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관리의 

제도와 실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김 학 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관리의 

제도와 실제

지도교수  김  태  웅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김  학  명

김학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되어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독

립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존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 등을 통해 삼권분립을 천명한 민주 공화제로 운영되었다. 그

러나 통치 대상이 부재하였고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

에 실질적인 정부 기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임시정부

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정부 기관으로서 공문서 행정을 바탕으로 한 통치 활동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27년여 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임시정부가 제정하였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 논하고, 이러

한 제도가 실질적인 기록관리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나

아가 임시정부의 기록관리가 한국 기록관리 전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

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던 국무원(국무위원회)과 

입법부의 역할을 했던 임시의정원의 기록관리 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행정문서, 회의록, 공보, 

외교문서 등 수많은 기록물들을 일정한 기록관리 제도 하에 생산·관

리·보존하려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 이후의 

국가 운영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령의 연원을 살피기 위하여 근대 개혁기의 제도와의 비

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들이 대부분 수립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직제와 기록관리 담당 부서, 공문서 편

철 및 보존방식, 회의 기록의 생산과 활용 등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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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임시정부의 제도들이 완전히 새로

운 것은 아니며, 근대 개혁기의 제도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들이 규정

에 부합하도록 생산·관리·보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제가 

수많은 기록물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가 오랜 기간의 이동시기

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은 실제 생산한 것에 비해서 매

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해방 후 기록물의 보관이 주로 개인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록물들이 소실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

여 현전하는 기록물 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일제가 1932년 기

록물을 탈취한 후에 작성하였던 조선민족운동연감 등을 활용하여 기

록관리의 실제를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개혁기의 기록관리 제도를 일부 이어받았고, 

민주공화제로서의 제도를 자주적으로 창안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식적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신중하게 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기록관리를 실행하였다. 물론 오랜 기간 내·외

적 한계로 인해 기록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27년

간 활동하며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요어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관리, 국무원, 임시의정원

학  번 : 2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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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독립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광복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주요 독

립운동 인사들을 한데로 모으는 중심의 역할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국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내적으로는 3.1운동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의 통

할기구로서 존재했다. 또한 광복 후 제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3.1운

동의 정신을 잇는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

사할 대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1921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이 

아닌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7년간 생산한 행정문서, 회의록, 공

보, 외교문서 등 수많은 기록물들이 정부 기구로서 일정한 기록관리 제

도 안에서 생산ㆍ관리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근대 국가의 기록관리는 

정부의 대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전제로 통일된 문서행정 제도 하에 운

영된다. 정부 기관이 하나의 단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공문

서 혹은 기록관리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문

서 제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부의 실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는 실제로 매우 다량의 기록을 생산·관리 

및 보존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임시정부 기록물

은 그 기간과 활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편이다. 이는 기록물 자체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물론이고, 기록관리 제도의 일면

을 파악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들을 파악하는 일 역시 어렵게 하였다

는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물 중 1919년부터 1930년대 초반의 자료는 

상당수를 1932년 윤봉길 의거 때 일제에 의해 빼앗겼다고 전해진다. 임

1)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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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가 상해에서 벗어나 항주로 향하면서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고, 

이에 임시정부가 판공실로 사용하던 대한인교민단 사무실을 급습한 일제

가 문서 일체를 탈취해갔다. 일제가 당시 작성한 압수품 목록에 따르면 

그 수는 임시정부 자료를 포함하여 총 980종 3714점에 달하였다.2) 일제

는 이 때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
을 펴냈는데, 목록에만 나타날 뿐 실제 문서들은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30년 이후 문서들은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한국전쟁 이후 많은 부분이 분실되었다. 남아있는 문서들의 

보관이 주로 개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점차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의정원 관계 문서는 홍진

(洪震)이 보관하다가 그 후손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3) 

  임시정부가 남겨놓은 방대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

만, 그 중에는 일제 강점기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다

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기 기록관리의 역사에 있어서, 조선총독

부의 제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으나 임시정부의 기록관리를 다루

는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갑오개혁 이후부터 정부수립 시기까지 

변화하는 기록관리 제도사를 관련 규정 및 직제 중심으로 개괄한 이경용

(2002)의 학위 논문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제도를 다루고 있을 뿐, 임시정부의 제도에 대해

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작

업은 임시정부가 남긴 수많은 기록물을 놓고 판단해보았을 때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임시정부 기록물 중 많은 수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하의 기록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데에도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먼저 현존하

는 기록관리 및 문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서 기초적이나마 임시정부

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헌법·공보 vol.1, 2005. p.4.
3) 경향신문 1974년 12월 26일 5면 기사 참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공]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122600329205003&editNo=2
&printCount=1&publishDate=1974-12-26&officeId=00032&pageNo=5&printNo=9002&publi
shType=00020)



- 3 -

가 목표로 했던 기록관리 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4) 물론 임시정

부가 지닌 한계, 즉 국가구성요건인 일정한 영토, 국민 그리고 영속적인 

자주적 통치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6년에 그친 다른 망명정부들과는 달리 장기간

에 걸쳐 침탈된 본국을 되찾으려는 창설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제정한 헌법, 법령 및 규정 등을 단순한 형식적 법규로 보아

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국권 회복 이후 실질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서 정치적 현실의 반영이자 정치이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

  가장 먼저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소실된 임시정부 기록물 중에 초기 임시정부의 법령을 기록해놓은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설립 당시 제정했던 법령들

을 모두 살피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전해지는 법령 및 규정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먼

