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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거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사진
은 주목받는 사료이다.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표현은 문서자료보다는 이미지 자료에 더 어울리
는 말이다. 문서자료의 행간에서 상상 속에 떠돌던 이미지들은 사진이라는 틀에서 역사의 한 장
면으로 생생히 살아난다. 사진자료 수집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의 관
심을 모으고 있지만, 사진이 주는 생생함이 그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미국 지역 한국사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파견한 연구사들에게도 사진
자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진자료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주목할 만한 한국 관련 사진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
서기록관리청의 사진자료실에 다양한 자료군에 걸쳐 한국관련 사진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에 2012년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자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수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수집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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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G라 함은 Record Group(사료군)
을 축약한 표현이고, 80, 111, 306 등
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사료
의 생산부서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면서
부여한 번호이다. 각 사료군에 대한 풀
네임 및 설명은 이하 본문에서 상세하

사진자료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진자료에 대한 조사는 5층 사진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현황파악 및 향후 수집사업을 위한 목록 조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직접적인 성과로는 RG 80, RG 111, RG 306 등 한국 관련 사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
료군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였고,1 이외 다른 자료군에 산발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사진들

게 소개할 것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언
급하면 80은 미해군문서에 해당하고,

111은 통신부대, 306은 미해외공보처
문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
료군의 번호는 미국 사료의 계통을 이

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당수의
사진자료들을 촬영 수집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진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외사료 조사수

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집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그동안 수집된 사진자료를 보다 많은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2 NARA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의 약자이다.

3 RG 111에는 약 80여 개 이상의 많은
하위 시리즈들이 있다. 그 중 RG 111-

SC 이외 한국관련 사진들이 포함되어

위해 기획되었다. 사진자료집은 오랜 기간 동안 국사편찬위원회가 노력해 온 조사 수집 사업의 결
실이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조사해온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사진자료들에 대한 개괄
과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사진자료들의 전체적인 계통을 정리
하고, 수집한 사진자료가 어떤 내용들인지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있는 하위 시리즈로는 RG 111-CCS,

RG 111-CPF, RG 111-PP 등이다.
RG 111-CCS, RG 111-CPF 사진자
료의 일련번호는 CC-0000, C-0000
으로 붙어 있어 RG 111-SC와 다른 자

2. 미육군 통신부대 사진파견대의 활동과 NARA 사진자료2

료들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복되는
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진자료실에는 생산부처에 따라 분류된 수많은 문서군별로 다
양한 사진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단일 문서군으로 한국관련 사진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RG 111-SC(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1985 : Signal Corps Photographs of American Military Activity, 1754~1954) 통신
부대 문서군이다.
통신부대는 1860년대 미 육군 산하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주로 기상학 업무를 담당하다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군 전신업무로 그 역할을 확대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군단
및 사단 소속 사진부대를 조직하여 사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사진부대원들이 생산한 미군
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진과 동영상, 교육훈련용 영화, 일상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은 해외
공보처나 상부 기관으로 보내져 선전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통신대 사진부대는 사진의 생산, 운영, 전송 등 일련의 사진 제작
과정을 총괄하였고, 사진부대가 생산한 사진 자료는 RG 111-SC로 분류되어 각 전술군에 배속된
통신부대 별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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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대 활동사진

1) 123 통신부대 사진파견대 소속 병사들이 사진 업무에 대해 의
견을 나누고 있다.(1948. 7.12) 사진파견대 소속 병사들은 기본
업무 외에 사진을 찍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4군단

2) 사진 원화를 살피고 있다.

소속이다.

3) 원화필름은 약 한 시간 후 번호를 매겨 프린트 룸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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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린트 룸에서 모든 사진들을 인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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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육군 통신부대 사진파견대 소속 일병이 사진 인화 후 건조하는 모습이다. 건조
후에는 사진 뒷면에 캡션을 넣는다.

7) 복사실에서 인화된 사진 사본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워싱톤 상부 기관에 공식 사진파일로 보내진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의 기억들

6) 모든 사진에는 뒷면에 사진과 관련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통신부대 소속 병사가
타이핑으로 사진 관련 정보를 적고 있다.

8) 미 육군 123 통신부대 사진파견대 소속 병사가 팩시밀리로 사진을 전송하는 모습
이다. 1948년 4월에 첫 사진 전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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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자료실의 사진자료 조사 내용과 관

RG 111-SC 사진들의 경우 사진 뒷면에 사진 설명 뿐 아니라 생산일, 생산기관, 생산자, 생산

련해서는 고지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
연구사)의 2012년 미국 파견보고서의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기관 분류번호 등 생산정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생산기관 분류번호는 먼저 사진부대가 배
속된 전술군의 이니셜과 함께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추후 이 사진들 전체를 대상으로 SC-00000
과 같이 일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극동사령부 산하 통신부
대가 촬영한 사진들에는 FEC-00-0000와 같은 일련번호가 SC-00000와 함께 부여되어 있다. 이
러한 생산기관 분류번호는 사진의 출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직접 자료를 찾을 때 검색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대 사진파견대가 촬영한 사진들은 촬영당시 확보된 정확한 데이터(일자, 장소,
등장인물, 관련사건 등)를 포함하고 있어, 사진정보와 관련 문서자료를 활용한다면 사진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신부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인물, 군사작전, 항공정찰, 무기체계, 배급과 군수지원, 후방
(home front) 지원, 정치동향, 선전선동 등 분류에 따라서 수십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다양
한 미군의 활동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해방 이후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요 인물
들의 사진,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1940~50년대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및 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한 사진, 일상적인 사회상을 보여 주는 사진 등 미군들이 한국에서 행한 활동과 그
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한국의 모습을 전해주는 다양한 사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들에서는 군사작전 사진 뿐 아니라 군수지원과 관련한 기술지원, 구호 및 복구,
의료지원 등의 사진이 있으며, 포로수용소 사진, 휴전회담 사진, 주요 지역별 지리적 상황 등을
담은 사진 등이 있다. RG 111-SC의 각 박스의 구성은 주제 분류와 상관없이 시간순으로 정리되
어 있다.
RG 111-SC 외에도 한국관련 사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은 RG 80 해군성 문서와
RG 306 해외공보처 문서, RG 342 공군사령부 문서, RG 226 전략첩보국 문서, RG 286 국제개발
처 문서, RG 319 육군참모 문서, RG 330 국방장관실 문서 등 약 50여개의 문서군이다. 사진자료실
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자료의 규모는 너무 방대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모든 사진자료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관련 사진자료가 가장 많이 집중되
어 있거나, 주제나 유형적으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서군을 중심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의 한국관련 사진자료들의 현황과 특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다.4

1) RG 80,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General Photographic file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3 ~1958 [80-G]

해군부 소속 일반 사진 문서이다. 여기에는 대략 70만 장의 사진이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
다. 대부분의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기 군사 활동과 업무를 묘사한 것이다. 해군선박,
해상활동, 미 해군과 외국 해군의 비행선, 군 및 민간 인사들, 해군 활동 등 다양한 사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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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활동사진으로는 진주만 공격, 이오지마, 오키나와, 미드웨이, 필리핀 등지의 전투와 대서양
호송대, 독일군 U 보트, 일본 군함 등의 사진이 있고, 얄타, 테헤란, 포츠담 회담, 미주리호에서의
일본군 항복, 일본 점령 등 사건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있다. 한국관련 사진으로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선박, 항공활동, 1950년 가을 동안 원산, 신남포 부두 지역에서의
해군활동, 항공기 출격, 해안가 포격 등의 사진, 인천상륙작전 시 해군의 활동, 흥남부두 철수, 부
산 등의 해군 병참시설 등이 있다. 그 밖에 RG 80-G에는 한국 고궁, 한국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는 항공 사진들이 많이 있다.

