1864~1937) 등 5
인의 상담역이 위촉되었다. 임시 사무소의 사실상 실무는 제국대학 사학과
연구실 부조수인 石田幹之助(1891~1974)가 주임에 위촉되어 담당하고, 井
上準之助가 총무를 총람하는 한편, 학술상의 구체적인 문제는 上田, 白鳥의
자문을 구했다. 이후 재단법인으로서의 동양문고 발족이 결정되었고, 평의
원, 이사, 감사 등의 간부를 정하고 문부성으로부터 1924년 재단법인 인가
를 받았다. 東洋文庫는 동양학 관계도서의 수집, 연구서의 출판, 국제교류
를 하면서 활동을 확장해 나갔는데, 제2차 세계 대전 후 혼란기에 지원자인
미츠비시 재단의 해체에 의해 경영이 곤란하게 되어, 장서는 산일하는 위기
에 처해진다. 이 궁지에 1947년 이사장에 취임한 전수상인 시데하라 키쥬로
(幣原喜重郞)의 진력에 의해 국회가 지원에 나서고, 1948년 미츠비시 재단

의 지원 아래 있던 靜嘉堂文庫와 함께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배 하에 들어간
다. 이로 인해 국회도서관은 동양문고 내에 지부 동양문고를 두고, 도서관
부분의 열람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1961년부터는 유네스코의 요청에 의해
유네스코 동아시아 문화연구 센터가 설치되어, 2003년에 센터가 종결될 때
까지 아시문화 아시아 연구의 동향을 세계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형식, ｢東洋文庫 소장 식민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해제｣, 일본ㆍ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 해외사료총서 22, 2010년, 99~153쪽 참조)
【수집 자료】(사료철 1건)

▪ 滿洲事變前後ニ於ケル朝鮮人思想變遷情況(朝鮮軍司令部思想硏究委員,
1934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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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人歷史資料館) 소장 자료(AJP032)

재일한인역사자료관(

2005년 11월에 설립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재일 한인이 일본으로 도

항한 사정과 당시의 생활실태, 강제연행, 외국인등록법개정운동 등 권익옹
호운동, 민족교육, 문화ㆍ예술활동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전시ㆍ공개함으로써 “在日”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도서자료실에서는 전전, 전후의 자료집과 일본과 한국에서 출판된 “在
日”에 관한 서적이나 자료, 재일 작가의 출판물, 시민단체의 뉴스레터 등을
수집,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在日韓人歷史資料館 홈페이지(http://www.j-koreans.org) 참조)

(1) 미즈노 쓰타(水野津太) 자료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소장 자료 중 재일코리안(在日コリアン)歷史資料館
調査委員會에서 정리한 미즈노 쓰타(水野津太) 자료, 일명 水野資料(川上
村)이다. 미즈노 쓰타는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자료부에서 일하던 인물로
1950년 일본공산당 탄압 당시 일본공산당 자료 일부가 미즈노의 자택에 보

관되게 되었다. 1957년 12월 일본공산당 자료부에서는 미즈노의 자택에 보
관하던 자료를 다시 반출하여 갔는데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반
출되지 않고 미즈노의 자택에 계속 보관된 자료가 있었는데 미즈노 자료란
자택에 계속 보관된 자료를 말한다.
미즈노 쓰타에 대한 연구：｢革命に生きる－數奇なる女性ㆍ水野津太 時代の
證言(혁명에 산다 / 기구한 여성ㆍ미즈노 쓰타－시대의 증언)｣(水野津太遺稿
刊行委員會 감수, 由井 格, 由井 りょう子 편집, 2005. 10, 五月書房, 東京).
【수집 자료】(사료철 81건)

水野津太 자료는 1940년대말 1950년대 초의 재일 조선인 관련 자료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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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포함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재일한인 역사자료관조사위원회
에서 정리한 미즈노 자료 중 재일 조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자료
의 구성은, 크게 보아 해방 후 1950년대 초 무렵까지 재일 한인 운동과 관
련된 팜플렛 등의 문서 자료와 같은 시기의 재일 한인 관련 사진 자료로 이
루어져 있다.
1) 문서 자료(사료철 72건)

도쿄를 비롯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 농민조합, 공산당, 각종 대중단체에
서 발행한 기관지, 신문, 교육 및 투쟁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水野資料(川上村) 勞組機關紙ㆍビラ綴(1950. 6.)
▪ 水野資料(川上村) 細胞新聞 地區ㆍ地方委機關紙綴(1950. 6.)
▪ 水野資料(川上村) 北海道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新聞(その一, その二,
その三, その四, その五 細胞新聞 その一, その六 細胞新聞 その二)(1950)
▪ 水野資料(川上村) 北海道地方 大衆團體新聞(その一)(1950. 8.)
▪ 水野資料(川上村) 北海道地方大衆新聞(その二)(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東北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新聞(その一, その二)(1950.
9.~10.)

▪ 水野資料(川上村) 東北地方 大衆團體新聞(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北陸地方 大衆團體新聞(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北陸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新聞(その一)(1950. 8.)
▪ 水野資料(川上村) 東海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新聞(その一, その二)
(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東海地方 大衆團體新聞(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東京都 各級機關紙及各地域新聞(その一, その二, その
三, その四)(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東京都 大衆團體新聞(その一, その二, その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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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野資料(川上村) 關東地方 各級機關紙(その一, その二, その三)(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東地方(東京を除く)大衆新聞(その一) 千葉ㆍ群馬ㆍ
茨城ㆍ山梨ㆍ栃木(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東地方(東京を除く)大衆新聞(その二) 埼玉ㆍ神奈川
(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大坂地方 關西地方機關紙(その一) 關西委ㆍ大坂府委
(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大坂地方 關西地方機關紙(その二) 南ㆍ北ㆍ東大坂地區
委(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大坂地方 關西地方機關紙(その三) 各地區(その一)
(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大坂地方 關西地方機關紙(その四) 各群委ㆍ各細胞(そ
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大衆新聞(5) 奈良ㆍ滋賀ㆍ福井ㆍ和歌山(その
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大坂)地方 各級機關紙(5)(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各級機關紙(その六) 京都府(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各級機關紙(7) 兵庫縣(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各級機關紙(8) 兵庫縣(その二)(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各級機關紙(9) 奈良ㆍ滋賀ㆍ和歌山(その一)
(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大衆新聞(その一 大阪府 その一, その二 大阪
府その二)(1950. 8.)
▪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大衆新聞(その三 京都府 その一, 大衆新聞(そ
の四 京都府 その二)(19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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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野資料(川上村) 關西地方 大衆新聞(6) 兵庫縣(その一)(1950. 9.)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四七年度(1947)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四七年度 指令(および一九四六年指令 一枚)(1947)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四九年 通達 項目別(その一, その二)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 通達(番號ナシの分)
▪ 指令 一九五○年(四○五號~四一五號)~一九五一年(番號ナシ)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一年 通達 發行順綴(內容目錄別保管)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一年 通達 項目別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一年 資料(內容目錄別保管)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二年 通達 發行順綴(內容目錄別保管)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二年 資料(內容目錄別保管)
▪ 水野資料(川上村) 水野資料(川上村) 1953年
▪ 水野資料(川上村) 第四回~第六回(戰後) 黨大會資料(1946. 1. 8.)
▪ 水野資料(川上村) 自一九四七年至一九四九年 區國際(1947)
▪ 水野資料(川上村) 神戶朝鮮人敎育資料(1948. 5. 23.)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四八年 關西地方 鬪爭資料(1948)
▪ 水野資料(川上村) 書記局員 各地に於ける出張報告(1946. 6. 18.)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四八年 北陸地方 鬪爭資料(1948)
▪ 水野資料(川上村) 黨建設者 一號~一六號(一九五三年一月十五日~十月一日)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九月~一○月 中國地方 各級機關紙(1)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十月~十二月 中國地方 大衆新聞(1)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九月~十一月 四國地方 各級機關紙(1)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八月~十一月 四國地方 大衆新聞(1)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九月~十一月 九州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
新聞(その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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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十月~十一月 九州地方 各級機關紙及各地域
新聞(その二)
▪ 水野資料(川上村) 一九五○年九月~十一月 九州地方七縣 大衆新聞(その一)
2) 사진 자료(사료철 9건)

미즈노 쓰타 자료 중 1948~1951년 무렵까지의 사진 자료이다. 미즈노 쓰
타 사진 자료는 모두 1,593장인데, 그 중 재일 한인 관련 사진은 162장이
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는 모두 437건이다. 사진
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해제가 없는 사진은 미해제 자료로 묶었다.
5ㆍ30인민대회 사진의 일부, 인권옹호대회 사진의 전부, 민청 시나가와

지부 대회 사진 전부는 해제는 있으나 사진들 중 어느 사진이 해당 사진인
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사진은 미해제 사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수립 경축대회(48장)
(2) 3ㆍ1혁명 31주년기념 인민대회(23장)
(3) 재일본조선학생동맹(28장)
(4) 다이토(台東)회관사건(40장)
(5)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김천해(10장)
(6) 러시아혁명 31주년기념(1장)
(7) 평화옹호대회(5장)
(8) 5ㆍ30인민대회(10장)
(9) 미해제 사진 자료(213장)

사진들은 위 주제별로 묶여 있으며 주제별 및 개별 사진별 설명은 해당
목록에 담겨 있다. 사진의 분류와 설명은 나기태, ｢미즈노 쓰타(水野津太)
사진 자료 중에서 재일조선인관계 사진해제｣ 보고서 [2007년 국사편찬위원
회 국외사료 해제 지원 사업]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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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 한인 관련 신문
在日韓人歷史資料館에 소장되어 있는 재일 한인 관련 신문으로, 재일한
인 역사자료관조사위원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6건)