저 행정부의 기록관리 규정을 살펴볼 것인데, 임시정부 관련 법률 가운

데 기록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大韓民國臨時政府
章程)｣(1919.4.30. 공포)과 ｢대한민국임시관제(大韓民國臨時官制)｣(1919.11.5. 
공포)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1919년 12월 5일 공포된 

｢내무부령(內務部令)｣ 제2호 ‘도사무분장규정(道事務分掌規程)’, 제3호 

‘부군처무규정(府郡處務規程)’에 수록된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문서의 정리, 편찬보존 방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헌법, 법

률 등의 공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공문식령(大韓民國公文式令)｣(1919.12.23. 
공포)등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공문식 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임시의정원의 기록관리 제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알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기록관련 규정은  ｢임시의정원 비

서국 처무규정(臨時議定院秘書局處務規程)｣과 ｢임시의정원기록에 관한 

4)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편), 雩南 李承晩 文書(중앙일보
사,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 大韓民國臨時政府議政院文書(대한민국 국회도
서관 편) 등에 수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김영수, 大韓民國 臨時政府 憲法論, 三英社, 1980.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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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다. 임시의정원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양도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 역시 매우 상세하게 규정

되어 있었으므로 임시정부의 기록관리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자

료이다. 임시의정원 문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

지 전하는 문서들을 통해 규정에 맞는 기록관리가 행해졌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규정을 검토한 후에는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규정과 근대 개혁기에 실

시되었던 기록관리 제도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공문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중앙

관제가 개편되면서 기록관리 담당부서가 변화하였고, 등록(謄錄) 방식의 

전통적 기록관리에서 원본 보존방식으로의 점진적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임시정부의 규정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기록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의 역사적 연원

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규정이 실질적인 기록관리로 나아

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서들을 

규정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전하는 문서들이 없는 경우에

는 조선민족운동연감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등을 통해 간접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임시정부 기록관리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규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해가

는 과정에 있어서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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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시정부 기록관리 제도

제1절 행정부 기록관리 제도

1. 국무원 관련 규정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30일 개최된 제4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장정｣을 통과시켰다.6)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은 4월 10일에 탄생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제정하고, 국호·관

제·국무원 조직에 관한 제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들어진 규정이었

다.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에 정부를 조직하고, 각 조직을 담당할 

인사를 확정하였으며 각 부가 담당할 업무에 대해 결정하였다.

  국무원은 1919년 9월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
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현재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기구로 볼 수 있다.7) 임시의정원에서 가결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장정｣을 통해 임시정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국무원은 외무부·내무

부·재무부·군무부·법무부·교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국

무원의 수령(首領)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에 포함된 임시

정부의 기록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6) ‘四月三十日에 臨時政府章程을 議會에 通過하자는 孫斗煥의 動議와 李元益의 再請으
로 可決되매 國務院委員 趙琬九가 右章程을 朗讀하니라. 右章程을 議會에 通過하지 
말고 國務院에 專任實施케 하자는 洪鎭의 動議와 金甫淵의 再請이 有하엿스나 右는 
性質上 語意가 矛盾되므로 成立할 수 업스니 右章程을 全部 可決하자는 黃公浩의 改
議와 吳義善의 再請이 有하야 可決되니라’
[1919년 4월 30일 임시의정원 기사록 제4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Ⅰ vol.2, 2005. p.25.

7)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제정) 
第5條 大韓民國의 立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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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國務院
 第19條 電報總管은 秘書長의 命을 承하야 電報員을 監督 指揮하며 機密

電報 事務를 掌理함

 第20條 電報원은 電報總管의 指揮를 承하야 電報의 收發을 掌理함

 第22條 總務局은 下開事務를 掌理함

1. 法律 命令의 發佈와 官報에 關한 事項
2. 法律 命令 原本의 保存에 關한 事項
3. 文書의 收發과 謄錄 編存에 關한 事項
(이하 생략)

第2章 外務部
 第31條 秘書局은 下開事務를 掌理함

(중략)

3. 官印 部印 管守事務
4. 文書收發 謄錄 編存에 關한 事務
(이하 생략)

※이하 내무부, 재무부, 군무부, 법무부, 교통부는 외무부와 같음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 中8)

  국무원에서는 총무국이 기록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총무국은 

법률 명령의 발포와 원본 보존에 관한 사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았다. 

외무부를 비롯한 6개 부서는 각기 3-5개국(局)을 두었는데 모두 비서국

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비서국에서 관인(官印) 및 부인

(部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각 부서에서 부서간 

혹은 국무원으로 문서를 발송, 수신하며 업무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회 임시의정원(1919.9.6.)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한성정부를 계승한

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임시정부 관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임시정부가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기록관리에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8) 한시준, 『大韓民國臨時政府 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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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조금의 개정 사항들이 있었다. 다음은 ｢대한민국임시관제｣에 

규정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第2章 國務院과 其 所管
 第8條 國務院에는 秘書長 1人, 秘書 若干人, 書記 若干人을 置함

 第9條 秘書長은 國務總理의 命을 承하야 國務機密을 管掌하며 所屬職員
을 監督하며 下記事務를 掌理함

1. 國務院 會計에 關한 事項
2. 法令發布及 原本保存에 關한 사항

3. 公文電報 受發謄錄에 關한 事項
4. 國務會議 記錄編存에 關한 事項
5. 官印管守에 關한 事項
6. 其他 機要에 關한 事項

第3章 各部
第1節 通則
 第6條 各部에는 秘書局을 置하고 下開事務를 掌理함

1. 機密에 關한 事項
2. 官吏進退 身分에 關한 事項
3. 官印管守에 關한 事項
4. 文書及 電報의 受發 謄錄 編存에 關한 事項
(이하 생략)