2)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 ~ 2003

RG 306 문서군은 미공보원의 사진수집의 목적에 따라서 미 정부기관 뿐 아니라 각급 언론
사와 개인들이 제공한 사진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사진자료실에 있는 RG 306의 하위 시리즈들
에는 주로 인물사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의 해
외순방 당시의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하위 시리즈의 명칭도 대통령의 이니셜 혹은 회의 이니셜
을 따서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306-ET(Photo of President Dwight Eisenhower’s Far Eastern
Tour, 1960)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진이며, 306-HHA(Vice-President Hubert
Humphrey’s Asian Tours, 1966~1967)는 험프리 부통령의 해외순방 사진, 306-JM은 린든 존슨
정부의 각종 활동사진들, 306-RKT(Attorney General Robert Kennedy’s Trips, 1962~64)는 로버
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의 한국 방문 사진, 306-RNT(Photo of Richard Nixon’s Trips, 1953~74)
는 닉슨 부통령의 방한 사진, 306-SAT(Photo of Spiro Agnew Trips, 1969~73) 애그뉴 미 부통령
의 방한 활동사진들이다.
RG 306의 사진 자료들의 경우는 통신부대의 사진들을 미공보원이 공급받아 재활용한 경우
도 적지 않아, RG 111-SC 사진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306 시리즈들 중에는 네거티
브 크기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커팅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 사진마다
뒷면에 캡션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고, 사진별로 번호도 따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개는 사진 폴
더 맨 앞에 전체 사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붙어 있는 정도이다. 그 밖에 306-NT(Photographic
File of the Paris Bureau of the New York Times, ca. 1900~ca. 1950)로 분류되어 있는 시리즈는
파리주재 뉴욕타임즈 사무소가 소장했던 사진들을 하나의 켈렉션으로 묶어 NARA에 기증한 것이
다. 여기에는 1001번 박스에 한국 관련 인물사진 및 주요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3)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48 ~ 2003

RG 286은 미 국제개발처 문서군으로 미국의 해외원조활동과 관련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
다. 286-C, 286-CF, 286-CP, 286-SF 시리즈로 분류되어 있다. 286-C는 국가명의 알파벳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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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외에도 사진자료실에 있는 시리즈 중

정렬되어 있는데, 국가별 폴더 맨 앞에 간략한 해제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해제에는 각 국가에 대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자료
군은 RG 226-P(OSS Personalities

1941~ 45, Japan-Korea) 시리즈이
다. 이 시리즈는 대부분 신문, 단행본 등

2차 자료를 통해 일본군, 정치, 행정, 산

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원조프로그램 액수 등을 정리해놓았다. 한국관
련 사진은 앨범으로 정리되어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각종 공사현장에 대
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286-CF 시리즈에는 8번 박스부터 ‘Korea’ 항목이 등장한다. 여기에

업의 주요 인사들의 인물사진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승만, 백남운, 김구, 이범
석 등을 포함한 한국관련 인물들도 포함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잡지, 연보,
연감류 등의 자료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

는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원조자금으로 건설된 각종 공장들과 미국 후원의 캠
페인, 즉 산아제한, 위생, 교육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사회문화상이 잘 드러나는 내용
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서 진행되던 원조 및 개발사업현장을 엿

진의 사료적 가치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1970년대 산업현장을 담고 있는 사진들에서는 지난 20여 년
간 미국의 원조, 차관 지원 등으로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 ~ 2009

RG 319에 소장된 사진자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베트남전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활동을
담고 있다. 사진들의 주제는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는데, 미군 주둔기지, 장비와 무기, 주요 장교,
NATO 군사훈련, 원폭 실험 및 일본 원폭피해자 관련, 추축국 전쟁범죄 피고들과 전쟁포로, 민간
및 군 피해상황과 난민 등이다. 아울러 유럽,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한 항공사진이 대량
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RG 319의 사진들의 경우도 RG 111 SC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RG 319-AP는 RG 111-PP와 함께 사진자료실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별 시리즈 파일이
다.5 두 시리즈는 모두 상세한 파인딩 에이즈(Finding Aids, 검색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알파벳
순으로 A부터 M까지는 RG 319 AP에 그리고 N부터 Z까지는 RG 111 PP에 정리되어 있다. 미 육
군을 포함한 주요 고급 장교들의 신상관련 사진들이 나뉘어 정리되어 있는데, 319 AP와 111 PP는
각각 289개와 64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RG 319 AP에는 한국 장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박스 203번에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 제24군단 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중장의 사진이 대량으로 들어 있다. 특히 하
지 장군 관련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에는 입법의원 개회식 등 해방공간의 주요 정치활동 사
진이 담겨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5) RG 342, Records of U.S. Air Force Commands,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1900 ~ 2003

미 공군사령부의 활동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RG 342-FH 시리즈에는 제2차 세계대전 관
련, 1940년 이전 미국 국내 사진들, 1954년 이전 미국 국내 항공관련 사진,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
이 박스 일련번호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특히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은 항공기, 승무원, 지역과 시
설, 운송, 작전, 폭격, 전투, 수용소와 포로 등 특별한 주제 범주로 배열되어 있다. 본 시리즈의 사진
들은 캡션이 매우 충실하며, 중간 중간 각 폭격기 편대 등 공군단위 편대별로 상세한 문서자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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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료)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자료의 가치 뿐 아니라 미 극동공군의 구체적인 작전을 들
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6) 한국전쟁 관련 사진자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진자료실에서 하나의 주제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콜
렉션 중 하나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이다. 한국전쟁 관련 사진은 RG 52, RG 59, RG 80, RG 111, RG
127, RG 242, RG 306, RG 319, RG 342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다. 각 문서군의 특징에 따라 관련 사
진자료들의 범주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G 52 Records of 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에는 의료대대 활동사진과 전쟁 중 부상병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RG 59 미 국
무부 문서군에는 협정 조인 장면,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련 회의, 정전회담, 전투지역에서의 민간인
소개 등과 관련한 내용의 사진자료가 주로 모아져 있다. 특히 RG 59 문서군 한국전쟁 시리즈에는
트루먼, 애치슨, 딘 러스크 등 당시 미국의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의 인물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RG 127 해병대 문서군에는 1950년부터 1953년 동안 한국에서 해병대의 전투, 비전투
활동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군의 하위 시리즈에는 한국 전투, 상륙용 주정, 조종사
와 선원 등과 같은 주제로 사진들을 분류하며 정리해놓고 있다. 가장 많은 사진들은 낙동강, 월미
도, 인천, 장호진 전투에 관한 것이다. 비전투 활동으로는 훈련, 가두행진, 기념식, 휴식, 승선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이 있다. RG 242 노획문서에는 1950년 북한의 선전포스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쟁 관련 사진으로 많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RG 306 미해외공보처 문서
군이다. 이 문서군의 사진들은 국무부, 국방부, 개별적인 군부서에서 온 것들인데, 한국전쟁 동안
의 정치지도자, 대사들, 정전협상의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대표들의 모습, 한국전쟁 동안의 유엔
군의 모습, 한국인 민간인들과 공산군 포로들의 모습 등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활동상과 관
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한국관련 사진자료 현황
미국 소재 한국사 관련 사진자료 중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자료는 현
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총 22개 사료군으로 정리되어 있다. 정리 방식은 사진이 소장되어 있는 미
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 기록 계통을 따르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미국자료의 정리시스템
에 맞추어 레코드 그룹(사료군) 별로 각각 하위계열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NARA 소장 한국관련 사진자료들이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거나, 시계열적인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해 수집되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할 수는 없었고, 각 사료군이 생
산부처에 따라 자료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통적 정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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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각 사료계열에 대한 소개는 [306CS]와 같이 축약한 기호로 설명한다. 각
사료계열의 풀네임(full name)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가장 많은 사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문서군은 RG 111과 RG 306 등인데, 이는 각 사료
군이 통신부대와 공보처 자료로 모아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2015
년 12월 현재 정리된 사진자료를 토대로 각 사료군 별로 수집된 사진자료들의 주요 내용 등을 간
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해제를 대신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순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
집한 사진자료는 사료군으로는 22개의 사료군, 사료계열로는 59개의 사료계열로 정리되어 있으며,
분량으로는 총 24,573매가 수집·정리되어 있다.