▪ 朝鮮民衆新聞(第9~13號)
▪ 民衆新聞(第14~30號), ウリシンムン(第1號, 關西版 第1號)
▪ 解放新聞(第3~939號)
▪ 朝鮮民報(第1058~1598號)
▪ 民主共和報(創刊號~第1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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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國人問題硏究所；RAIK) 소장 자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AJP030)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는 1974년 2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 등 재일 한국인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
들을 연구하고 이 정보를 재일 한국인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나 단체에 제
공하며 개인과 단체가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기관이다. 영문명이
“Research Action Institute for the Koreans in Japan” 이라 보통 “RAIK(레이크)”

로 불린다.
RAIK는 설립 당시에는 자료가 거의 없었으나, 연구원 배중도 등 기관 관

계자들의 노력으로 재일 한국인 관련 서적과 신문 스크랩, 집회 자료 등이
수집, 정리되어 나갔다. 특히 1974년 RAIK에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협의
회((民鬪連)” 연락처가 설치되고 배중도가 민투련의 사무국장이 되면서 민
투련에 참가하는 각지 단체들의 기관지나 안내책자 등이 속속 RAIK에 모였
다. 또 1980년대에 들어와 민족차별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민족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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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처에서 생겨난 시민단체들과 각 분야의 연구
자, 지자체의 주민정책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 의해 연구논문이나 조사
보고, 정책제안 문서 등이 작성되고 저서 등이 간행되어 RAIK에 기증되었다.
[토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라경수, ｢해방 후 재일코리언 운동 관련 자료

의 소재 및 내용｣(일본ㆍ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 2010년, 국사
편찬위원회, 1~98쪽) 참조]
【수집 자료】(사료철 173건)

위 자료 중에서 주요 자료를 선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7년에 수
집하였다.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자료는 RAIK通信 등 RAIK 자체의 간행물과 신
문 스크랩 자료, 재일 한국인 기독교도의 간행물, 일본인 기독교도와 한국
및 재일 한국인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 민족차별 반대운동 등 시민
운동 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 행정기관의 간행물, 민족단체의 간행물, 각
종 조사 보고서, 연구자 및 연구단체의 간행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1999年度 第45回定期總會 總會錄(2001. 9. 1.)
▪ 1999年度 第45回定期總會 獻議案ㆍ資料(2001. 9. 1.)
▪ 2003年度 第47回定期總會 報告書 2003年 10月 13日~15日 東京敎會堂(2003.
10. 13.)

▪ 안녕! アンニョン 1996年 Summer Vol.12(1996. 7. 12.)
▪ 안녕! アンニョン 1996年 Winter Vol.13(1996. 12. 15.)
▪ 第5回 朝鮮人ㆍ中國人强制連行ㆍ强制勞動を考える全國交流集會 資料集
(1994. 7. 30.)

▪ 평화통일과 KCCJ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 평가
자료집(2000. 12. 12.)
▪ 川西敎會六十年史(199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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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日大韓基督敎會 西南地方會會錄 1951年 6月~1980年 9月(1997. 6.)
▪ 在日大韓基督敎會 西南地方會會錄 1981年 9月~1990年 6月(1997. 6.)
▪ 在日大韓基督敎會 西南地方會會錄 1991年 6月~1997年 6月(1997. 6.)
▪ 創立五十周年記念誌 在日大韓基督敎廣島敎會(1998. 7. 5.)
▪ 金日成主席と韓國近代史(2002. 4. 15.)
▪ 70年代の朝鮮Ⅰ 政治編(1974)
▪ 70年代の朝鮮Ⅲ 經濟編(1974)
▪ 70年代の朝鮮Ⅳ 軍事編(1974)
▪ 70年代の朝鮮Ⅴ 社會編(1975)
▪ 70年代の朝鮮Ⅵ 資料編(1975)
▪ 日韓聖公會宣敎協動20周年大會 歷史資料集(2004. 10. 18.)
▪ 人種主義, 人種差別, 外國人排斥および關連する不寛容に反對する世界會
議(2002. 8.)
▪ 在日コリアン人權白書 2004年度版(2005. 12. 1.)
▪ 若い力で新しく 關西韓國YMCA創立30周年記念誌(2004. 7. 2.)
▪ 第1回 韓國スタディツアー報告書 參加者感想文(2003. 10. 15.)
▪ 日韓キリスト者ㆍ市民連帶セミナー報告書(2004. 4. 2.)
▪ 이어 イオ 3(2006. 2. 1.)
▪ 多文化共生敎育 硏究會收錄 vol.1(2005. 6.)
▪ NK會資料叢書1 北朝鮮動向(1980~1983)(1984. 12. 15.)
▪ 廣野の行進 朴炯圭牧師說敎集(1989. 7. 24.)
▪ かすかな聲を聞け－海外出稼ぎのアジア人女性の證言(1989. 5.)
▪ 福音の継承を21世紀へ AVACOの原点(1999. 6. 10.)
▪ 札幌敎會百年の步み(1992. 7. 15.)
▪ 神戶敎會70年史(199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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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阪敎會55年史(1979. 3. 10.)
▪ 京都敎會の歷史 1925~1998(1998. 9. 25.)
▪ 第5回 民鬪連全國交流集會 資料集(1979. 11. 2.)
▪ 第6回 民鬪連全國交流集會 資料集(1980. 11. 1.)
▪ 第9回 民鬪連全國交流集會 いきいきとした民族意識をうちたて生活權を
擴充しよう 資料集(1983. 11. 1.)
▪ 第16回 民族差別と鬪う連絡協議會全國交流兵庫集會報告資料集(1990. 11. 23.)
▪ 宣敎の課題としての在日韓國人問題 第1回ㆍ第2回在日韓國人問題宣敎會
議 報告(1989. 10. 17.)
▪ 聖公會生野センター10周年記念誌 地域と共に步むことを願い(2002. 9. 22.)
▪ 東京中央敎會創立30周年記念誌(2003. 4. 28.)
▪ 2001年度 第46回 定期總會 報告書(2001. 10. 23.)
▪ 2001年度 第46回 定期總會 總會錄(2003. 9. 1.)
▪ 1989年度 第40回 總會 總會錄(1991. 7. 17.)
▪ 1995年度 第43回 總會 總會錄(1997. 9. 1.)
▪ 私たちの世界 神さまがつくられた世界(2002. 3. 1.)
▪ 靑商 豊な地域社會の創造をめざして 在日韓國靑年商工人連合會 設立15
周年記念誌(1995. 9. 30.)
▪ 日本の大學に學ぶ在日同胞朝鮮人學生のアンケート調査－日本の大學に學
ぶ2世, 3世の祖國觀, 民族觀について(1980. 5. 25.)
▪ 多民族共生 合本(4)(2005. 7.)
▪ 人權硏修資料集(本編)(2004. 3.)
▪ 人權硏修資料集(資料編)(2004. 3.)
▪ (part1-Tokyo)未來フォーラム－21世紀の在日同胞社會づくりに向けて
(200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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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日同胞の生活實態と意識調査(Ⅰ) 調査報告書(1988. 1.)
▪ 豊中市外國人市民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書(1999. 1.)
▪ (在日韓國ㆍ朝鮮人問題をめぐる社會學的硏究) ｢在日｣ 若者世代の葛藤と
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樣化(1991. 2.)
▪ 鐘聲 第2號－<共同硏究>戰前の歷史敎科書にみる朝鮮像(1982. 3. 1.)
▪ 恨五十年 日警察と司法の橫暴許すまじ!(1988. 8. 15.)
▪ 創立40周年記念誌 1958~1999(1999. 12. 25.)
▪ 創立50周年記念集會 在日敎會の課題と女性の使命(1999. 6. 29.)
▪ 武庫川敎會70周年記念誌 1931年~2001年(2001)
▪ 創立70周年記念誌 1928~1998(1998. 11. 29.)
▪ 創立70周年記念誌(1997. 11. 16.)
▪ 大阪西成敎會八十年史( 2003. 11. 16.)
▪ 日本で考えたこと 母ㆍ妻ㆍ敎師として(1993. 12. 20.)
▪ 在日マイノリティ高齢者の生活權－主として在日コリアン高齡者の實態か
ら考える(2005. 7. 15.)
▪ (國際人權ブックレット4) 問われる多文化共生 敎育ㆍ地域ㆍ法制度の視
点から(1998. 3. 15.)
▪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もとめて(1989. 8. 30.)
▪ 民衆神學 講演集(1984. 3. 1.)
▪ 韓國民主化鬪爭資料集 1973~1976(1976. 6. 30.)
▪ 島根縣日韓親善の二十年(1989. 7. 12.)
▪ 글방 クルバン(塾報) 第18號 第49(1994年 10月)期(1995. 7. 9.)
▪ トッカビ子ども會20年のあゆみ－ともに生きる八尾, まちづくり(1995. 8. 21.)
▪ 小澤有作さんの差別發言を糾す 運動の軌跡－記錄と資料(1997. 4.)
▪ 九州の强制連行(199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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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都における朝鮮人の歷史ㆍ資料集(第1冊)－社會時報 關係記事(1997.
6. 10.)