｢대한민국임시관제｣ 中9)

  ‘第2章 國務院과 其 所管’을 살펴보면, 국무원의 경우 총무국과 전계

국이 폐지됨으로써 총무국에서 관장하던 기록관리 사무가 비서장 직할

로 옮겨졌다. 따라서 국무원 비서장이 법령 발포 및 원본보존, 공문전

보 수발등록, 국무회의 기록편존, 관인관수(官印管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 각 부의 관제를 규정한 ‘第3章 各部’의 ‘第1

節 通則’을 살펴보면, 3항과 4항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9) 한시준, 앞의책.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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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에 비서국을 설치하여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부의 기록관리 규정은 이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내무부령 관련 규정

  ｢대한민국임시관제｣를 보면 ‘내무총장은 헌법주비, 의원선거, 지방자

치, 경찰, 위생, 농상공무와 종교자선에 일체 사무를 통할’10)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무총장은 1919년 12월 5일 ｢내무부령｣을 공포

하고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우남 이승만 문서의 ｢임시지방연통제관계법령집｣에 지방사무와 관련

한 5개의 법령 중 ｢내무부령｣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11)  

제1호 ‘道의 位置, 管轄區域 府郡 名稱·位置·管轄區域及 面의 名稱·區域의 件’

제2호 ‘道事務分掌規程’

제3호 ‘府郡處務規程’

  ｢내무부령｣ 제2호 ‘도사무분장규정’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각 도12)의 사

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다. ‘도사무분장규정’에 포함된 기록관리 관련 규

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르면 각 도에 비서실, 내무사 등을 설

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인관수는 비서실의 업무로 규정하였

고, 내무사의 서무과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기록, 편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0) 第1條 內務總長은 憲政籌備 議員選擧 地方自治 警察 衛生 農商工務와 宗敎慈善에 關
한 一切 事務를 統轄함.

11) 중앙일보사 외, 雩南 李承晩 文書 : 東文篇  vol.6, 1998. pp.53-133.
나머지 두 법령은 ｢국무원령｣ 제1호 ‘臨時地方聯通制’와 ｢내무부 제209호 통첩｣ 
‘道 及 府郡面의 廳舍名稱에 關한 件’이다.

12) 第1條　地方에 左의 道를 置함
京畿道 忠淸北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
安北道 江原道 咸鏡南道 咸鏡北道
道의 位置 及 管轄區域은 內務總長이 此를 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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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各道에 秘書室·內務司·財務司·交通司及 警務司를 置함

第2條 秘書室에셔는 下의 事務를 掌함

1. 官印管守에 關한 事項
(이하 생략)

第3條 內務司에 庶務科·地方科·會計科及 審査科를 置함

庶務科에서는 下의 事務를 掌함

1. 文書의 接受·發送·記錄·編纂及 保存에 關한 事項
2. 圖書의 保管에 關한 事項
(이하 생략)

｢내무부령｣ 제2호 ‘도사무분장규정’ 中13)

  

  ‘도사무분장규정’ 초안은 1919년 12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질

적으로 실시하기 불가한 조건을 삭제한 뒤 다시 기초하여 다음 회의 때 

제출하기로 하였고,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안으로 통과되었다.14) 

이는 초안에 담겨있던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한 후 최종안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규정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무부는 지방에 대

한 실질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

한 사무를 보다 현실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광복 이후의 지방 사무에 철

저하게 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무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에는 제1장 사무분장, 제2장 문서의 

처리, 제3장 문서의 편찬보존, 제4장 복무, 제5장 숙직에 관한 규정 및 문

서의 양식이 담겨 있다. 제1-3장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5)

13) 한시준, 앞의책. p.152.

14) 1919년 12월 20일 작성된 ‘국무원 제(ㄱ) 258호 : 국무회의 경과상황에 대한 보고’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六. 聯統制改良案(內務)臨時地方聯通制改良案은 內務總長의 提案대로 多少 改正하여 

通過되고 道事務分掌規定草案은 現方內地에 實施하기 不能한 虛張의 條件은 削除
하고 오직 光復事業에 注力하는 意味로 다시 起草하여 來會에 內務總長이 提出케 
함. (1919. 12. 2.)

   四. 道事務分掌規定案(內務)內務總長의 提案한 대로 通過함.
   五. 地方聯通制改良案 及 道事務分掌規定 發佈案聯通制는 憲法 第十五條 第十項에 依

하여 大統領과 國務員의 聯署로 發佈하기로 (1919. 12. 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정부수반』 vol.8, 2006.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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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事務分掌
 第1條  府郡에 庶務科·財務科及 警務科를 置함

 第2條  庶務科에셔는 下의 事務를 掌함

1. 機密에 關한 事項
2. 職員의 身分 進退에 關한 事項
3. 褒賞에 關한 事項
4. 官印의 管守에 關한 事項
5. 文書의 接受·發送及 保存에 關한 事項
6. 統計에 關한 事項
7. 面行政에 關한 事項
8. 圖書保管에 關한 事項
(이하 생략)