1)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 ~ 2003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Photographs of Information Center Service Activities in Foreign Countries 1948 ~1954
[306-CS]

102

2

Psychological Warfare Posters Promoting the U.S.-South Vietnamese Cause During the
Vietnam War, 1965 ~1969 [306-VP]

34

3

USIA Views of the 1968 Summer Olympic Games in Mexico City, 1968 ~1968 [306-OG]

4

4

Photographic File of the Paris Bureau of the New York Times, ca. 1900 ~ ca. 1950 [306-NT]

582

5

Miscellaneous Subjects, Staff and Stringer Photographs, 1961~1974 [306-SSM]

78

6

Photographs of Visiting Dignitaries to the United States, 1961~1990 [306-SSD]

147

7

Photographs from Staff and Stringer Photographic Assignments Relating to U.S. Political
Events and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Life, 1964 ~1979 [306-SSA]

261

8

Staff and Stringer Photographs, 1949 ~1969 [306-SS]

121

9

Photographs of Spiro Agnew Trips, 1969 ~1973 [306-SAT]

28

10

Richard M. Nixon Trips, 1953 ~1974 [306-RNT]

67

11

Robert Kennedy’s Trips, 1962 ~1964 [306-RKT]

12

12

Miscellaneous Vietnam Photographs, 1958 ~1974 [306-MVP]

10

13

Master File Photographs of U.S. and Foreign Personalities, World Events, and
Americ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ca. 1953 ~ ca. 1994 [306-PS]

14

Hold File Photographs Relating to American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Prominent U.S. and Foreign Personalities, and World Events, ca. 1950 ~ ca. 1963 [306-HL]

15

Vice-President Hubert Humphrey’s Asian Tours, 1966 ~1967 [306-HHA]

101

16

Photographs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s Far Eastern Tour, 1960 ~ 1960 [306-ET]

122

17

Photographs Relating to World War II, the Cold War, and U.S. - West German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Contacts, ca. 1951~1994 [306-BN]