▪ 民鬪連ニュース 合本 No.16~30(1980. 8. 15.)
▪ 民鬪連ニュース合本 No.1~15(1980. 8. 15.)
▪ 人生はいろいろありますね, 神奈川縣における多文化共生社會をめざして
－オーストラリアの實踐に學ぶ(1996. 3.)
▪ 2000年度 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 2001年 3月(2001. 3.)
▪ 2000年度 在日韓國人意識調査幹部報告書 2002年 3月(2002. 3.)
▪ 廣島市外國人市民生活ㆍ意識實態調査報告書 平成14年度(2003. 3.)
▪ 人權年表(1998. 1.)
▪ 韓靑連通信 14－歷史認識の共有を! 戰後報償の實現を! 在日韓國人靑年全
國キャンペーン 報告集(1998. 2. 18.)
▪ 韓靑連News No.23(1998. 2. 23.)
▪ 안녕! アンニョン 1994年 Summer Vol.8ㆍ9ㆍ14ㆍ15ㆍ16~20, 23~25
▪ 안녕! アンニョン 創刊號, 2~7號
▪ 加藤慶二追悼文集 死ぬ日まで 空を仰ぎ(1993. 5. 1.)
▪ 在日外國人と共に步む道を探る－人權は守られてきたか(2000. 9. 1.)
▪ 韓國の敎科書の中の日本と日本人(1989. 3. 25.)
▪ 朝鮮民族の歷史と日本(1985. 9. 1.)
▪ キリスト敎中學ㆍ高校同和敎育資料 いばらの冠(1983. 2. 20.)
▪ 在日外國人敎育Ｑ＆Ａ(1999. 8. 25.)
▪ 歷史副読本 日本の歷史と朝鮮, セクトン 日本語で書かれている朝鮮兒童
圖書目錄(1983. 8. 15.)
▪ 朝鮮人敎育読本 本名でトライ(1990. 8. 15.)
▪ 2005年度外國人の子どもの就學狀況實態調査報告書 すべての子どもた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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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敎育權の保障をⅡ(2006. 3.)
▪ すべての子どもたちに敎育權の保障を 愛知縣32市への ｢外國人の子ども
の修學狀況實態調査｣ 報告書(2005. 3.)
▪ 東京都23區の公立學校における外國籍兒童ㆍ生徒の敎育の實態調査報告
2004年 VOL.4(2005. 4.)

▪ 東京都23區の公立學校における外國籍兒童ㆍ生徒の敎育の實態調査報告
2002年 VOL.3(2003. 4. 2.)

▪ 東京大學の韓國人留學生－その生活狀況と日韓關係への提言(1997. 12.)
▪ 共に生かされる社會を マッキントシュ宣敎師在留健ㆍ宣敎權訴訟全記錄(1994.
6. 10.)

▪ 在日 ミニコミㆍブックリスト 1991年版(1990. 12. 1.)
▪ 再び狙われたチマㆍチョゴリ 朝鮮人學生に對する人權侵害調査委員會 緊
急報告書(1998. 11. 10.)
▪ 壁のむこうのこどもたち(1979. 10. 15.)
▪ 朝鮮人のなかの日本(1971. 3. 15.)
▪ 出入國管理 現代の｢鎖國｣(1970. 11. 15.)
▪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外國人登錄法の違反態樣と捜査の要点(1982. 2. 10.)
▪ KCIA 韓國中央情報部 日本における暗躍の實態(1976. 4.)
▪ 続ㆍ侵される人權 在日朝鮮人の生活と鬪爭(1983. 9. 20.)
▪ 見えない人々 在日朝鮮人(1973. 4. 5.)
▪ 入管體制を知るために!(付ㆍ出入國法案全文)(1972. 4. 20.)
▪ 出入國法案(全文) 入管體制を知るために(別冊)(1972. 3.)
▪ 入管體制を知るために!(1970. 12. 20.)
▪ 韓國情勢とわれわれの任務－朝鮮人民との連帶の强化をめざして(197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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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歷史から學ぶ 韓國リバイバルの源泉－日本のバイバルを求めて(1971.
10. 20.)

▪ 子どもが王樣の國(1975. 2. 13.)
▪ 半月の詩 私の韓國五十年誌(1976. 1. 15.)
▪ 權益運動の學習資料(1980. 7.)
▪ 60万人の島囚(1969. 4. 25.)
▪ 京都市在住定住外國人意識ㆍ實態調査報告 別編－自由記述にみる在住外國
人の意見(1997. 9.)
▪ 在日韓國人の社會成層と社會意識全國調査 報告書(1997. 7. 12.)
▪ 西成區在日コリアン人權意識調査 報告書 1998年 4月(1999. 2. 1.)
▪ 在日外國人の人口動態[韓國ㆍ朝鮮] 2001年版(2001. 3. 14.)
▪ 第3次 在日韓國人靑年意識調査 中間報告書 1994年 2月(1994. 2. 19.)
▪ 어깨동무 オッケトンム(1987. 6.), 子どもの敎育環境についての アンケー
ト調査報告書－大阪市における在日韓國ㆍ朝鮮人兒童ㆍ生徒を中心として
(1991. 3.)

▪ 鳳仙花－在日朝鮮人敎育を深めるために(1990. 8. 17.)
▪ 1986(昭和61)年度 在日外國人敎育硏究實踐資料(第五集)(1986. 9. 30.)
▪ 事業報告 市外敎硏究のまとめ 1977(昭和52)年度
▪ 事業報告 市外敎硏究のまとめ 1976(昭和51)年度
▪ 事業報告 1974(昭49)~1975(昭50)年度(1975)
▪ 事業報告 昭和46年度(1971)
▪ 事業報告 1972(昭47)年度(1973. 3.), 1973(昭48)年度(1974)
▪ 안녕! アンニョン 2001年 Summer Vol.21(2001. 7. 15.)
▪ 外國人登錄法(지문 날인 문제) 관련 신문스크랩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
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ㆍ16(198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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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在日外國人敎育生活相談

재일외국인교육생활상담센터 신아이쥬쿠(
センタ
) 소장 자료(AJP031)

信愛塾

신아이쥬쿠는 재일 외국인과 일본인의 공생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1978년 10월 재일 대한기독교회 요코하마교회와 요코하마의
“민족차별과 싸우는 모임”의 지원 하에 재일 한인 자녀들을 위한 보습활동

장소로 시작하였다. 현재의 장소인 南區 中村町 1丁目으로 자리잡을 때까
지 中區 山下町에서 3차례 이전하였다.
처음에는 한인 주사만 있었으나, 1983년 한인 주사와 일본인 주사를 두
어 어린이회 등에 보습교실과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할머니들 대상으로
식자(識字)교실, 지역학습회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고교생 코
리언 학습회, 일본어교실, 信愛塾文庫 활동이 시작되고 1992년 7월 여름학
교(夏期學校)가 개설되었다. 여름학교는 한국문화를 접하고 재일 한인과
일본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던 9월 1일을 전후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신아이쥬쿠는 요코하마 및 가나가와현에서 1980년대 지문날인 거부운동
과 1990년대 공무원 수험자격에서의 국적조항 철폐투쟁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재일 한인 외에도 외국인 이주민 자녀를 위
한 사업도 펼쳐 2004년 1월 NPO(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았으며, 명칭이
“재일외국인교육생활상담센터 신아이쥬쿠”로 바뀌었다.

信愛塾文庫는 코리언의 문화와 역사, “재일본”의 문제를 취급한 서적이나
비디오, 각지 운동단체의 자료, 신문 등을 수집하여 문고를 설치하고 지역
에 개방하고 있다.
신아이쥬쿠에는 시민운동 단체의 각종 간행물, 행정당국의 간행물, 재일
한인 교육 관계자의 관련 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 조총련계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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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 자료를 조사하여 그 중 주요 자
료를 2007년에 수집하였다.
[신아이쥬쿠 홈페이지(http://www6.ocn.ne.jp/~k13sin19]
【수집 자료】(사료철 52건)

사료군 아래에 별도로 사료계열 등을 두지 않고 바로 사료철로 정리하였다.
내용은 재일한인 국적조항 차별투쟁 관련, 민족존엄성 회복을 요구하는
투쟁 관련, 전후 보상ㆍ책임 문제 관련, 재일 한인의 민족교육 관련, 민족공
생교육 활동 관련, 다문화 공생사회 실천운동 관련, 재일대한기독교회 관
련, 재일한인 생활 관련 자료 등이 있다.
[신아이쥬쿠의 자료수집 배경과 소장자료의 특징, 해제 및 목록：토노무

라 마사루(外村大)ㆍ타니가와 유이치로(谷川雄一郞)ㆍ라경수, ｢일본 후레
아이관ㆍ신아이쥬쿠(信愛塾) 소장 재일조선인관련자료 조사 및 해제｣(해
외사료총서 15, 국사편찬위원회, 2007, 1~168쪽.)]
▪ 뉴스레터 S, (民族共生敎育をめざす橫浜の會) ニュ－スレタ－(1~12ㆍ13ㆍ
16ㆍ18ㆍ20~24號)(1996. 1.)

▪ 뉴스레터 S, (民族共生敎育をめざす橫浜の會) ニュ－スレタ－(25~52, 27~
33 缺號)(2000. 2. 20.)

▪ 신문스크랩 S, 國際人權規約(人權差別撤廢條約)(1993. 5. 25.)
▪ 신문스크랩 S, 强制連行(1991. 1. 11.)
▪ 신문스크랩 S, 國民年金, 障害年金(1991. 7. 3.)
▪ 뉴스레터 S, そんあじ子供會ニュ－ス(1ㆍ8號)(1980. 12. 1.)
▪ 신문스크랩 S, 投書(1987. 11.~)(1987. 11. 11.)
▪ 기타자료 S, 選擧啓發ポスタ－問題(1994. 3. 19.)
▪ 신문스크랩 S, 本紙で振返る同胞社會の20年(1993. 9. 18)
▪ 신문스크랩 S, 妄言, 差別發言(199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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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스크랩 S, 民族敎育, 民族學級(1993. 12. 1.)
▪ 뉴스레터 S, しえんれんニュ－ス(2ㆍ3ㆍ號外)(1987. 12. 17.)
▪ 뉴스레터 S, (反外登法運動關東連絡協議會) ニュ－ス 4(1987. 8. 13.)
▪ 뉴스레터 S, 新宿外登連連絡會ニュ－ス(11~34號)(1986. 6. 28.)
▪ 뉴스레터 S, SINJUKU-GAITOUREN NEWS(40~47ㆍ48號)
▪ 뉴스레터 S, 新宿外登連連絡會ニュ－ス(49ㆍ51號)
▪ 뉴스레터 S, 新宿外登連連絡會ニュ－ス 50號(1996. 8. 20.)
▪ 팜플렛 S, トッカビ トッカビニュース 特別號；뉴스레터 S, しゅうまい(3ㆍ
5ㆍ6ㆍ8ㆍ10~18ㆍ24ㆍ25ㆍ28ㆍ33號)(1997. 11. 5.)

▪ 뉴스레터 S, 排外主義にNO! 多民族, 多文化共生社會にYES(6, 7號)(2002.
4. 28.)