第2章　文書의 處理
 第7條  署 · 廳에 到達한 文書는 別段의 規定이 有한 者를 除한 外에 

總히 庶務科에셔 此를 接受하야 其 年月日 番號 件名 等을 文書
受發簿(第1號 式樣)에 記入하고 且 同一의 年月日 及 番號를 本
書에 記載한 後에 主任에게 交付하야 其 證印을 受함이 可함

 第8條  親展文書는 庶務科에셔 接受하야 親展文書接受簿(第2號 式樣)에 

相當 記入하고 封緘한로 當名人에게 交付함이 可함前項 文書
의 交付를 受한 者는 此를 開封하야 庶務科에 交付하야 前條에 

依하야 處理함이 可함

 第9條  文書에 添付한 金券物品이 有한 時는 文書受發簿 相當欄에 其旨
를 記載하고 金券은 財務主任에게 物品은 主務科에 交付하고 文
書受發簿 相當欄에 領受印을 受함이 可함

 第10條 各科 主任이 文書의 交付를 受한 時는 卽時 上官의 指揮를 承하

야 起案(第3號 式樣)을 自行하던지 又는 科員에게 起案케 하야 

上官의 決裁를 受함이 可함. 但 事件이 常例에 屬하거 又는 輕
易한 者는 起案을 自行하거 又는 科員에게 命하야 起案케 하

야 上官의 決裁를 受함을 得함

15) 한시준, 앞의책.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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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條 一定한 文式이 有한 者 又는 簡單한 案件은 文書의 欄外에 事由
를 記載하야 上官의 決裁를 受함이 可함

 第12條 所屬公署에 對한 照會의 輕易한 者는 問答用紙(第4號 式樣)에 依
하야 處理함이 可함

 第13條 經由할 文書의 別로 意見을 付할 必要가 無한 者는 經由事件處
理簿(第5號 式樣)에 依하야 處理함이 可함

 第14條 新히 起案을 要하는 者는 第7條 第8條 第9條에 準하야 處理함이 

可함

 第15條 起案은 辭意가 簡明하고 字劃이 鮮明함을 要함. 字句를 添削訂正
 時는 該當者 －此에 證印함이 可함

 第16條 他科에 關係가 有 事件은 其科에 合議 又는 輪覽함이 可 함
 第17條 秘密을 要하는 議案에는 [秘]의 記號를 付함이 可함

 第18條 上官이 有故한 境遇에 代決한 事件은 事後에 遲滯 업시 上官에

게 報告함이 可함

 第19條 秘親展 或은 登記郵傳物 等 特別件은 該議案欄外에 其旨를 記載
함이 可함

 第20條 上官의 決裁를 經 議案의 發送함을 要하는 者는 庶務科에 交
付함이 可함庶務科에셔 前項 文書의 交付를 受한 時는 卽時 發
送함이 可함

 第21條 庶務科에셔 文書를 發送할 時는 文書 受發簿에 相當 記入하고 

且 文書 及 議案에 番號 及 年月日을 記載함이 可함

 第22條 發送文書에 添付할 金券 物品이 有할 時는 議案의 欄外에 金券 
又는 物品 添付의 旨를 記載하고 且 金券物品送達簿(第6號 式樣)

에 相當 記入 後 庶務科에 交付하야 領受者의 證印을 受함이 

可함

 第23條 文書의 發送은 郵傳에 付할 者는 郵傳物發送簿(第7號 式樣)에 相
當 記入하며 郵傳에 付치 안이할 者는 送達簿(接8號 式樣)에 相
當 記入하고 領受者의 證印을 受함이 可함

 第24條 未決文書는 仕退할 時에 各科마다 此를 取合하야 一定 書函에 

收藏함이 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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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文書의 編纂保存
 第25條 完結文書는 各科에셔 1個年分을 取合類別하야 文書의 欄外에 完

結의 記號를 付하야 翌年 1月 末日 內로 庶務科에 引繼함이 가

함 但 會計 及 庶務에 關한 者는 會計年度에 依하야 取合함이 

可함

 第26條 庶務科에셔 前條 文書의 引繼를 受 時는 文書受發簿에 編纂書
冊의 名稱 及 保存種別을 記入하고 且 欄外에 完結의 記號를 付
한 後 文書는 類別編纂하야 目錄을 付함이 可함

 第27條 文書는 左의 類別에 依하야 同 保存期間의 件을 取合 編纂함이 

可함

1. 例規에 關한 者 　11. 國稅에 關한 者
2. 人事에 關한 者 　12. 稅外 諸收入에 關한 者
3. 機密에 關한 者 　13. 金融에 關한 者
4. 統計에 關한 者 　14. 警務機密에 關한 者
5. 面行政에 關한 者 　15. 犯罪搜索 及 檢擧에 關한 者
6. 參議諮問會에 關한 者 　16. 敵의 行動에 關한 者
7. 軍事에 關한 者 　17. 庶務雜書에 關한 者
8. 交通에 關한 者 　18. 財務雜書에 關한 者
9. 郵傳에 關한 者 　19. 警務雜書에 關한 者
10. 會計에 關한 者

　           前項의 分類는 府郡事務事況에 依하야 此를 增減함을 得함

 第28條 文書의 保存期間은 左의 種別에 依함 但 特別規定이 有한 者는 

此限에 不在함

甲種 永久保存할 者
　　1. 府郡에셔 發한 訓令 · 通牒 中 例規될만한 事에 關한 書類
　　2. 各種의 請願 等에 對하야 與 許可의 指令으로 永續할 