26

1,834
6

이 사료군에는 총 17개의 사료계열에 사진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현재 수집된 사진자료의
매수는 총 3,535매이다. 먼저 [306-CS]는 미 해외공보처 해외 공보센터의 활동사진으로 구성되
어 있다.6 언론 자료를 위한 그림 전시들, 센터 빌딩, 도서관, 이동도서관 내외부 모습, 센터 직원들,
센터 문화 활동 모습들, 서유럽, 아프리카, 극동, 라틴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약 60개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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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Box 1, 7, 11 등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관련 사진자료의 일부가 수집되어 있다.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 문화, 전시활동에 관
한 사진들이 있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부산 및 경주 주재 미국 공보원
의 활동 사진, 뉴스 보도 사진, 한국 학교에 출판물을 전달하는 사진, 각종 구호활동 관련 사진들
이 포함되어 있다.
[306-VP] 시리즈는 원래 베트남 전쟁기 남베트남 정부를 지지하는 심리전 활동을 목적으
로 합동 미 홍보처(Joint U.S. Public Affairs Office, JUSPAO)에서 생산한 438개의 포스터로 구성
되어 있다. 포스터는 미군들이 시골의 다리, 학교, 주택을 건설·복구하는 장면, 지방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모습, 난민과 빈곤 마을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모습, 미군 군사력을
묘사하는 것들이다.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일부가 수집되어 있다. 포스터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
고, 포스터에 대한 설명문이 함께 실려 있다.
[306-OG]에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게임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올림
픽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포함해, 100미터 달리기, 20km 장애물 경기, 마라톤, 권투, 농
구, 승마 장면 등 올림픽 게임 사진과 올림픽 게임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인화지
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총 4컷으로 멕시코올림픽 당시 레슬링과 농구 종목의 한국 대
표선수의 모습이다.
[306-NT]는 파리 주재 뉴욕타임즈 사무소가 소장했던 사진들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
NARA에 기증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는 문서상자 994-1000(중국), 1001(한
국), 1147-1162(일본), 1204-1210(러시아) 가운데,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 한국관련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사진이다. 유엔안보리에서의 장면(張勉)의 모습, 1950년 6월 26일 중앙청 거리 항
공사진,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의 모습들, 1945년 8월 15일 중경거리의 종전 축하 인파들,
윤봉길의거 관련 사진들, 소련점령 북한지역의 사진, 일제 강점기와 해방 당시 서울의 풍경, 한국
인들의 귀환관련 사진, 기독교관련 사진, 김구 장례식, 미 군사고문의 한국군 지도 장면, 한국인들
의 일상 풍경, 이봉창 폭탄의거 사건현장을 점검하는 일본 경찰, 중일전쟁 관련, 함경도 덕원베네
딕트 신학교 등의 사진이 있다.
[306-SSM]은 미국 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현지 당국과 관련한 내
용, 미국에 대한 해외 여론에 관한 유용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과 사건들을 담은 사진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박스 가운데 한국관련 사진 79컷을 수집하였다. 핵실험금지조약 한국대표
서명 장면, 린든 존슨의 필리핀 방문(마닐라 회담), 마닐라 회담에서의 박정희, 박정희의 마닐라 공
항 도착 및 마르코스의 영접 사진, 존슨 한국 방한 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슬라이드 앨범 형태
의 필름사진이다.
[306-SSD]는 모두 118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을 방문한 고위 인사들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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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아 놓았다. 이 가운데 박스 30, 31번의 일부 한국관련 사진이 수집되어 있다. 베트남 파
병문제로 큰 환영을 받았던 1965년 박정희 방미 사진(일부 컬러)이 포함되어 있다. 수집한 사진
에는 백악관 앞마당의 박정희 환영행사(컬러),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과 악수하는 박정희, 백악관
만찬에서 담배 피는 박정희, 워싱턴 시내 카퍼레이드와 환영 나온 미국 시민들, 웨스트 포인트를
방문하여 생도들과 악수하는 장면,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장면, 육영수와 함께 워싱
턴 인근의 명소를 관광하는 모습, 정일권 총리와 린든 존슨, 필라델피아 시장과의 접견 모습 등
이 담겨 있다.
[306-SSA] 시리즈는 주로 1960년대 사진들이 들어 있다. 국제교류처(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gency, ICA)와 통신부대 사진파견단이 찍은 것으로, 보도용, 팜플렛, 국제교류처 해
외출판물에 활용될 목적으로 생산한 사진들이다. 정치, 문화, 경제 등 일반적인 주제들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100여 건의 사진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 이동원 외무장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의
방미 사진들, 주한미대사 윌리엄 포터의 사진, 북한의 위조, 허위 출판물에 의한 선전전을 폭로하
는 한국대사관의 유엔전시물 관련 사진, 한국고아원 후원자, 푸에블로호사건 유엔안보리 회의장
면, 정경화 뉴욕 필하모닉 협연 데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306-SS]는 슬라이드 필름 형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주로 미국 정부 관료들
의 해외관리 접견 장면들이다. 모두 49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박스 안의 각 봉투에는 여러 장의
네거티브 사진 인화지가 담겨있는데, 봉투 겉면에 사진주제들을 필사해 놓았다. 주제 범위는 각국
의 다양한 지도자와 고위관료들의 방문에서부터 농업 교환학생들의 중서부 농장 방문까지 광범
위하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자료는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 대사급 한국 관료들의 워싱
턴에서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김정렬
대사가 신임장을 케네디에 전달하는 모습,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이동원과 김용식을 접견하는 모
습, 한국에 대한 쌀지원 선적모습, AID의 한국식량지원프로그램에 서명하는 김정렬, 미국 프레스
센터에서 Upper Room을 수상하는 김활란 및 주미대사 김정렬,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김규민, 김
용식 외무차관, 최규하, 피아니스트 김정자, 고병익 박사 등 인물사진이 있다.
[306-SAT] 1970년 8월 애그뉴(Spiro T. Agnew) 미 부통령의 방한 활동 등을 담은 시리즈
이다. 한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폴더가 모두 22개인데 4번이 한국이다. 1969~1970년 부통령
의 극동아시아 순방 사진 가운데 한국관련 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이효상, 정일권 등 정부요인
접견 모습들이 담겨 있다.
[306-RNT]사료계열은 닉슨(Richard M. Nixon)의 부통령과 대통령 재임 시절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행 방문 당시 공식·비공식 회의, 대부분의 순방에 동행한 닉슨 여사의 모습도 포
함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닉슨 부통령의 방한 사진들이며, 1953년 및 1966년도 방한 당시의 모
습이다. 경무대 집무실의 이승만, 김병로 및 닉슨 부처, 창덕궁을 방문한 닉슨과 국무총리 백두진,
닉슨 부인의 방문활동(고아원, 세브란스 병원의 상이용사, 김활란 자택 방문 등) 사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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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RKT]는 미국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의 1962년 아시아-유럽 친
선 여행과 1964년 극동 순방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한 자료는 로버트 케네디 미 법무장관
의 1964년 한국 방문 당시 사진들이다. 휴전선, 유엔군 사령부 방문 및 미세스 케네디와 버거 대
사의 아내가 육영수와 환담하는 모습, 송두용 화백이 고 케네디 대통령의 영정그림을 전달하는
장면 등이 있다.
[306-MVP]는 총 4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베트남 관련 사진들이다. 2번 박스에
한국관련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7개국(미국 포함)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정희 사진, 이세호 베트남 주둔 한국군 사령관을 포함한 참전국가 사령관 단체 사진 등이 수집되
어 있다.
[306-PS]는 미 해외공보처(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사진 수집 목적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각급 언론사와 개인들이 제공한 사진들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료계열의 사진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PS(sub), PSA, PSB, PSP
등 하위 계열이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한국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시기와 주제는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전 및 냉전 관련 전세계의
신문 카툰들, 전라남도의 독립 기념일 식목 행사, 유엔군 관련 사진(한국인 환영인파, 부산의 유
엔묘지, 휴전협상 등),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애치슨과 호프만(ECA의장)이 한국책자를 앞에 놓
고 토의하는 모습(원조안 통과를 위한 의회 청문회), 6·25 6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의 연설을 듣
는 청중들, 장고 명인과 춤추는 아이들, 미국 방문 한국인물 사진들, 선거관련 사진들, 주미한국대
사관 접견실에서 양유찬 대사의 딸이 명성황후의 유품이라고 알려진 호피카핏을 두르고 있는 사
진, 한국전쟁 중 구호활동, 한국전 참전 여러 연합국 장병들의 모습, 러시아 극동군 소년부대 대장
의 소련군복 착용 모습, 항복 후 경성(서울)의 일본군 사진, 1949년 미국 초청 외국유학생단 속의
한국인, 전쟁 직후 미그기를 몰고 귀순해 미국에 정착한 노금석 사진, 해방 9주년 퍼레이드 사진,
전시 북한포스터, 5·10선거 포스터를 보는 한국인들, 북한군 및 중국군 포로, 상이용사 가족 체
육대회(부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공항도착 및 회의장면, 1950년 6월 25일, UN 안보리긴급회의장
의 비어 있는 소련 좌석 사이로 영국, 노르웨이 대표가 대화하는 장면, 1949년 3월, 북한 정부 대
표단 소련 방문 사진, 서울수복 직후 여운홍이 노상에서 군인들과 담소하는 장면, 1953년 11월,
김일성의 북경역 도착 장면, 맥아더의 한국전 관련 보고서 검토 중간 소련제 북한군 소총을 들어
보이는 오스틴 주 유엔 미국대사의 사진 등이 있다.
[306-HL]의 사진들은 미 해외공보처(U.S. Information Agency)와 그 전임기구의 사진 편집
자들이 장기간 보유할 만큼은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마스터 파일에 포함될 만큼 귀중하지 않다고
여겨서 보류 파일(Hold Files) 상태로 배정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한 사진은 시리즈의 1번
부터 6번 박스 가운데 일부이며, 제헌국회 대통령 선출 투표 장면, 뉴욕 도서관에서 한국 문헌(조
선고적도보)을 보고 있는 이용자(1956)의 모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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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HHA]는 1966년과 1967년 부통령 험프리(Hubert Humphrey)의 아시아 순방에 관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한 사진은 6대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험프리 부통령
에 관한 것들이다. 6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의 모습, 취임기념 만찬장에서 각국 대표의 환담 모습,
워커힐에서 열린 외무장관 환영만찬장에 들어서고 있는 사토 일본총리와 기무라 주한일본대사,
고등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험프리, 존슨-박정희 합의로 건설되기 시작한 KAIST 공사현장
을 찾은 험프리, 박정희-사토-험프리 간담회 모습, 취임식 공식만찬장에서 연설하는 박정희, 특
전사의 시범훈련을 참관하는 험프리와 본스틸 주한미군 사령관(전두환 배석), 정일권 방미(1966)
사진, 주월사령관 채덕신 등 험프리가 한국 관리, 장성 등과 만나는 다른 시기의 사진들이 포함
되어 있다.
[306-ET]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알래스카,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방문 당시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두 4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사진자료는 1960년 6월 19~20일 아
이젠하워대통령의 한국 방문 사진들로, 허정 내각 수반 및 아이젠하워의 공항 연설 및 의장대 사
열, 중앙청, 대한문 앞 환영행렬 사진 등이 있다.
[306-BN]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관련, 미국과 서독의 관계에 관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에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과의 전투,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군
대표의 항복문서 조인, 6·25전쟁 당시 미군의 진격 모습,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1953년 7
월 27일 문산 유엔전진사령부에서 휴전협정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휴전협정 관련 사진들이 포함
되어 있다.