▪ 뉴스레터 S, オンドルパン溫突房(8~14號)(1987. 5. 31.)
▪ 뉴스레터 S, (琴尙一君外登法裁判を支援する會) 支援會通信(23~26ㆍ28ㆍ
30~32, 號外)(1988. 3. 8.)

▪ 뉴스레터 S, (指紋拒否者全國連絡會) 拒否連ニュ－ス(1, 2號)(1986. 5. 9.)
▪ 뉴스레터 S, 神奈川指紋拒否者相談センタ－ニュ－ス(1~8號)(1986. 3. 26.)
▪ 뉴스레터 S, 神奈川外キ連ニュ－ス(1ㆍ3ㆍ4ㆍ7ㆍ8號)(1987. 10. 9.)
▪ 신문스크랩 S, サハリンの朝鮮人, 在韓被爆者 41年, 海峽の向こうに(1985.
11. 13.)

▪ 뉴스레터 S, 全國民鬪連ニュ－ス(51~56ㆍ58ㆍ59 合倂號, 61ㆍ63~66ㆍ72ㆍ
74~79號)(1991. 1. 1.)

▪ 뉴스레터 S, ばらむ 風(37~48號)(1979. 4.)
▪ 신문스크랩 S, 朝鮮學校(1994. 6. 2.)
▪ 뉴스레터 S, ばらむ 風(90ㆍ92ㆍ101ㆍ102ㆍ105ㆍ106ㆍ108~117號)(1983. 9.)
▪ 뉴스레터 S, ばらむ 風(73ㆍ75ㆍ8~99號)(19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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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스크랩 S, 自治體での取組(在日外國人施策)(1991. 5. 10.)
▪ 뉴스레터 S, オンドルばん 1(1984. 5. 25.)
▪ 신문스크랩 S, 金嬉老關連(1996. 10. 25.)
▪ 신문스크랩 S, 崔昌華さん(1988. 2. 16.)
▪ 신문스크랩 S, 戰後50年 在日の歷史(1994. 2. 17.)
▪ 신문스크랩 S, 浮島丸事件(1993. 8. 24.)
▪ 뉴스레터 S, ばらむ 風(1ㆍ3ㆍ7ㆍ8ㆍ9ㆍ10ㆍ11ㆍ12號)(1976. 4.)
▪ 뉴스레터 S, ばらむ 風(25ㆍ26ㆍ28~36ㆍ47號)(1978. 4.)
▪ 팜플렛 S, 神話から歷史の眞實へ：朝鮮人, 中國人を虐殺から守った警察
署長－大川常吉硏究ノ－ト, Q&A 30-(2006. 8.)
▪ 뉴스레터 S, 全朝敎通信(2ㆍ6ㆍ10~20ㆍ29號)(1984. 8. 18.)
▪ 팜플렛 S, 東京のなかの朝鮮 フィ－ルドワ－ク(1997. 1. 11.)
▪ 橫浜市外國人女性の生活實態調査報告書(橫浜市市民局女性生活推進局,
1997. 3.)

▪ 外國人市民生活實態調査報告書(橫浜市總務局國際室, 1996. 3.)
▪ 鬪う! 神奈川民鬪連10周年記念誌(民族差別と鬪う神奈川連絡協議會, 1998. 7. 5.)
▪ 在日外國人(主として韓國ㆍ朝鮮人)敎育實踐資料集 內なる國際化と民族共生
の敎育をめざして(平成5年度)(橫浜市敎育委員會 人權敎育擔當, 1994. 3. 31.)
▪ 在日韓國人の諸權利に關するシンポジウム報告書(在日韓國人の諸權利に
關する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1979. 2. 11.)
▪ 84シンポジウム在日韓國人の將來と法的地位 あと6年ㆍ將來をどう保障す
るか(朴炳閏, 金鉉秀, 1984. 6. 15.)
▪ 在日同胞勞動者と勞動運動 在日同胞勞動者の權益擁護のために(在日同胞
勞動問題硏究會事務局, 1981. 6. 20.)
▪ 子ども會活動のまとめ サマーキャンプから(高槻市在日朝鮮人子ども會連

388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絡會, 1988. 3.)
▪ 民族共生の敎育を拓こう ふれあい敎育をさらに豊かにするために－中間
まとめ－(神奈川縣在日外國人にかかわる敎育硏究協議會, 1993. 3. 29.)
▪ 在日外國人の人權 Part Ⅱ(西宮市職員勞動組合職員支部, 自治硏推進委員
會, 1984. 10. 30.)

16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소장 자료(AJP01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본지회 소장 자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건물 내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본
지회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6ㆍ25전쟁 당시 재일한국인 학도의용군
참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 재일본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자료 조사
당시, 민단 중앙본부 건물을 함께 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본지회로부
터 6ㆍ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 자료를 수집하였다.
▸民團中總 自願兵關係 書類綴(87건)

出征自願軍에 關한 件 1ㆍ2ㆍ3
自願軍衣服에 關한 件 1ㆍ2ㆍ3ㆍ4
自願軍歸還報告의 件
自願軍歸還對策 등 자원군 관련 서류와 자원병의 편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학도의용군 관련 도서(3책)

(言論의 窓에 비친)在日學徒義勇軍의 얼(魂)
在日同胞 6ㆍ25戰爭 參戰史
在日同胞六ㆍ二五韓國戰爭參戰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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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개인 및 기타 자료

琴秉洞文庫)(AJP002)

금병동문고(

금병동(琴秉洞, 1927~2008) 선생은 일본 후쿠오카 출생으로(본적：경상
북도 문경), 일본 朝鮮大學校 강사를 역임하면서 한국근대사를 연구한 재일
동포 사학자였다.
▸주요 연구업적
關東大震災と朝鮮人 共編(みすず書房, 1963)
日韓問題シリーズㆍ腐敗する政治(晩聲社, 1980)
朝鮮人の日本人觀ㆍ總解說 共編著(自由國民社, 1986)
朝鮮人虐殺關連兒童證言史料 編ㆍ解說(綠蔭書房, 1989)
朝鮮人虐殺關連官庁史料 編ㆍ解說(綠蔭書房, 1991)
改訂增補ㆍ耳塚(總和社, 1994)
朝鮮人虐殺に對する知識人の反應 編ㆍ解說(綠蔭書房, 1996)
朝鮮人虐殺に關する植民地朝鮮の反應(綠蔭書房, 1996)
日本の朝鮮侵略思想(朝鮮新報社, 1999)
資料雜誌にみる近代日本の朝鮮認識 編ㆍ解說(綠蔭書房, 1999)
增補新版ㆍ金玉均と日本ーその滯日の軌跡(綠蔭書房, 2001)
이와 같이 금병동 선생은 김옥균 연구를 비롯하여 한일합병, 관동대지진,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재일 조선인문제 등 근현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하면
서 많은 자료를 모았다. 선생이 수집한 자료는 1만 6,500여 책에 달하는 근
현대 한일관계사 관련 도서, 3만 장이 넘는 문서류, 김옥균 친필 휘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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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 탁본, 니시키에(錦繪) 등이다.
금병동 선생은 수집한 문건류를 주제별로 나누고 상자에 담아 보관하였
으며, 미분류된 상태로 상자에 담겨 있는 자료도 있었다.
【수집 자료】(사료계열 13건, 사료철 16,771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7~2008년 금병동 선생의 소장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도서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육필원고와 잡지 발췌물
등 문서자료는 기증 받았다.
2007년 11월：문서자료 수집
2008년 6월ㆍ9월：2차례에 걸쳐 도서 수집
2008년 6월：감사패를 증정하고, 김옥균 친필휘호 등 귀중자료를 기증받음
금병동 선생 자료의 정리는 크게 보아 단행본 책자와 연속간행물, 그리고
선생이 발췌 복사 등의 방법으로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그림 등 몇 점이 있다. 주제별 정리 자료를 보면, 한국 근현대사와 일
본 현대사에서 금병동 선생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 즉 김옥균, 한
일합병, 관동대진재,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재일 조선인 등으로 나뉠 수 있
는데, 그에 따라 사료계열을 만들어 자료를 정리하였다. 각 주제에는 금병
동 선생의 친필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단행본 책자와 학술지 등 연
속간행물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사료계열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조선관계 기타 자료(사료철 233건)

금병동 선생의 육필 원고(자료ㆍ잡지로 보는 근대 일본의 조선 인식, 조
선인의 일본관 등), 독도문제, 동해문제, 간도문제, 임진왜란 관련 논문 및
저서 발췌물, 정한론 관련 자료, 해방 후 한일관계, 한일회담 등 관련 자료,
조선 관련 논문과 도서 발췌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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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학농민전쟁 관계 자료(사료철 3건)

동학혁명 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동학농민군지도자 유해봉안제례, 행사
취지 및 유해 봉환 경로, 봉안제례 의식 등의 자료이다.
(3) 김옥균 관계 자료(사료철 100건)

朝鮮名士 金氏言行錄, 嗚呼 古筠居士, 김옥균 관련 논문자료, 김옥균 관
련 자료(갑신정변ㆍ유배ㆍ암살 등)와 김옥균 일기, 서한, 성장지ㆍ묘지 사
진 등이다.
(4) 일본 국내외문제 관계 자료(사료철 125건)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역사, 문학, 군사, 사회 각 분야에서 당시

일본의 국내외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사성 있는 자료 발췌물이 주를 이루
고 있다.
(5)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연행 관계 자료(사료철 28건)
‘

’

종군위안부 관련 자료, 종군위안부 관련 사진, 종군위안부 관련 신문스크
랩(1992년 5월~1994년 4월), 종군위안부 관련 육필 원고 등이 있다.
(6) 강제연행 및 재일 코리언 관계 자료(사료철 37건)