性質을 有한 事件에 關한 書類
　　3. 歷史의 徵憑이 될만한 書類
　　4. 諸種의 臺帳原簿의 類
　　5. 前 各號의 外 永久參照할 必要가 有한 줄로 認한 書類
乙種 10年間 保存할 者
　　1. 各種의 請願 等에 對하야 與 許可 及 拒否의 指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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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種에 屬지 안이한 書類
　　2. 上級官廳 其他 公署의 照復文書의 後日 參考될 만한 書類
　　3. 前2號의 外 重要한 줄로 認한 書類
丙種 3年間 保存할 者
　　1. 甲種 及 乙種에 屬지 안이한 書類
前項의 保存期間은 文書의 完結된 翌年으로부터 此를 起算함

 第29條 編纂文書에는 目錄을 附하고 文書番號 完結 年月日 及 件名을 

記載함이 可함

 第30條 庶務課에셔는 文書 及 圖書의 保存臺帳(第9號 式樣)을 備置함이 

可함

 第31條 保存期間을 經過한 文書는 上官의 決裁를 經하야 廢棄하고 文書
保存臺帳에 其旨를 記載한 後 此를 抹消함이 可함保存期間을 經
過치 안이한 文書라도 保存할 必要가 無함에 至한 時는 前項에 

準하야 此를 廢棄함을 得함

 第32條 例規綴에 記載한 事項에 變更이 有한 時는 遲滯 업시 此를 訂正
함이 可함

｢내무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 中16)

  가장 먼저 제1장 사무분장을 보면 각 부군에 서무과, 재무과, 경무과

를 설치하고 이 중 서무과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부군처무규정’에서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규정은 제2

장과 제3장이다. 앞서 언급했듯 ‘도사무분장규정’과 ‘부군처무규정’

은 해당 지방에 대한 임시정부의 지배력에 실효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규정들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아있는 임시정부 초기의 법령 중에서 유일하게 문서의 처리 및 

편찬보존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제2장을 살펴보면,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8개조에 걸쳐 문서의 접수 

및 교부, 친전(親展)문서 처리 방법, 기안 절차, 비밀문서 처리, 문서의 

발송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서·청에 도달한 문서는 접수 

16) 한시준, 앞의책.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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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문서수발부에 기입하고 연월일 및 번호를 기재한 후에 담당자에게 전

달하도록 했고, 친전문서는 서무과에서 접수한 후 친전문서접수부에 기

입한 후 봉함한대로 해당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금권물품이 문서

와 함께 도달했을 경우에 금권은 재무주임에, 물품은 주무과에 교부하고 

문서수발부에 영수인을 적도록 했다. 기안의 경우 기안양식에 맞춰 작성

하며, 사의가 간명하고 자획이 선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구를 첨

삭·정정했을 때는 당해자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

며 비밀을 요하는 의안에는 [秘] 기호를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제10조, 

제11조에 걸쳐 문서의 기안과 결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도입되어 근대 공문서의 성격을 반영했던 기안 및 

결재절차17)가 임시정부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의 편찬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장에서는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완결된 문서, 즉 비현용 기록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완결문서에 대해 각 과에서 1개년 분을 익년 1월말에 서무과로 인계해야

하며, 단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자료는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서무과에서 문서를 인계한 후에는 문서수발부에 편찬서책의 명칭 및 

보존 종별을 기입하되 문서는 유별로 편찬하여 목록화하도록 하였다. 총 

19개로 문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존기한을 甲種, 乙種, 丙種으

로 나누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種은 영구보존, 乙種은 10년간 

보존, 丙種은 3년간 보존해야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

존할 필요가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내무부령｣ 제3호의 두 가지 규정은 각각 현용 기록과 비현용 기록에 대

한 지침으로서, 문서 행정의 기본 요건은 물론이고 관련 행위에 대한 상

세한 방법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법령이 

단지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해당 시기는 물론이거니

와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때를 위해 제정된 매우 치밀한 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규정 부록을 통해 당시의 공문서 양식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17) 김재순,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韓國文化 vol.16, 1995.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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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 되어있는 문서수발부, 기안용 서식, 문서송달부 등의 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수발부에는 문서를 수신한 날짜와 번호를 적는 

난(欄)과 보존종별, 수신자인 등을 기재하는 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안용지에서는 과원, 주임, 군감, 부장 등으로 이어지는 결재선 등이 나타

나고 있다. 문서송달부에서는 문서를 주고받은 날짜와 문서번호 등을 쓰

는 난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하여 전해오는 문서들이 모두 근대

적 공문서 양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우남 이

승만 문서에 전해오는 문서수발부, 기안용지, 문서송달부 양식이다.

[그림 1-1] 문서수발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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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안용지 양식

[그림 1-3] 문서송달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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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문식의 제정 공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23일에 ｢대한민국공문식령(大韓民國
公文式令)｣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공문식령｣은 법률, 교령, 조약, 예산, 

관리의 임면 등을 공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법령이다. 

제1조에서 법률을 공포할 때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명기하고 임시대

통령이 서명, 국무총리가 날짜를 기입하며 전 국무원이 부서(副署)하도록 

하였다. 교령, 조약, 예산, 각관의 임면 등도 임시의정원, 임시대통령, 국

무총리, 국무원 등의 확인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4조에 걸쳐 원령, 부령, 포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임명 및 면임장, 위임령, 훈령, 처분령, 공함, 정

문, 비문의 발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부표를 통해 공문서식을 실어놓았다. ｢대한민국공문식령｣ 전문은 다

음과 같다.