2) RG 59, [Photographs from RG 59 Relating to Korean History]

RG 59 사료군은 미국무부 문서로서 미국의 대한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관련 자료가 가장 많
이 있는 자료군이다. 그러나 사진 자료의 경우는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 주로 국무부 관료들의 활
동을 중심으로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그 시기도 대체로 1900년대 초반의 사진들이 많은 편이다.
수집한 자료는 총 243매인데, 내각책임제 반대 시위 장면들, 북한관련 사진, 미국의 대한원조 관
련 사진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3) RG 338, 미군 활동 기록 사진(월남민이 거쳐야 할 과정들)

원래는 하지장군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였으나, 현재 General Correspondence Files,
04/1944~1948 [RG 554, Entry A-1 1370~1405]로 재분류되어 정리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서는 수집 초기 사료계통을 고려하여 RG 338의 하위자료로 정리해놓았다. 대부분이 문서자료이
고 일부 미군활동 기록사진들이 있다. 송환, 예방의학, 공군교육, 군사시설, 일본인 본국 송환 등을
주제로 한국에서의 미군의 활동 사진을 스크랩해놓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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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G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1985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Color and Black and White Contact Prints of U.S. Army Activities in Korea, 1958 ~1981
[111-CCK]

170

2

Color Prints : Photographs of U.S. Army Activities, 1958 ~1981 [111-CRB]

66

3

Photographs of U.S. Army Operations in Vietnam, 1963 ~1973 [111-CCV]

350

4

Color Photographs of Signal Corps Activity, 1944 ~1981 [111-C]

82

5

Signal Corps Photographs of American Military Activity, 1754 ~1954 [111-SC]

6

U.S. Army Signal Corps Photographs Of Military Activity During World War II and The Korean
Conflict, 1941~1954 [111-SCA]

206

7

General Subject Photographic Files, ca. 1964 ~ ca. 1982 [111-CCS]

304

8

Color Print Subject File, 1944 ~1954 [111-CPF]

610

9

General Personality File, 1900 ~1981 [111-PP]

787

6,102

총 9개의 사료계열에 8,677매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다. 수집된 사진자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다. 각 사료계열별로 수집된 사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11-CCK]는 한국에서의 미군부대 활동을 담은 흑백과 컬러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Box 3, 4가 수집된 상태이며, 수집된 사진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진철과 지미카터 미
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사진철이다. 1979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지미 카터 대통령의 한국
방문 사진들은 모두 컬러 사진이다.
[111-CRB]는 주로 베트남 관련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서 상자 가운데 Box 77의
일부가 수집되어 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내용은 통신병의
라디오 교신 장면, 청룡부대의 발포 준비 및 무기점검 장면, 백마부대원들의 행군 장면,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 벽돌을 놓는 모습, 제100군수사령부 사찰 범종에 군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 주월한
국군 베트남 파병 3주년 기념식 장면, 간호병들의 모습, 맹호부대원들의 “서프라이즈” 작전 수행 장
면, 맹호부대 의무병이 베트남 소년에게 채혈주사를 놓는 모습, 맹호부대 대민사업 일환으로 운영
되는 한 초등학교의 교실 풍경 등이다.
[111-CCV]는 베트남에서의 미육군 작전과 관련한 사진들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
료는 이 가운데 한국군 관련 사진들이다. 한국군 정비상황, 작전회의, 상륙과정, 민가수색, 한국
맹호부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활동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컬러 사진이다.
[111-C]의 주제는 육군 기지, 장비, 총과 무기류, 항공기, 미국과 외국에서의 군사 훈련, 미국
과 외국의 항공 사진, 군 부대와 특수 부대, 의무 시설, 군 행사, 통신 시스템, 수송 차량, 미국인과
외국인 전쟁포로, 외국의 지형, 지역 및 주민들, 외국군과 장비, 제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전투 예술, 미국과 외국의 군인, 정치가 및 외교관 등 다양하다. 이 시리즈 하위계열의 전
투 사진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이 다수 수집되어 있다. 문산 포로교환소의 리지웨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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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군 사령관 모습, 밴 플리트 장군 모습, 한국군 심리전팀의 삐라와 선전물 일반, 피난민 모습, 북
한 잡지, 개성 휴전회담 장소, 38선 푯말, 포로에게 DDT를 살포하는 모습, 폐허가 된 서울, 공산군
정찰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이 있다.
[111-SC]의 사진과 원화는 대부분 프랑스-인디안 전쟁에서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
국이 참여하거나 지원한 전쟁에서 미군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는 제1차 세계대전
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위사료계열이 있고, 이 가운데 ‘Korea’로 주제 분류되어
있는 사진들과 박스별 한국관련 사진들을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는 상대적으로 한국관련 사진들이 많지 않지만, 블라디보스톡의 고려
인들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부두에서 하역작업 중인 고려인들, 쭈그려 앉아 곰방대로 담배피는 노
인 등 일부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사진들은 모두 1,101개 박스, 50여 만 장
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도 방대하다. 박스의 구성은 주제 분류와 상관없이 시간순으로 정리되
어 있다. 이 가운데 주로 해방 이후 38선 이남의 군사점령 및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진들을 선별하
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분량이 6,102매로 단일 사료계열로는 가장 많다. 따라서 이 사료계열은 현
재 총 5개의 하위사료계열로 분류하여 정리되어 있다. 이들 사진은 해방 이후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주요 인물들 사진, 항공정찰, 미군의 군사활동, 미군정의 활동,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모습,
한국 내에서의 여러 정치활동, 선거, 한국전쟁 관련 사진, 미국의 각종 지원 활동, 공장 및 거리 복
구의 모습, 지역의 다양한 풍물이나 건물 등 주제가 다양하고, 매해 수집되는 양과 내용이 일정치
않아 주제별 분류로 나누지 않고, 수집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111-SCA]는 111-SC 시리즈 중에서 일부 자료들을 앨범으로 제작한 것이다. 특별 콜렉션 형
식으로 묶여 있는 앨범이 40여 개 있는데, 앨범에 있는 사진은 제1차 세계대전 장면이 대부분이
지만 일부는 독립전쟁,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관한 것도 있다. 앨범의 원본 사진 대부분은
111-SC 시리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뉴기니 섬에서의 전투 활동,
일본군 포로 신문, 부상당한 조선인 포로 모습 등이 담긴 앨범을 수집하였다.
[111-CCS]는 미국 내외에서 미군의 비전투 활동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진
들의 주제는 기구, 시설, 훈련, 행사, 재난대책 등인데, 미국 대통령과 해외 주요 인물들의 사진도
담겨있다. 전체 121개의 박스 가운데 수집되어 있는 것은 한국과 관련한 사진이 들어 있는 Box
73부터 Box 76까지이다. 1963년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한 박정희, 1960년대 후반 주한미군의 작업
사진, 폴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 : 판문점 도끼사건 보복작전으로 진행된 북한초소
근방 벌목 작전) 흑백 및 컬러 사진, 정전회의에 제출된 북한군 매복으로 피습 사망한 미군병사의
군복, 헬멧 및 피습차량 사진들 (1969. 10), 1979년 12월, 미8군에서 열린 봅 호프 크리스마스 쇼,
1969년 한미군사훈련 “Focus Retina” 풍경(인근 마을의 주민들과 미군), 미군 무기 이전 각서에 서
명하는 본스틸(1969. 7. 25) 주한미군사령관, 베트남 참전 한국해병 활동, 미군헬기추락사고 유해
인도(1977. 7. 16), 1969년 4월 포항-서울 간 송유관 매설공사 현장의 미국 엔지니어들과 작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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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1970년 논산훈련소 풍경, 1969년, 70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 광경, 1971년 주한미군철수환송식,
1969년 경 서울시 주요 풍경 등의 모습이 있다.
[111-CPF]는 미군 활동사진 중 컬러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리즈이다. 개성 휴전회담장
에서 잡담하는 공산군과 미군, 미군의 야전 미사,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여러 모습들, 서울수복 기
념식, 창덕궁, 근정전, 서울역사, 서울시의회 등 1952년경 서울의 주요 풍경, 서울에서 발견된 러시
아 포스터, 1951년 8월 경 서울 피난촌, 1950년 11월 눈 쌓인 운택의 제31보병 사단 지휘초소 전
경 등의 사진이 수집되어 있다.
[111-PP]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진자료실 사진들 중 319-AP와 더불어 인물별 사진
이 집중되어 있는 사료계열이다.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319-AP는 A부터 M까지 111-PP는
N부터 Z까지 정리되어 있다. 월튼 워커 미8군 사령관과 브래들리 장군, 이승만, 유흥수 장군, 변영
태, 장도영, 쿨터소장과 주일 정치고문 윌리암 시볼드, 김규식, 송요찬, 김태선 서울시장, 밴플리트
와 밴플리트 부인, 웨드마이어 미특사 등 해방 직후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1950년대 말에 이르기
까지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사진들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였다. 해방 직후 상황과 한국
전쟁 등 1940~50년대 주요 정치인들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활용가치가 높은 시리즈이다.