금병동 선생이 수집한 자료와 육필 원고 중 일제 강점기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재일 코리언 관련 자료이다. 정리체계는 금병동 선생이 분류한 주
제별로 정리하고, 미분류된 자료도 이 주제에 맞춰 분류, 정리하였다.
(7) 한일합병 및 전후처리문제 관계 자료(사료철 29건)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의 부당성을 논증하는 자료와 논문, 종군위안부
를 비롯한 강제연행 조선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 전범자 처리문제 등 전쟁
책임에 대한 논문과 자료 등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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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동대지진 관계 자료(사료철 56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을 주제로 한 금병동 선생 외 여러 사람의 글
과 회고담 등의 자료, 관동대지진을 보도한 당시 신문스크랩 자료 등을 모
은 것이다.
(9) 단행본 자료(사료철 9,999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금병동 문고의 일반 단행본 자료들이다
세부목록은 금병동문고 도서목록(해외사료총서 18, 국사편찬위원회,
2008), 금병동 자료 중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목록집을 간행하였다.
(10) 단행본 자료 2(사료철 2,726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금병동 문고의 일반 단행본 자료들이다. 공간
된 팜플렛 등의 자료도 간행 사항 등이 분명하면 단행본 자료로 분류하였
다. 단행본 자료로 분류된 자료가 10,000건이 넘어서 사료계열을 둘로 나누
었다. 이는 그 중 두번째이다.
(11) 연속간행물 자료(사료철 3,434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금병동 문고의 학술지 등 연속간행물들을 모은
것이다. 일본 내의 역사학술지는 물론 정치, 경제, 국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속간행물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서 간행된 연속간행물도 포함되
어 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朝鮮文學：紹介と硏究 第1號(1970. 12.)~第12號(1974. 8.)
▪ 朝鮮學報 第1輯(1951. 5.), 第25輯(1962. 10.), 第31輯(1964. 4.)~第39ㆍ
40輯(1966. 4.), 第48輯(1968. 7.)~第58輯(1971. 1.)

▪ 朝鮮史硏究會論文集 第1集(1965. 11.)~第44集(2006. 10.)
▪ 親和 第15號(1955. 1.)~第241號(1974. 1.)
▪ 朝鮮硏究 第30號(1964. 6.)~第191號(1979. 7.)(일부 누락)

Ⅳ. 개인 및 기타 자료 393

▪ 歷史學硏究 第132號(1948. 3.)~第531號(1984. 8.). 別冊, ｢總目錄｣ 創刊號~
第500號
▪ 季刊靑丘 第1號(1989. 8.)~第23號(1995. 8.)(일부 누락)
▪ 季刊三千里 第1號(1975. 春)~第50號(1987. 夏)
▪ 日本の中の朝鮮文化 第1號(1969. 3.)~第49號(1981. 3.)
▪ 特高月報 1931年 1月~1944年 8月
▪ 月刊朝鮮資料 第10卷 第1號(1970. 1.)~第31卷 第1號(1991. 1.)(일부 누락)
▪ 國際資料 No.24(1956. 4.)~No.48(1958. 7.)(일부 누락)
▪ 世界政治資料 No.4(1956. 9.)~No.409(1973. 7.)
▪ 季刊現代史

▪ 在日朝鮮人史硏究

▪ 社會政策時報

▪ 民主朝鮮

▪ 朝鮮硏究月報

▪ 韓國文化

▪ 日本週報

▪ 古代文化

▪ 公安情報

▪ 新日本文學

▪ 歷史評論

▪ 朝鮮學術通報=Korean Science Information

▪ 朝鮮通信資料

▪ 國際文化協會會報

▪ 未來

▪ 統一評論

▪ 軍事硏究

▪ 思想の科學

▪ 季刊戰爭責任硏究

▪ アジア公論

▪ 東アジアの古代文化

▪ 日本歷史, 世界政治資料 등

[금병동문고 도서목록(해외사료총서 18, 국사편찬위원회, 2008) 참조]
(12) 그림 자료 등(사료건 12건)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된 금병동문고 자료 중, 니시키에를 비롯한 그림,
문서 등 원본 자료(탁본 1점 포함) 12점을 별도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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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자료(사료철 1건)

▪ 志賀直哉全集 第10卷－明治 37ㆍ38ㆍ40ㆍ43~45年；大正元年 2ㆍ11ㆍ
15年；後記

2

對日) 과거사 정리 소송 자료(AJP004)

대일(

(1) 후지코시(不二越) 강제동원 소송 기록
한국인 여자정신대 피해자 李鐘淑, 崔福年, 高德煥씨 등 3명이 토야마(富
山)의 공작기계 회사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를 피고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강제연행ㆍ강제노동에 대한 미불임금의 지급과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소송 관련 자료이다.
이 소송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
원회편,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1~10권 중에서, 4~7권에 ｢후지코시 강
제동원 소송 기록｣(전체 4책, 2005년)으로 간행하였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1권의 해제(김창록

작성)를 참조]
【수집 자료】(사료철 3건)

▪ [不二越 강제동원 소송 기록]不二越訴訟裁判記錄 1 主張, 判決編
▪ [不二越 강제동원 소송 기록]不二越訴訟裁判記錄 2 證據編(1)
▪ [不二越 강제동원 소송 기록]不二越訴訟裁判記錄 3 證據編(2)

(2) 미쓰비시 히로시마(三菱廣島) 강제동원 소송 기록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三菱) 히로시마 공장에 강제 동원된 징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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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체불 임금의 지불과 강제동원, 강제노동,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 관련 자료의 일부 사본이다. 이 자료의 원본(소송 자료)는
2011년 당시 변호사 이다치 슈이치(足立修一)의 기증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에 수집되었으며 AJP004_15 사료계열 원폭 피해자 李根睦외 45명(미쓰비
시 징용자) 소송 기록에 모두 정리, 공개되고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 [三菱廣島 강제동원 소송 기록] 平成七年(ワ)第二一五八號, 平成八年(ワ)
第一一六二號, 平成一○年(ワ)第六四九號 三菱廣島元徵用工被爆者報償請
求事件 最終準備書面
▪ [三菱廣島 강제동원 소송 기록] 平成七年(ワ)第二一五八號損害賠償等請
求事件, 平成八年(ワ)第一一六二號損害賠償等請求事件, 平成一○年(ワ)
第六四九號損害賠償等請求事件 判決
▪ [三菱廣島 강제동원 소송 기록] 平成一一年(ﾈ)第二○六號 三菱廣島元徵
用工被爆者報償請求控訴事件 準備書面
▪ [三菱廣島 강제동원 소송 기록] 證據資料－登記簿抄本 등

(3)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기록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동원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申千洙와
呂運澤이 일본제철을 계승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사죄문의 교부와 미불임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소송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
원회편,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1~10권 중에서, 8~10권 ｢일본제철 강
제동원 소송 기록｣ 1~3(전체 3책, 2005년)으로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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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5건)

▪ [日本製鐵 강제동원 소송 기록] 日本製鐵 징용 피해배상 소송 기록 1-1(1
심 주장 판결, 1-2(2심 주장 판결), 1-3(3심 주장 판결), 소송 기록 2(원고 증
거), 소송 기록 3(피고 증거)

(4) 원폭피해자 郭貴勳 소송 기록
원폭피해자 곽귀훈이 오사카부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한피폭자
건강관리수당 수급권자 지위확인 소송’(1998년 10월 1일~2002년 12월 5일)
과 관련한 재판 자료이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곽귀훈은 한국에 거주한다
는 이유로 피폭자수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조
치가 부당함을 제기하며 1998년 10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국, 오
사카부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1심 소송은 在韓被爆者手帳事
件이라고 하는데 2001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공식 명칭은
‘피폭자원호법 상 피폭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被爆者援護法上の被爆者た

る地位確認等請求事件]’ 판결이다. 일본국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控訴)
하였는데 이 항소심은 재판 문서 상에서는 ‘피폭자원호법 상 피폭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 사건[被爆者援護法上の被爆者たる地位確認等請求控訴事
件’으로 표기된다. 2002년 12월 항소심에서도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
며 이후 일본국 등이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일본 국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 및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소송 관련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
원회편,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1~10권 중에서, 1~3권, ｢원폭피해자 곽
귀훈 소송 기록｣ 1~3(전체 3책, 2005년)으로 간행하였다. 소송의 자세한 내
용은 해당 책자(1권)의 해제(김은식 작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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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귀훈 선생이 기증한 원본 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의 열람용 복제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16건)

▪ [곽귀훈 재판 자료－1심 사본] 在韓被爆者手帳訴訟 1-1, 1-2, 1-3, 2-1,
2-2, 2-3, 2-4-1, 2-4-2, 2-5

▪ [곽귀훈 재판 자료－항소심 사본] 被爆者地位確認等請求事件 控訴 3-1,
3-2, 控訴番 書證 雜 4

▪ [기증원본] 원폭피해자 郭貴勳 소송 기록 1-1, 1-2, 2, 3

(5)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靖國神社 참배 위헌 확인 등 관련
소송 기록
小泉純一郞 총리의 靖國神社 참배에 대하여 위헌 확인 등 소송과 관련된
재판자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小泉純一郞 총리의 靖國神社 참배 違憲確認 等 관련 소송 기록] 平成13
年(ワ)第11468號の1 靖國參拜違憲確認等請求事件 판결 외, 平成13年(ワ)
第3932號 損害賠償請求事件 判決骨子

(6)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송 기록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청구사건과 관련된 재
판자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송 기록] 平成三年(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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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七四六一號, 平成四年(ワ) 第五八○九號 アジア太平洋戰爭韓國人犧
牲者補償請求事件 판결, 最終準備書面

(7) 한국 출신 軍人軍屬 등의 合祀 금지ㆍ遺骨返還ㆍ損害賠償 등 청구사건 소송 기록
한국 출신 軍人軍屬 등의 合祀 금지, 遺骨返還ㆍ損害賠償 等에 대한 청구
소송과 관련된 자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 [한국 출신 軍人軍屬 등의 合祀 금지ㆍ遺骨返還ㆍ損害賠償等 請求事件 소
송 기록] 訴狀, 訴狀, 소송 기록 平成13年(ワ)第13581號 損害賠償等請求
事件 준비서면 외