第1條  臨時大統領令은 臨時大統領이 法律, 敎令, 條約, 豫算 特任及 遷任 
各官의 任免 等을 公布할 時에 下의 各項에 依하야 發함

1. 法律을 公布할 時는 臨時議政院의 議決됨을 明記하고 臨時大統
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全國務員과 

共히 副署함

2. 敎令을 公布할 時는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全國務員과 共히 副署함

3. 條約을 公布할 時는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經함과 批准 年月日
을 明記하고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主管 國務員과 共히 副署함

4. 豫算을 公布할 時는 臨時議政院의 議決됨을 明記하고 臨時大統
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財務總長과  

共히 副署함

5. 特任及 遷任官의 任免을 公布할 時는 特任官은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야 副署하고 遷任官
은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主管 國務員이 年月日을 記入
하고 副署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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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院令은 國務總理가 人民에 對하야 指揮할 時에 發하되 國務總理
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署名함

第3條  部令은 總長 又는 總辦이 人民에 對하야 指揮할 時에 發하되 總
長 又는 總辦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署名함

第4條  布告는 臨時大統領 又는 各 官廳에셔 一般人民의게 事實을 宣示
하거나 又는 特定事項에 對하야 行爲 又는 不行爲를 命할 時에 

發하되 臨時大統領의 布告는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
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全國務員 혹은 主管 國務員과 共히 副
署하며 各 官廳의 布告는 當該 官廳長官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署
名함

第5條  第1條로 第4條까지 公文은 政府公報로써 公布함

第6條  官吏의 任命及 免任狀은 下의 各項에 依함

1. 特任官의 任命及 免任狀은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國務
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副署함

2. 薦任官의 任命及 免任狀은 臨時大統領이 署名 捺印한 後 主管 
國務員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副署함

3. 委任官의 任命及 免任狀은 主管 國務員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署名 捺印함

第7條  委任令은 臨時大統領이 官吏에게 上官이 屬官에 對하야 委任할 

事項이 有할 時에 發하되 臨時大統領의 委任令은 臨時大統領이 

記名 捺印한 後 國務總理가 年月日을 記入하고 主管 國務員과 共
히 副署하며 各 官廳의 委任令은 當該 官廳長官이 年月日을 記入 
하고 記名 捺印함

第8條 訓令은 臨時大統領이 官吏에게 上官이 屬官에 對하야 訓諭 又는 

指揮할 時에 發하며 指令은 臨時大統領이 官吏에게 上官이 屬官
의 呈請을 因하야 指示할 時에 發하되 署名과 年月日 記入及 副
署는 第7條에 依함

第9條  處分令은 各 官廳에셔 特定한 人民에 對하야 特定한 事項으로 其 
行爲 又는 不行爲를 命할 時에 發하되 當該 官廳長官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記名 捺印함

第10條 公函은 臨時議政院과 臨時大統領 或 國務員間 隷屬關係가 無한 

行政 各 官廳 互相間, 行政官廳과 各 公共 團體間 公文을 往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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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에 用하되 臨時大統領의 公函은 臨時大統領이 年月日을 記入하

고 記名 捺印하며 各 官廳公函은 當該 官廳長官이 年月日을 記入
하고 記名 捺印함

第11條 呈文은 人民이 臨時大統領 或은 各 官廳에 官廳 或은 官吏가 大
統領에 下級官廳이 上級官廳에 對하야 陳情 又는 報告할 時에 用
하되 呈文者가 年月日及 住所를 記入한 後 記名(或은 某 官廳) 捺
印함

第12條 批文은 呈文에 對하야 答할 時에 用하되 署名과 年月日 記入及 
副署는 제10조에 依함

第13條 第6條 乃至 第12條의 公文은 政府公報로써 公布함을 得함

第14條 本令에 規定한 各項 公文은 號數를 各各 編記하되 每年 新히 編
記함

第15條 公文書式은 一切 國漢文으로 混用함

第16條 公文書式은 本令 附表에 依함

｢대한민국공문식령｣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공문식령｣의 부표에서는 공문서식에

서 규정한 모든 법령의 종류에 따른 공문서 양식을 실어 놓았다. 날짜, 

법령명, 성명 등을 적는 난과 해당관청의 인장을 찍는 난을 표시해 두는 

등 매우 구체적인 문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아있는 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식이 철저하게 준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공문식에 등장한 법령의 명칭이 임시정부의 초기 문서들에

서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20년 11월 30일 현

재 ‘月別 文書往復數 一覽表’를 보면, 해당년도에 부령이 6건, 훈령이 

9건, 정문이 6건, 비문이 1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9) 또한 [그림 

1-4]를 통해 초기의 임시정부 공보에서도 공포된 법령을 해당 양식에 맞

게 기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8) 한시준, 앞의책. p.197.
19) 중앙일보사 외, 雩南 李承晩 文書 : 東文篇  vol.7, 1998.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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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문식에서 규정한 임면(任免) 관련 공문서식과 공보에 

실린 서임 및 사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문식을 살펴보면 법령의 제정방식 및 공포방식

을 규정하는 점 외에도 공문서를 국한문으로 혼용한다는 점을 명기한 점

에서 조선의 공문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은 갑오개혁 이

후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公文式｣을 반포하고, 총 19개조로 되

어있는 공문식에서는 법률·칙령, 명령 등의 제정방식 및 공포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물론 헌법이나 국회도 없었고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

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식은 그 효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

만, 일정 부분 조선의 주체성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20)

  이전의 공문식의 참고하면서도 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

하였다는 것을 국무총리 이동녕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고한 ‘국무

원 제(ㄱ) 258호：국무회의 경과 상황에 관한 보고(1919.12.20.)’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해당 문건을 보면 국무회의에서 공문식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20) 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 博英社, 2002.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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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2. 1.] 官等, 公文式, 國慶, 國慶日 名稱, 國務會議 細則案은 法制 
局長으로 起草하여 來會에 提出케 하고… 

[1919.12.15.] 公文式案 右案은 이믜 領給한 原稿를 國務員 及 出席하는 

次長이 逐條 正誤하여 明日 特別國務會議에 通過하기로 함.