5)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 ~ 2009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Intelligence Document Files, 1948 ~1961 [Entry NM3 85C] 중 사진자료(photos of Kim koo
Funeral)

2

Photographs of U.S. and Foreign Military Personnel, Defense Department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Royalty, and Heads of State, ca. 1964 ~ ca. 1974 [319-AP]

3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 ~1964
[319-CE]

472

4

Miscellaneous Activities of the U.S. Army, 1940 ~1966 [319-SF]

34

5

Photographs of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55

13
1,004

RG 319 사료군에는 총 5개의 사료계열에 1,578매의 사진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Entry NM3
85C]는 원래 미 육군부 정보 문서를 프로젝트로 편집한 파일(“ID”파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
기에는 정보문서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6·25전쟁기 포로심문조서,
각종 정보참모실 관련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에서 찍은
1949년 9월 5일 김구 장례식 사진 일부가 수집되어 있다.
한편 RG 319 하위 시리즈에 소장된 사진자료들은 본 해제 2장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 통
신부대 사진들 가운데 미군의 활동사진들을 재정리한 것으로 RG 111-SC 사진들과 겹치는 것들
이 많다. 먼저 [319-AP]는 인물사진 시리즈로 통신부대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미군과 외국군 관
련 인사, 미국방부 관료들과 다른 미 정부 관계자들, 미 대통령들과 부통령들, 외국 지도자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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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인사들의 사진이 들어 있다. 수
집된 사진은 남한점령 및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 주요 장성들(미군정사령관 하지 및 맥아더 사
령관 외), 한국군 장성들, 한국의 고위 관료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미정치고문단 멤버들
사진이다.
[319-CE]는 통신부대에서 촬영한 것인데, 미 육군 참모부 기록물로 보내져 정리되었다. 한
국전쟁 전후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항공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대구 미군사령부 주변, 1951년 2
월 서울-영등포간 고속도로(노량진 상공), 1954년 부산 전역에서 실시된 화학공격대비 훈련 항공
사진, 1954년 경 남산 일본 신사, 세브란스병원 인근 신촌 지역, 거제도 포로수용소, 한국전쟁 주
요 전투 장면, 1945년 미군정 헌병의 각종 단속활동과 관련한 것들이 있다.
[319-SF] 사료계열은 미군의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군이 촬영
한 심리전 사진, 부산 군사기지 연막작전 훈련의 항공조감도, 북한군 심리전단 사진들이 있다.
[Photographs of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은 미군사고문단 사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보병학교 개교식, 육군사관학교 교육훈련 모습, 무기작동법과 관련한 군사훈련 교육, 간
호사 교육 등 미군사고문단의 다양한 활동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채병덕 장군의 모습을 비롯하
여 미 군사학교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6) RG 127, Photographs of Marine Corps Activities in Korea, 1950 ~1958 [127-GK]

해병대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다. 시기는 주로 1950년부터 1953년 기간 동안이며, 해병대
의 전투활동과 다양한 비군사활동들을 담고 있다. 이 시리즈는 모두 29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진자료 총 431매를 수집하였다.
마릴린 몬로 주한미군 위문 공연(1954. 2. 16), 한국 예술인들의 주한미군 위문공연, 주한미
군들의 취미활동(사냥, 사진촬영, 사교댄스, 골프, 문화재답사, 쇼핑 등), 미군과 한국군의 친선 활
동(권투, 배구 등), 귀환포로들의 모습(1953년 7~9월), 인천상륙작전, 전쟁 기간 중 미군의 각종 구
호활동(피난민 부상자 치료 등), 1952년 추석 서울거리 풍경 외 전쟁기간 동안의 한국인들의 일
상들, 귀국하는 미군이 뿌리는 동전을 줍는 부두 노동자들(연도미상), 미 해병대의 북한 점령지역
활동(함흥, 흥남, 평양 등), 한국에서 입양된 미 해병대원의 친지방문(1952. 12. 24) 등의 모습이 담
겨 있다.