(8) 나고야 비쓰비시(名古屋 三菱) 강제동원 소송 기록
일제강점기에 三菱에 강제동원 및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
송 관련 자료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건)

▪ [名古屋 三菱 강제동원 소송 기록] 元朝鮮女子勤勞挺身隊員に對する性差
別被害(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勞挺身隊訴訟資料集)

(9) 원폭 피해자 金順吉 소송 기록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 연행되어 원폭투하로 인해 피폭
된 김순길씨가 미불임금의 지급과 징용에 의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와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순길씨는 미쓰
비시중공업과 일본국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1992년 7월 31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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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는데, 1심, 2심 재판에서 ‘국가무답책’과 ‘별개회사론’에 의해 기각되었
다. 재판 진행중 원고 김순길은 1998년 2월 75세로 사망했다. 원고가 사망
하자 이후 장남이 이를 승계했으나 장남 역시 사망하였고, 2003년 3월 25일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불수리결정을 받았다. 김순길 소송의 담당 변호사 다쓰
타 고이치로(龍田紘一郞)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
년 6월 기증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88건)

▪ 원폭피해자 金順吉 平成4年(ワ)第315號 損害賠償請求事件 1심 소송자료
(1), (2), (3), 2심 소송자료, 3심 소송자료, 소송 참고자료 1-37 등

(10) 원폭 피해자 李康寧 소송 기록
재한 피폭자 이강녕(피폭시 18세)씨가, 방일 중인 1994년 7월부터 3개월
간 지급했던 건강관리 수당을 한국에 귀국 후 지급을 중단하자 후생성과 현
의 지급 중단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 1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고, 1999년
5월, 국가와 나가사키 시장을 상대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던 소송

이다. 2001년 12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1심 승소했고, 2003년 2월
7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전면 승소했다. 후생노동성은 17일, 국가측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이씨 측도 나가사키시의 책임이 추
궁되지 않았던 부분을 불복해 상고했다. 최고재판소에서는 2006년 6월 13일
‘일본을 이탈한 피폭자는 수당의 수급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첫 판단을 냈지만, ‘국외에 있을 경우 마지막 거주지의 지자체가 지급 의무를
지므로, 국가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원고의 지불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자료는 김순길 소송의 담당 변호사 다쓰타 고이치로(龍田紘一郞)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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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18건)

▪ [원폭피해자 李康寧 在外(韓)被爆者の健康管理手當支給停止處分取消請
求事件 1심 소송자료], 증인조서, 증거자료 甲, 乙, 2심ㆍ3심 소송자료 등

(11) 원폭 피해자 崔季澈 소송 기록
최계철씨는 1926년 5월 11일생으로 나가사키현 오오무라에서 토목공사
에 종사하다 1945년 미쓰비시(三菱) 兵器大橋工場 부근에서 피폭된 후 한
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부산에 거주했다. 1976년과 1980년에 일본을 방문하
여 나가사키원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피폭자 수첩을 취득함과 동시
에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출국과 동시에 수당지급
이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수당신청각하취소처분사건(제1차소송),
건강관리수당미지급분청구사건(제2차소송), 장제료지급각하취소처분사건
(제3차소송)이 진행되었다. 최계철 재판은 고령이거나 신체장애 등의 이유

로 일본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재한원폭피해자가 한국에서 건강관리수당
신청과 수당지급 등의 원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툰 재판이었다. 이들 자
료는 최계철 소송의 담당 변호사 다쓰타 고이치로(龍田紘一郞)가 소장하고
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6월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29건)

▪ 원폭피해자 崔季澈 健康管理手當認定申請却下處分 取消請求事件 소송자
료, 1ㆍ2심 증거자료, 取消請求控訴事件 소송자료, 원폭피해자 崔季澈 健
康管理手當支給等請求事件 소송자료, 崔季澈 健康管理手當支給等請求控
訴事件 소송자료, 원폭피해자 崔季澈 健康管理手當支給等上告受理申立事
件 소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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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폭 피해자 鄭南壽 소송 기록
재한 피폭자 정남수가 2007년 2월 21일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
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에서 재한
피폭자의 거주지에서 피폭자수첩교부신청 및 건강관리수당지급신청을 각하
했던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내려, 피고 나가사키현에 건강수첩의 교
부를 명했다(2008. 11. 10.). 나가사키현은 상고했지만 2009년 6월에 취하했
다. 수집된 사료는 1심과 2심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증거자료 일체가 포함
되어 있다. 재외피폭자들의 재판사례와 관련기사도 첨부되어 있다. 변호사
다쓰타 고이치로(龍田紘一郞)가 진행한 재한피폭자 박필순 장제료 청구소송
자료철도 1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정남수 소송의 담당 변호사 龍田
紘一郞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6건)

▪ 원폭피해자 鄭南壽 被爆者健康手帳申請却下處分取消等請求事件 소송자료,
공소자료, 甲乙증거자료, 피폭확인증, 송수신문서 등
▪ 원폭피해자 朴畢順 葬祭料 청구 관련 자료

(13) 원폭 피해자 朴源慶과 鄭學連(소송당사자 崔榮愛, 金鍾喆) 소송 기록
재한원폭피해자 朴源慶과 鄭學連씨가 사망하자 故 박원경의 처 崔榮愛와
故 정학연의 장남 金鍾喆이 낸 장례비지급신청에 대한 각하처분 취소와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국은 최계철
재판의 판결에 따라 재판 도중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장례비를 지급했다. 손
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2006년 2월 21일 확정했다. 이
들 자료는 박원경, 정학연 소송의 담당 변호사 나가시마 야스히사(永嶋靖
久)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40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원폭피해자 金鍾喆, 崔榮愛 葬祭料支給申請却下處分取消請求事件 1심 소
송자료, 증거자료

(14) 원폭 피해자 姜美子 외 6명 소송 기록
최계철 재판 이후, 재한 피폭자 여성 7명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
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1심에서 재
한피폭자의 거주지에서 피폭자수첩교부신청과 건강관리수당지급신청을 각
하했던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해 7명의 원고 중 6명에 대해 취소했
다. 원고 1명은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
용할 수 없다 하여 각하했다. 이들 자료는 강미자 외 6명 소송의 담당 변호
사 나가시마 야스히사(永嶋靖久)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
에 2011년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 원폭피해자 姜美子 외 6명 被爆者健康手帳交付申請却下處分取消等請求事
件 소송자료, 증거설명서와 증거자료 甲, 증거자료 乙 등

(15) 원폭 피해자 李根睦 외 45명(미쓰비시 징용자) 소송 기록
한국인 미쓰비시 징용공 피폭자인 朴昌煥 외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
본국에 대해, 원고는 강제동원, 강제노동과 원폭피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5년 12월 11일 廣島地方裁判所에 제기했다.(1차
소송) 이후 같은 피해자 40명이 2차로 추가 제소해 三菱廣島ㆍ元徵用工被
爆者補償請求소송이 진행되었다. 일제 말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와 히로시마기계제작소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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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제 징용에 의한 노동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피해를 받은 후 방치
된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체불 임금 및 손해 배상의 지불
을 요구했다. 1999년 3월 25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개인은 권리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징용은 국가
의 권력 작용으로서 행해진 것이고, 메이지 헌법하에서는 국가의 권력 작용
에 대해서 사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소위 국가무
답책의 법리)’는 근거로 기각하였다.
이들 자료는, 원폭피해자 이근목 등 미쓰비시 징용자 소송의 담당 변호사
이다치 슈이치(足立修一)가 소장했던 소송 기록을 2011년 6월 국사편찬위
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56건)

▪ 三菱廣島ㆍ元徵用工被爆者補償請求事件 朴昌煥외 5명(1차), 損害賠償等
請求事件 朴昌煥외 5명 1심 소송자료(제1차, 제2차), 三菱廣島ㆍ元徵用工
被爆者補償請求事件 朴昌煥 외 45명 1심 소송자료－준비서면, 1심 소송자
료ㆍ증거자료, 2심 증거자료 등

(16) 원폭 피해자 李相燁, 朱昌輪 소송 기록
2002년 곽귀훈 재판 승소 확정 후, 피폭자 가운데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

득하고 있던 사람은 물론, 미취득자도 건강수첩을 신청해 건강관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해왔다. 그러나 한 번은 일본 방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투병생활로 일본 방문이 불가능한 이상엽씨와 주창윤씨는 원호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상엽은 뇌출혈로 걷지도 못하고 대화도 잘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
에 2004년 11월 대리인을 통해 히로시마현 지사에 피폭자 건강수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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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했으나 2005년 1월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뇌경색을 앓고 있던 주창
윤씨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5년 3월 대리인을 통해 히
로시마시에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했으나 히로시마 시장으로부터 각하 처분
을 받았다. 이에 이상엽과 주창윤은 일본 정부와 히로시마현 지사, 히로시
마 시장을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의 각하취소와 건강관리수당 신청
의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5년
6월 16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재판 도중 이상엽은 2007년 4

월, 주창윤씨는 2005년 여름 사망했기 때문에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와 건강
관리 수당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은 종료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는 피폭자원호법은 재외피폭자에게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신청 각하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해 1심
결론을 지지했다.(2008. 9. 2.)
이들 자료는, 원폭피해자 이상엽, 주창윤 소송의 담당 변호사 이다치 슈
이치(足立修一)가 소장하고 있던 소송 기록을 2011년 6월 국사편찬위원회
에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3건)

▪ 원폭피해자 李相燁, 朱在喆 三菱元徵用工ㆍ被爆者健康手帳申請却下處分
取消等請求控訴事件 소송자료, 증거자료, 상고사건 소송자료

(17) 원폭 피해자 李在錫 소송 기록
2001년 10월 3일 재한원폭피해자 이재석이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특별 수당 수급자격 확인과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지불
을 요구한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 오사카부에 미지급분 약 30만 엔, 제소일인 2001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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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까지 매달 약 5만 엔, 합계 약 18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곽귀훈