[1919.12.16.] 公文式 通過案 第一條는 通過되엿임

[1919.12.18.] 公文式 全部 修整하자는 意見이 議決되여 修整委員은 李春
塾 · 李圭洪을 選擧하여 修整하자는 일을 委任함21)

  12월 16일 통과안 제1조가 통과되었으나 이틀 후 공문식을 전부 수정

하자는 의견이 결의되었고, 결국 닷새 후인 12월 23일에 공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1년 1월에 생산된 ‘국무원 사무보고’자료22)에 1919

년 12월 23일에 공포된 공문식이 1920년 1월 9일 개정안이 시행된 고로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23) 그만큼 공문식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법령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임시정부의 실정에 맞는 법

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정부수반 vol.8, 2006. p.99.

2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129.

23)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1919년 12월 23일에 공포된 
｢대한민국공문식령｣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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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정원 기록관리 제도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된 의정원은 국

정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국무위원 임명 동의권과 

임시대통령 탄핵권도 가지고 있었다. 즉, 임시정부를 통치하는 최고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

은 1919년 4월 10일 2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를 통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었고, 정부 조

직 및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임시의정원 법을 통해 의원선거법을 제정

하여 의원을 선임하는 등 체계화된 절차대로 진행된 4차 회의에서 마침

내 여러 정부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임시정부 기록물 중 임시의정원 기록물의 비중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시의정원이 기본적으로 

회의록, 기사록 등 다수의 기록물을 남겼기 때문임과 동시에,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수의 임시정부 기록물이 소실될 때 임시의정원 기

록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구의 역할과 위상으로 인해 임

시정부 운영과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전하는 임시의정원 기록물은 홍진의 후손이 기증한 문서와 한국연구

원에 소장된 기사록(1919년), 신문·공보 및 일본 측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2차 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홍진 문서는 문서의 원본으로서 대단히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연구원 소장 기사록은 임정 초

창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사편찬위원

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에서 파악한 제1회(1919.4.10.)부

터 제39회(1945.8.17.)까지 임시의정원 회의록 현황을 살펴보면, 1920년부

터 1929년까지의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고 다만 독립신문과 임시정부 공

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윤봉길 의거로 인한 일제의 

침탈 및 피신 과정에서 많은 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30년대 이후 임시의정원이 남긴 기록은 매우 많아서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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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의 관리와 보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시의정원은 대의제 의사결정 기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정부

가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다루었다. 정책의 입안과정은 정책의 제의로

부터 의사결정, 정책 시행 통보 등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하나의 정책과 관련한 여러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더불어 정기회의 시 

의사록, 기사록, 속기록을 모두 작성하여 배부·관리했기 때문에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도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모든 회의의 기

록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27년을 거시적으로 파악

하는 데에는 임시의정원 기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속기록은 

의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모두 적혀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물을 연구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치가 크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알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기록관련 규정은  ｢임
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과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이다. 임시

의정원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양 때문만 아니라, 기록관리에 관

한 사항 역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임시정

부의 조직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규정들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시켰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회의록 등을 비롯한 

임시의정원 기록물들이 현재까지 다수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치밀하게 준수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

  ｢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1919.9.14.)은 제1장 장무, 제2장 복무, 

제3장 문서의 정리, 제4장 경비 및 물품의 정리, 제5장 숙직 및 당직, 제

6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1장에서 기록관리 담당부서를, 제

3장에서는 문서의 정리에 관해 규정하였다. 



- 24 -

第1章 掌務
 第6條 本局에 議事課及 庶務課를 置함

(중략)

 第9條 庶務課는 下의 事項을 掌함

1. 一切 文書의 收受와 發送에 關한 事項
2. 文書의 淨書及 編綴保存에 關한 事項
(중략)

第3章 文書의 整理
 第13條 本院에 到한 公文은 庶務課에셔 接受하고 文書受發簿에 記載함

本院에셔 發送하는 公文도 한 前項에 依하야 處理함

但 機密에 關한 것은 秘書가 此를 掌함

 第14條 到着한 公文에 對하야 回答을 要할 者난 第十六條에 依호며 其他의 

것은 卽時 回覽에 附함

 第15條 發送할 公文은 起案者가 上職의 決裁를 經한 後에 淨書發送의 節次를  行함

 第16條 文書帳簿의 編綴種類난 秘書長이 定함

 第17條 文書의 編綴과 帳簿의 作成은 每年別로쎠 整理하며 必要로 認할 時난 

目錄을 添付함

　      但 必要한 境遇에 依하야 數年分을 合編함을 得함

｢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 中24)

  임시의정원 비서국도 앞서 국무원 및 각 부의 기록관리 규정과 대동소

이한 기록관리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비서국의 서무

과는 공문을 접수·발송하고, 정서(淨書) 및 편철·보존 등을 담당하였

다. 임시의정원의 성격상 임시정부 등 외부와 수발신하는 공문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알맞게 접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서의 