7) RG 165, Photographs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 ~1904 [165-RJ]

이 사리즈의 사진자료는 박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러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사진들을 모
은 것인데, 여순항의 일본군, 제1만주군 지휘관 쿠로키(Kuroki) 장군, 조선 주둔 일본군 제2군단,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전투지 등 러일전쟁 관련 일본군 사진, 조선 주둔 일본군 사진 등 총 42매가
수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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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G 208,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1926 ~1951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Photographs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alities and Activities, 1939 ~1946 [208-SE]

18

2

Photographs Depicting “Life in the United States”, 1942 ~1946 [208-LU]

51

3

Photographs of Wartime Personalities, 1942 ~1945 [208-WP]

4

1942년 6월 13일 행정 명령으로 설치된 전시정보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역할과
문화, 전쟁목적, 전쟁 수행에 관한 의미를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
에 전시정보국 사진부(Picture Division)는 전시정보국 해외 부처에 영상물들을 제공했다. 사진부
의 자료들은 기본적인 형태로 뉴욕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순서대로 해외 부서의 도서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보관되어 있다. 전시정보국 자료군에 포함된 사진들 가운데 한국관련 사
진과 동영상 파일을 수집하였다. 사진자료는 총 73매를 수집하였다.
[208-SE]에는 1944년 8월 29일 뉴욕 왈도르프 애스토리얼(Waldorf Astorial) 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념의 밤에서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 부인의 모
습이 담겨 있다.
[208-LU]는 통신부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전시정보국 리플렛, 잡지, 출판물 등에 활용된 사
진들이다. 테헤란 회담, 카이로 회담, 크리미아 회담, 얄타 회담에 참석한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등 연합국 인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208-WP]는 전시 인물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위원부 위원장 이승
만 박사’로 소개하고 있는 이승만의 사진 2컷을 수집하였다.

9) RG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1919 ~ 2002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Photographs of China, Japan and the Philippine Islands, 1919 ~1943 [226-G]

20

2

Personalities Referred To In Reports Prepared by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1941~1945 [226-P]

60

3

Photographs of Geographical Locations and Political, Military,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in Asian Countries, ca. 1943 ~ ca. 1945 [226-WSC]

175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
는 한국관련 정보들을 취합하여 종전 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정보제공
기관의 하나였는데, 이 문서군의 사진들은 이들이 수집한 한국의 정보출처가 어디였고, 어떤 내용
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한국은 모두 4개의 폴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
의 출판물 등에서 발췌한 사진들이 많이 있다. 사진의 내용은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등의 지형
물과 인물, 풍물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 지형과 관련한 사진, 한국인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총 255매의 사진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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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G]에는 박스 1번에 포함된 만주, 중국 지역 주요 지형물 사진 일부가 수집되어 있다.
[226-P]는 인물사진이다. 대부분 2차 자료(신문, 단행본 등)를 통해 일본군, 정치, 행정, 산업
의 주요 인사들의 인물사진을 카드식으로 정리해놓았다. 22번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관련 인
물(이승만 포함)들 가운데 주요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주로 서울기독교학교 임원, 교수진의 사진이
많은데(이묘묵 등), 백남운, 백낙준, 영친왕(한복), 김구, 이승만(뉴스위크 사진 수록), 이청천, 이범
석 등의 인물 사진을 수집하였다.
[226-WSC] 시리즈는 한국과 직접 관련된 사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략첩보국
(OSS)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기타 자료로부터 수집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1910~30년대 중
국 각 지역별 폴더로 구성되어 중국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중국, 북해도 등 동아시아지역의 다양한 풍물사진들을 담고 있다. Box 4 burma-India 안에
Korea 폴더 4개가 들어 있다. 주로 일본 측에서 편찬한 사진자료집을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1920
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 무렵 중국 주요 도시(북경, 상해, 홍콩, 광동, 장수 등)의 풍경, 1918
년, 서울의 일본 신도 축제 행렬(Japanese Shinto Festival Parade), 서울의 일본인 주거지 거리 풍
경(연도미상), 1920년 남대문 전경, 1938년 대구지역 풍경(회관, 기독교 학교, 장터 등), 평양의 대
동문, 1938년 서울 인근의 그네타기 등의 이미지가 수집되어 있다.

10)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675 ~1958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ca. 09/1953 ~ 01/1958
[Entry UD 300-C]

793

2

Summer Olympic Games, Berlin, 08/1936 ~ 08/1936 [242-HD]

197

미군 노획문서 자료군에 포함된 사진들은 북한 관련 사진, 베를린 올림픽 게임 사진으로 총
990매가 수집되어 있다. [Entry UD 300-C]는 조소 친선과 소비에트 문화 순간 기념 사진첩, 철산
광산, 8·15해방 1주년 기념 사진첩 등 앨볌으로 제작된 것들이고, [242-HD]는 1936년 베를린 올
림픽 사진으로 손기정 선수를 비롯, 당시 마라톤 사진, 올림픽의 전반적인 풍경 사진들이 포함되
어 있다.

11)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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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Photographs Used as Illustrations in Feature Stories About U.S. Military Activ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1957 ~1960 [330-PS]

47

2

Index to the Combined Military Service Photographic Files, 1982 ~ 2006 [330-ICF]

62

3

Photographs Used as Illustrations in Feature Stories About U.S. Military Activ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compiled 1960 ~1965 [330-PS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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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사료계열에 112매의 사진이 수집·정리되어 있다.
[330-PS]는 국방부가 제공한 특집기사에 삽화로 사용된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다. 6·25전쟁
직후 미군의 활동사진 및 주요 도시의 전경 사진 일부를 수집하였다. RG 111-SC에서 전송한 사
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 발발 직후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이승만, 수원화성 성문, 대전중앙전화
국 전화교환대, 인천항 전경, 한강철교 폭파 장면, 미군병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의 전선지대로 향
하는 배를 기다리는 모습, 군수품을 싣는 모습 등이 있다.
[330-ICF]에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팀스피리트 사진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고, 모두 컬
러사진이다. 대부분 1980년대 이후의 사진들이며, 미군의 훈련, 여가활동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330-PSA]는 모두 2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9번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1961년 11월
박정희의 방미사진 1장이 수집되어 있다.

12) RG 342, Black and White and Color Photographs of U.S. Air Force and Predecessor Agencies
Activities, Facilities and Personnel - World War II and Korean War, ca. 1940~ca. 1980 [342-FH]

한국전쟁기와 휴전협정 이후 미 공군의 활동상과 항공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Air Force
Activities-Korea” 제목 아래 Part I, II, III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서울 및 휴전선 접경지역의 항공
사진, 1950년 12월 유엔군 철수작전, 미공군의 고아원 방문, 공군기를 통한 군수품 수송 사진들
이 들어 있다.

13) RG 407,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 ~1954 [Entry 368]

해외 점령지역 문서들 가운데 “Sepcial Reports-Korea”로 분류되어 있는 하위계열에 포스터
자료 24점이 수집·정리되어 있다. 포스터 제작 시기는 미군정기이며, 식량배급행정, 흑사병 방지,
선거, 전기절약, 생명보험 관련 포스터들이 있다.

14)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48 ~ 2003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Photographs Used as Illustrations in Feature Stories About U.S. Military Activ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1957 ~1960 [330-PS]

47

2

Index to the Combined Military Service Photographic Files, 1982 ~ 2006 [330 ICF]

62

3

Photographs Used as Illustrations in Feature Stories About U.S. Military Activ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compiled 1960 ~1965 [330-PSA]

3

미 해외원조기관 문서군에 포함된 사진자료이다. 총 598매가 수집되어 있다. [286-C]는
‘USOM to KOREA’라는 제목아래 제작된 부두 항만 재건사업 앨범 사진들이다. 원조물자를 수여
하는 장면과 1956년 이후 인천, 군산, 목포, 화순, 여수, 마산, 통영, 삼천포, 부산, 대변(기장 부근),
방어진, 포항, 묵호, 삼척, 속초, 주문진, 제주, 모슬포, 성산포, 서귀포 등 연안의 인근 도서 및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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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방파제, 접안시설, 교량, 상하수도, 철도 등 시설공사 현장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286-CF]의 사진자료들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원조자금으로 건설된 각
종 공장들과 기술원조 프로그램, 농업 및 보건, 교육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계획 프
로젝트, 1970년대 산업현장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286-CP]는 슬라이드 필름들로 삼양라면 공장, 김포공항, 서울 도심, 백화점, 도심 속 가족
나들이 모습, 고려대학교, 남산 이승만 동상, 미국 후원의 캠페인(산아제한, 위생, 교육 등)의 모습,
주한미대사관 관련 사진들이 있다.