재판으로 일본 정부가 출국 후에도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수당의 지급 자격
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국가는 상고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자료
들은, 이재석 소송 당사자가 2011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4건)

▪ 원폭피해자 李在錫 被爆者地位確認等請求事件 1심 소송자료, 증거자료
甲, 乙, 이재석 진술서

(18) 원폭 피해자 孫振斗 소송 기록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는 일본에서 피폭후유증의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밀항을 시도하여 일본 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손진두 소송은 처음으로
일본국민이 아닌 재외피폭자에 대해 원호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대일과거청산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손진두는 1972년 3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요구해 후쿠오카현 지사에
게 제소한 행정소송이다. 1, 2심 모두 승소하여 1978년 3월 최고재판소는
후쿠오카현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원폭피해는 특수한 전쟁 피해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폭의료법은 국가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간이
라는 점에서 손진두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원자폭탄 피폭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일본을 방문하면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피폭자 건강수첩이 교부되게 되었다.
사료철은 손진두 재판의 경과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久保田康史 변호사
소장 사료철과 中島龍美의 미망인 中島禮子의 소장 사료철을 별도로 분류
하였다. 소장자가 정리한 순서를 그대로 존중하여 편철하였기 때문에 자료
가 섞여 있거나 중복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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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사료철 31건)

▪ 원폭피해자 孫振斗 1심 및 2심 소송자료, 원폭피해자 孫振斗 증거자료_퇴
거강제령서의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신청사건, 원폭피해자 孫振斗 참고자
료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논문, 신문기사

(19)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의 모임(韓國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
の會) 자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가 밀입국, 원폭증 치료를 호소했던 사건을 접
하고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시민 모임의
지원활동사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회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 모임의 회장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씨가 정리, 기증한
자료들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17건)

▪ 韓國の被爆者救援に關する報道,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 히로
시마로－韓國の被爆者の手記, ｢早く, 援護を!｣ No.1~138 등

(20) 원폭 피해자 재판 관련 단행본 및 참고자료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련 단행본 및 기타 참고 자료를 모은 것이다.
【수집 자료】(사료철 7건)

▪ 恨(한)三菱ㆍ廣島ㆍ日本－46人の韓國人徵用工被爆者(三菱廣島ㆍ元徵
用工被爆者裁判を支援する會, 2010. 8. 6.)
▪ 命つないで(茅野 丈二ㆍ平野 伸人, 2010. 10. 12.)
▪ 생명의 끈 함께이어(2011. 6. 28.)；재한피폭자 김문성 씨의 피폭체험과
투병, 치료의 과정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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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の向こうの被爆者たち－在外被爆者問題の理解のために(平野 伸人, 2010.
8. 9.)；재외피폭자의 역사, 재외피폭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궤적, 재

외피폭자재판연표, 재외피폭자의 증언과 현재를 담은 개설서
▪ ヒロシマを持ちかえった人々－｢韓國の廣島｣はなぜ生まれたのか(市場
淳子, 2005. 6. 6.)；한국의 원폭피해자의 역사와 재판운동에 대한 책
▪ 韓國原爆被害者 苦痛の歷史 廣島ㆍ長崎の記憶と證言(鄭根埴ㆍ晋珠ㆍ
市場淳子, 2008. 5. 20.)；원폭피해자 구술자료 고통의 역사의 일본어
번역본
▪ [三菱廣島ㆍ元徵用工被爆者補償請求事件 廣島三菱徵用者名單 참고자료]；
1974년에 결성된 韓國人原爆被害三菱徵用者同志會의 명단

3

개인 제공 자료 및 기타(AJP042)

(1) 만주 관계 자료(신규섭 제공)
일본 거주 근대 만주 지역 연구자인 신규섭 제공 만주 관계 자료들이 이
사료계열에 묶여 있다. 주로 20세기 전반 자료들로 문서, 단행본류 등이 섞
여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49건)

▪ 昭和十三年 六月 一日 森一兵鮮滿視察談
▪ 吉會鐵道關係地方調査報告書 第三輯 農業(調査報告書 第三十一卷)
▪ 第一回 滿洲硏究團 報告
▪ 北鮮, 間島視察報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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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물(한완상 제공)
일본의 진보 월간지인 岩波書店에서 간행한 世界를 한완상이 다수 원
본으로 제공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454건)

▪ 世界；제12호에서 706호까지로 중간 누락 호가 많음.

(3) 東京商工會議所 자료
東京商工會議所에서 1890년대~1900년대에 생산한 한국 경제 관련 자료
들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에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사료철 5건)

▪ 朝鮮事件ノ商工業ニ及ホシタル影響(其一, 其二)(1895)
▪ 韓國幣制改革書類(1905)
▪ 日韓商工開展策－附經濟上ヨリ見タル韓國經濟(1906)

(4) 일본 지역 사료 조사 수집 정리 및 기타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일본 지역 사료 조사 수집 정리 및 기타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이 사료계열에 묶어서 정리하였다. 출처가 분명하거나 하나의 자료묶음으
로 묶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정리하지 않고 별도의 사료군 또는 사료
계열로 독립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료계열에는 사료 조사 수집 등의
과정에서 입수된 개별 목록이나 보고서 자료 또는 워크숍, 회의, 기관 방문
등의 활동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수집 자료】(사료철 2건)

▪ ｢午久市小坂ㆍ齋藤家文書槪要調査報告｣；일본 茨城縣午久市 齋藤家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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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 경위, 내용, 절차 등을 담은 조사보고서이다. 실제 작성자는 高
橋實, 安藤正人 등이다. 高橋實가 국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발표를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2012. 9. 21.)하였을 때 제공한 것이다.
▪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한국인 원폭 피
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2011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
증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소송 자료의 기증을 기념하여, 2012년 11월 15
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
술회의를 개최하였다.

4

일본 소재 한국사료 관련 간행 자료집류(AJP037)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소재 사료 수집 사업 과정에서 사료집의 형태로 영
인 또는 출판 간행된 사료집을 다수 구입하였다. 이 사료군은 영인 등의 형
태로 간행된 사료집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MF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사
료집도 포함되어 있다. 간행된 사료집이라도 소장처별로 정리하는 것이 이
용에 편리한 경우는 해당 소장처의 자료를 모은 사료군에 정리되어 있는 경
우도 있다.
【수집 자료】(사료계열 15건, 사료철 576건)

(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10~1943)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은 모두 34책으로 1910~1943년까지 매년 1
책씩 33책과 별권 조선총독부토지조사국직원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
회사문헌연구원 편찬에 정진석 감수, ゆまに書房 간행이다. 토지조사국직원
록은 1책에 1912년, 1913년, 1915년 세 권의 직원록이 영인되어 있다.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은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와 그 소속 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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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원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이름, 참고사항
이 기본 수록 항목인데 연도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 수록 범위는 지방 소
재 기구까지 직원에 해당하는 범위는 모두 수록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
방 관서의 면장 등이 수록되지 않는 등 시기에 따라 수록 범위에 차이가 있
다. 이 영인 사료집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의 정식 간행본을 저본
으로 하였지만 1913년, 1915년, 1943년은 일본제국 직원록의 조선총독부
부분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도의 직원록은 수록 내용이 상대
적으로 소략하다. 현재 이 3개 연도의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은 책자
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서 서비스되고 있는 총독부직원록의 경우 1942년도 총독부 직원록을 구할
수 없어서 일본제국 직원록 조선총독부편을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집에는
1942년도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 수록되어 있어서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
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http://db.history.go.kr) 조선총독부 기구 등에
대한 해제는 해당 사이트의 해제를 참고하면 된다.
(2) 朝鮮新報ㆍ朝鮮時報 MF 자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서 발행하는 朝鮮新報, 朝鮮時報의 마이크로필
름 복제본으로 朝鮮新報는 1961~1997, 朝鮮時報는 1956~1995년 발행분이
복제되어 있다. 朝鮮新報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朝鮮時報는 일본어를 기본
으로 발행되었다.
(3) 復刻 民主朝鮮
1993년 일본 明石書店에서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잡지 민주조선을 영

인 복각한 자료집이다. 민주조선은 1946년 4월 창간되어 1950년 7월 종간

Ⅳ. 개인 및 기타 자료 411

된 잡지로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주요 잡지이다. 발행처는 민주조선사에
서 조선문화사로 바뀌었으며 창간 당시 편집인은 김원기, 발행인은 조진용
이었다. 이 자료집에는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모두 영인되어 있다. 영인
저본은 錦繡文庫 소유본을 사용하였다.
(4) 陸軍省大日記 史料集 大正篇

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陸軍省大日記 계통의 자료 중 이른바 大正 시기
즉 1912~1926년의 자료를 주제별로 服部雅德가 편찬하여 東洋書林에서 간
행한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모두 20권이며 1장 황실부터 10장 관등, 보임
등까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연구소 소장 육군성 대일기 계통
의 자료, 즉 軍事機密大日記, 密大日記 등의 자료에서 해당 장의 분류에 해
당하는 주요 자료들을 뽑아 목록을 만들고 그 중 일부 자료는 영인하여 원
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처음 개략에서 분류 및 자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그 다음에 時係列記載件
名이라고 하여 주요 자료의 목록이 각 건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건에 해당하는 자료 중 일부를 축소 영인하여 싣고 있다. 陸軍省大日記는
해방 전 일본 육군성에서 수발한 공문들을 육군대신 관방에서 편철한 책자
들의 총칭으로 그 종류는 다양한데 軍事機密大日記, 密大日記, 大日記甲輯
(영존서류 갑집), 大日記乙輯(영존서류 을집) 등이 중심이다.

이 자료집은 2012년 현재 4기까지 40권이 간행된 상태이며 국사편찬위원회
에 40권 전권이 소장되어 있다.
(5) 朝日新聞 外地版

일본 朝日新聞의 이른바 外地版 신문의 복각 자료집이다. 朝日新聞(1940년
이전 大阪朝日新聞)은 일본의 주요 전국지로서 해방 전에 이른바 ‘외지’ 즉
일본의 식민지 또는 일본 세력 아래 있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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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地版을 발행하였다. 그 중 주요한 것이 朝日新聞 朝鮮版이다. 朝日新聞
朝鮮版은 南鮮版, 中鮮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며 본지에 부록 형태의
지역판을 더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편집 근거지는 일본 규슈의 門司였
다. 다만 발행 형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1915년부터 鮮滿附錄 형태로
조선 지역판이 발행되다가 이후 朝日 朝鮮을 거쳐 朝日 南鮮版, 中鮮版 등
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발행 부수로 보면 조선 내에서 발행
되던 일본어 신문들보다(예를 들어 京城日報) 더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
였다. 每日 朝鮮版과 함께 朝日 朝鮮版은 조선 내 영향력으로 보아 대표적
일본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朝日新聞 外地版’은 위의 다양한 형태의 朝鮮版, 臺灣版 등을 복각한 것이

다. 1915~1935년까지는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자료이며(小林寫眞工業株式
會社 제작) 1935년 이후의 것은 유마니서방 발행 책자 형태의 복각판이다.
(6) 일본 소재 한국 사료 탐색을 위한 참고자료

일본 소재 한국 사료를 탐색, 조사하기 위한 각종 참고자료들을 모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 조사 수집을 위해 소장하게 된 공구서류, 사료 소
개 논문, 관련 연속간행물 등이다.
インテリジェンス Intelligence 第009號 20世紀メディア硏究所編(2007.
11. 28.)

インテリジェンス Intelligence 第010號 20世紀メディア硏究所編(2008.
8. 28.)
(7) 花房義質關係文書 MF(首都大學東京圖書情報센터 소장)

首都大學東京圖書情報센터(구 東京都立大學 圖書館)에 소장된 花房義質
關係文書를 MF로 제작한 것이다. 北泉社에서 간행하였는데 현재 創泉堂出
版에서 판매하고 있다. 首都大學東京圖書情報센터에서는 花房義質關係文

Ⅳ. 개인 및 기타 자료 413

書를 귀중자료로 별도 문고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전체 수량은 약
1,500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創泉堂出版 발매 花房義質關係文書 MF는 모

두 23롤이며 1기 12롤, 2기 11롤로 나누어 간행되었는데 각 기별로 소책자
형태의 가목록이 있다. 1기 소책자에 가목록과 함께 해설이 수록되어 있는
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는 1기 소책자가 보이지 않는다. 創泉堂出版 발
매 花房義質關係文書 MF는 首都大學東京圖書情報센터 소장자료 전체를 마
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1842년 岡山 출신으로 1872년 일본의
메이지유신 후 국교 교섭을 위해 부산에 파견된 적이 있으며 1877년 駐朝
鮮代理公使로 임명되었으며 1880년 일본이 조선에 정식 공사를 설치하기
로 하자 초대 공사로 부임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일본으로 쫓겨났다.
초기 조선과 일본의 외교 담당자로서 활동하였으며 花房義質關係文書 MF
문서류 중 다수가 조선, 일본 외교 관계 자료이다. 1917년 사망하였다.
(8) 東亞同文會報告 影印 復刻版

東亞同文會에서 월간으로 간행한 東亞同文會報告를 藤田佳久 감수ㆍ해
설, 髙木宏治 편집으로 일본 유마니서방에서 복각 간행(영인판)한 자료집
이다. 東亞同文會報告는 1900년 4월부터 1910년 6월까지 모두 132회 간행
되었는데 원본을 찾을 수 없는 1~4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8회분을 모두
영인 복각하였다. 복각 자료집은, 원 자료 5책 정도를 한 권으로 묶어서 모
두 26권이다. 東亞同文會는 東亞會와 同文會가 합병하여 1898년 11월 출범
한 조직으로서 일본의 이른바 ‘아시아주의’ 민간 단체이다. 고노에 아시마
로(近衛篤磨)가 창립 당시 회장이다. 犬養毅, 池邊三山, 內田良平, 江藤新
作, 柏原文太郞, 志賀重昻, 副島種臣, 谷干城, 內藤湖南, 渡邊洪基 등이 주
요 관련자이다. 상해에 東亞同文書院을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다. 1946년
해산하였으며 1948년 후계단체인 霞山會가 조직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41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있다. 東亞同文會報告는 淸, 조선, 티벳 등의 현지 상황을 정리한 글이 주종
을 이룬다.
(9)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은 일본의 不二出版에서 1987년부터 간행하고 있
는 자료집으로 현재에도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十五年戰爭’은 일본의 만
주침략 즉 1931년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기간을 큰 국면에서 전쟁 기간으
로 보는 시각을 담은 용어이다. 이 자료집은 1931~1945년 기간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쟁 관련 자료 중 발굴되지 않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을
모아서 복제 간행한 자료집이다. 특히 군경 등에서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
지 않은 문서를 주로 발굴하겠다는 뜻에서 ‘극비’라는 이름을 부쳤다. 十五
年戰爭極秘資料集은 본편 30권 간행 이후 補卷이라는 명칭으로 꾸준히 간
행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補卷 41까지 나왔으며, 전체 수집하였다(단, 본
편 19ㆍ20권 및 보권 23의 제8책은 품절로 인해 수집하지 못하였다).
(10) 日本近代思想大系

日本近代思想大系는 岩波書店에서 1988~1992년 발행한 사상사 관련 총
서로서 일본의 개국부터 ‘일본제국헌법’ 발포 때까지의 사상 관련 주요 자
료의 원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근
대 사상의 주요 문헌을 원문 그대로의 형태로 읽는다는 것이 기획 취지이
다. 전체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주제별로 나뉘어 있다. 마지막
24권은 ‘近代史料解說ㆍ總目次ㆍ索引’ 집이다.
(11) 明六雜誌 復刻版

일본 근대 초 종합학술잡지로서 큰 영향을 미친 明六雜誌의 복각 자료집
이다. 明六雜誌는 明六社에서 간행한 기관지로 1874~1875년 발행되었으며
모두 43호이다. 明六社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森有禮, 西村茂樹, 津田眞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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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周, 中村正直, 加藤弘之, 箕作秋坪, 福澤諭吉, 杉亨二, 箕作麟祥 등이 있
다. 明六雜誌 43호 전체가 영인된 자료집 3책은 立體社에서 간행된 것으로
해당 자료집에 明六社考라는 별도 해설 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大空
社에서 1998년 간행한 明六雜誌語彙總索引도 이 사료계열에 포함되어 있
는데 모두 2012년말 구입한 것이다
(12) 新聞總覽 復刻版

日本電報通信社에서 발행한 新聞總覽의 복각 자료집이다. 1910년부터
1943년까지 매년 1권씩 모두 33권이다. 1914년판부터는 해당 연도의 10월

무렵에 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연말에 간행되었다. 복각 자료집 1913년판
(大正2년판)은 1912년말에 간행된 것으로 자료집 발행사에서 大正2년판이

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1910년말부터 매년 1권씩 발행된 것
이다. 新聞總覽은 말 그대로 일본의 신문지 및 신문사에 대한 전체 일람 및
소개 자료이다. 조선의 신문도 포함되어 있다. 복각 자료집은 大空社에서
1991~1995년 간행하였다. 2012년말 수집하였다.
(13) 昭和戰前財界人名大事典

일본 大空社에서 1993년 간행한 4권짜리 복각 자료집이다. 1권은 1929년
간행 財界人物選集을, 2권은 1931년 간행 最新業界人事盛衰錄을, 3권은 1934
년 간행 財界二千五百人集을, 4권은 1934년 간행 財界二千五百人集 別卷을
영인한 것이다. 4권에 영인된 財界二千五百人集 別卷이 소위 ‘外地’ 관련 자료
로 당시 조선의 실업가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012년말 구입하였다.
(14) 近代用語の辭典集成

近代用語の辭典集成은 일본 大空社에서 간행한 복각자료집으로 1910~
1930년대 간행된 용어 사전들을 모은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모두 4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권은 해설이다. 新語, 유행어, 은어, 문화, 사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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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어 등 다양한 용어 사전을 집대성한 것으로 한국 근대 용어의 연구
에도 도움이 될 자료집이다. 대부분 大空社 간행 원자료로 수집되었으나 자
료집 19권과 25권은 해당 출판사 사정으로 복제본으로 수집되었으며 19권
은 5책으로, 25권은 3책으로 분철되었다.
(15) 近代外國地名人名呼び方書き方變遷史料集

近代外國地名人名呼び方書き方變遷史料集은 외국의 인명과 지명을 일본
어로 읽거나 쓰는 법에 대한 사전류를 모은 자료집이다. 모두 4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자료는 대체로 1900년대 중반 1910년대 초반 출간된 자료들
로 외국 인명 지명의 로마자 표기, 일본 가나 표기를 기본으로 한자 표기 등
도 조사되어 있다.

5

對馬島宗家文書)(AJP048)

대마도종가문서(

대마도종가문서는 일본 江戶시대(1603~1867) 對馬藩의 번주 宗家에 전
해지는 문서이다. 宗家는 江戶시대를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의 실
무와 무역을 독점하여 조일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宗家文書는 對馬藩
廳, 江戶藩邸, 倭館 세 곳에서 작성되었는데, 여러 경위를 거쳐 일본의 長崎
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九州國立博物館, 國立國會圖書館, 東京大學史料
編纂所, 慶應義塾大學과 국사편찬위원회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는 약 2만 8,000점에 달하며, 조선
과 일본 간의 외교와 무역에 관한 사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세 조
일 교류를 연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료군이다.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를 형태에 따라 크게 5가지, 즉 기록류, 고문서, 서계, 회도류, 인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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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을 제외한 대마도종가문서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있어
마이크로필름의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서계는 전자사료관에서 검색
이 가능하다.
서계는 조선 후기 일본(대마도)과의 통교와 교역에 관한 모든 교섭에서
기본이 되는 조선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이다. 본 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계는 총 9,443점이며, 1991년부터 1994년에 걸쳐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1~5권을 간행하여 사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書契(사료철 9,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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