15) RG 80, General Photographic File of the Department of Navy, 1943 ~1958 [80-G]

미 해군의 활동사진들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양은 총 3,164매로 매우 방대한 분
량이다. 마리아나 제도 및 티니안 섬 등 남양군도 지역 한국인들의 모습, 해방 직후 한국 상공에
서 찍은 항공사진들,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과정, 인천에 진주하는 미군들, 서울 시내 주요 도시
전경, 6·25전쟁기 폭격 현장, 한국전쟁 전사자들,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포로수용소, 미해군전투
함, 전투기, 미 해병대의 활동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6) RG 26, Activities, Facilities, and Personalities, 1886 ~1967 [26-G]

이 사료계열은 해안경비대 사진으로 주된 주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일부 유명한 장면들
을 포함한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전투들이다. 수집한 사진은 필리핀에 상륙한
맥아더 사령관의 모습과 마킨 환초(Makin(Pacific)) 전투에서 체포된 일본 및 한국인들의 미군 함
정 승선 모습이다.

17) RG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1961~ 2000
연번

사료계열명

수량(매)

1

Selected Photographs of Peace Corps Activities in Foreign Countries, 1962 ~ 1990 [490-FCS]

40

2

Photographs of Peace Corps Activities and Personnel 1970 ~1972 and 1984 ~1991,
1972 ~1991 [490-PC] 슬라이드 필름 앨범

36

평화봉사단 사진자료이다. 다른 사진 자료군에 비해 한국관련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490-FCS]의 사진들은 평화봉사단과 관련된 특정한 활동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TESOL 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수학 교육 관련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490-PC] 평화봉사단 직원들의 모습과 활동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슬라이드 필름 형태로
화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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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G 102, Photographs Relating to the Activities of the Children’s Bureau, 1920 ~1970 [102-G]

아동부 관련 사진 자료이다. 아동부(Children’s Bureau)는 상무부의 산하기관으로 1912년 4
월 9일에 설립되었다. 이 사료계열에 들어 있는 사진들은 기관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촬영된 사진들인데, 주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온 아이들, 다양한 가정의 모습, 아동
들의 건강상태 등을 담고 있다. 모두 13개의 박스에 1,440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
데 한국폴더는 박스 5번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폴더에 담긴 사진들은 대부분 한국 아이들의 사진
인데, 캡션은 필기체로 간단한 장소 설명 정도만 되어 있고, 연도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
국인 간호사들 사진과 고아들의 모습, 아동보호 훈련과정과 관련한 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19) RG 151, Photographs of Economic Activities in Foreign Countries, 1920 ~1939 [151-FC]

이 사료계열은 해외 여러 나라의 경제활동 사진 기록물이다. 모두 90여 박스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박스는 국가명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 포함된 사진들은 주간 통상보고
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리된 것이다. 통상국에서 방문한 나라들의 토착 경제활동에 관한 기록
들로 각 나라의 자연적 특징과 자원을 보여줄 뿐 아니라 문화적 기념물들을 담고 있다. 연도미상
의 자료들도 많지만, 대체로 1920~1939년 사이 한국 시장 및 풍물 사진, 한국인들의 사진을 중심
으로 수집하였다. 한국의 우시장, 수출을 위해 제물포항에 적재되어 있는 쌀가마들, 평양 인근의
옥수수 공장, 제물포의 갑문식 도크, 압록강 인근 한국지역에 일본인이 건설한 고속도로, 압록강
인근에서 게임을 벌이며 축제를 즐기는 한국인들, 조선의 전통적 수송수단인 소달구지, 서울 신작
로 모습, 서울 미국영사관 전경 등의 사진이 있다.

20) White House Photographs taken by Abbie Rowe, 1941 ~1967 [79-AR]

이 사료계열은 미국 대통령과 관련한 애비 로우(Abbie Rowe)의 사진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트루먼,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및 케네디, 존슨 대통령 관련 사진들이 총 166매 수집되어
있다.

21) RG 200(s) Collection KWG, Photographs of the Korean Punitive Expedition, 1871~1871
[KWG-KWG]

신미양요에 관한 사진첩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원제작처로부터 기증을 받아 재
제작한 앨범이다. 작약도 사진, 한국 마을 이장, 관료, 부대 사진, 덕진진과 광성진, 광성진에서 사
망한 한국인, 요새지도와 미함대 사진, 한국인 억류자, 미국 선원과 장교 사진 등이 있다.

22) 방선주 기증 태평양전쟁기 사진자료

방선주 박사가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한 사진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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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사진, 태평양전쟁기 노무동원 사진, 태평양 전쟁기 전단 사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총 155매의 사진이 수집되었는데, 티와라 섬의 한인노무자 관련 사진, 미군의 전쟁포로가 된 남양
군도의 펠렐이우 섬, 티니안 섬, 밀레 섬의 한인노무자들의 모습, 태평양전쟁기 미군이 제작해서
배포한 선전 삐라들, 생명보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나가며
미국이 생산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역사의 장면들을 객관
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지 혹은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자료들은 당시 한국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요긴
한 자료이다.
사진자료는 문서 자료로는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격동기 정치현장의 정밀한 풍경, 문자로는
기록이나 재현이 불가능하지만 이미지로만 기록되고 재연될 수 있는 찰나의 순간들과 같은 생생
한 역사상을 직관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런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어느 특정 자료만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진자료집에서 정리한 이미지 자료는 사진, 일러스트, 카툰 등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사료군 별로 보면, RG 80, RG 111, RG 208, RG 306 문서군 등에서
주로 선별하였다. 큰 주제의 흐름은 광복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사건과 사람들, 일상과
공간, 사진의 의미와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1부는 ‘귀환’이라는 주제로 일제 강점기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해외 각지에
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부는 해방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선거를 중심으로 그려 보았으며, 4부는 이미지 자료
들이 평시와 전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보처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진의 여러 장면들을 이어보면 파노라마처럼 일상
의 모습이 재현되기도 한다. 기록되지 않은 일상 속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집을 통해 되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이번 사진자료집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사진자료들을 선별하여 생생한 역사의 장면을
재현해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무수히 많은 이미지 자료들 중 주제성과 이미지의 선명성, 이야기
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각 장의 주제에 맞춰 이를 배열하였다.
주제를 나누고 이에 맞는 사진자료들을 선별하는 형태로 사진집을 구성하다보니 미처 이번
사진집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미지들도 많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사진자료들은 다양한
주제군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도 여러 형태의 주제별 사진집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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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쪼록 이번 사진자료집이 한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며, 역사콘텐츠 활용을 필요로 하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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