정리에 대하여 서무과가 접수 후 문서수발부에 기재할 것을 명시하였고, 

기안 및 결재라는 근대적 문서행정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매년 문서를 편철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4) 한시준, 앞의책. pp.36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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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의정원 기록은 현재 남아있는 임시정부 

문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정원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전했던 홍진의 개인적 역할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

했지만, 임시의정원에서 의회와 관련한 기록을 남길 것을 매우 상세하

게 규정한 덕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 
(1920.3.5.)으로 임시의정원에 총 5종(속기록, 의사록, 비밀회의록, 전원

위원회록, 기사록)의 기록부를 비치하며 속기록은 의장 내에서 행한 언

동의 일절을 모두 기재하고 당일 간행 후 익일에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第1條 臨時議政院에는 左列 五種의 記錄簿를 備置함

1. 速記錄
2. 議事錄
3. 秘密會議錄
4. 全院委員會錄
5. 記事錄

第2條 速記錄을 議場內에서 行한 言動의 一切를 無漏히 記載하되 該日程을 隨
하야 區分 記載함

第3條 議事錄은 左記事項에 依하야 記載하되 該日程을 區分하야 記載함

1. 開院 閉院 停會 散會 等의 年月日時 及 其他槪況
2. 延會 停會의 日數
3. 出席議員 及 職員의 姓名
4. 出席國務員 及 政府委員의 姓名
5. 敎書 誥辭 演說 等
6. 議長 委員長 及 特別委員의 報告
7. 會議에 付한 案件의 議題 及 動議 同意者의 姓名
8. 會議에 付한 議案에 關한 議事槪要
9. 決議한 事件
10. 票決을 行한 可否의 票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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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秘密會議錄은 前條 各項에 準依하야 秘密會議內에서 行한 顚末을 

記載함

熟5條 全院委員會錄은 第三條 各項에 準依하야 全院委員會內에서 行한 

顚末을 記載함

第6條 記事錄은 第三條 各項에 依하여 記載하되 可決된 每事件을 區分하

야 事件의 先後로써 順次記載함

第7條 速記錄은 當日에 刊行하야 翌日에 議員에게 配付함

｢임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25)

  의사록은 10개항에 이르는 의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하도록 하였고, 비밀회의록과 전원위원회록은 각각 비밀회의와 전원위원

회의 전말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기사록은 의사록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되 사건별로 순차 기재할 것을 규정하였다.

  요컨대 의회가 진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속기록을 작성하여 익일에 배

부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록과 기사록, 비밀회의록, 전원위원회록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1920년 3월 5일에 

의결되었지만, 1919년 4월 제1회 임시의정원 기사록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기사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각 회의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장에서 논의하도

록 하겠다.

25) 한시준, 앞의책. pp.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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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대 개혁기 기록관리 제도와의 비교 

제1절 중앙관제와 기록관리 담당 부서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규정이 역사

적으로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다. 먼저 임시정부가 기록관리를 비롯한 법 체계를 만드는 데

에 있어서 전범(典範)이 되었을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제도와의 연관성

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1919년 9월 6일 세 곳의 임시정부를 통합된 후 만들어진 ｢대한민국임

시관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조직은 대통령 직할기관(4

개)과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국무원 및 각 부(8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2-1]과 같다.

대본영

참모부

군사참의회

회계검사원

내무부 : 비서국, 지방국, 경무국, 농상공국

외무부 : 비서국, 외사국, 통상국

군무부 : 비서국, 육군국, 해군국, 

군사국, 군수국, 군법국

법무부 :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학무부 : 비서국, 교육국, 편집국

재무부 : 비서국, 주세국, 이재국, 주계국

교통국 : 비서국, 철도국, 통신국, 해운국

노동국 : 비서과, 시설과, 구제과

대통령
국무원

(국무총리)

비서장

[그림 2-1] 1919년 임시정부 행정조직도26)

26)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999.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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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갑오개혁 이후의 기록관리 관련 업무28)

규정 내     용 공포일

議案 
議政府官

制

議政府
 一. 記錄局 掌收錄行政底稿 及 統計事務存作檔案 

參議一員 主事四員
 一. 官報局 掌頒布政令憲法 及 各官府一切公判成  

案 參議一員 主事四員
 一. 編史局 掌編輯本國歷史 參議一員 主事四員 1894.6.28.

議案 
各衙門官

制

外務衙門
 一. 記錄局 ㅈㅜ參議一員 繙繹局長兼之 主事六員
度支衙門
 一. 記錄局 掌本衙門往復公文底稿 編輯存案及紙幣 

證券押印銷印等務 參議一員 主事八員

  ｢대한민국임시관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임시정부 국무원과 각 부 조직의 

소관 업무는 기본적으로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을 거치며 제정된 관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894년 6월 28일에 갑오정권이 개편한 조선의 중

앙 관제는 의정부 및 8개 아문(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법무아문, 

학무아문, 공무아문, 군무아문, 농상아문) 체제였다. 이는 근대국가의 내

각제도를 모방한 관제로 볼 수 있는데, 8개 아문은 기존의 6조에 기초하

여 근대적으로 변경시킨 형태였다.27) 

  중앙관제를 기초로 기록관리를 관장했던 부서를 살펴보면, 의정부에 

행정문서와 통계사무를 관장하는 기록국(記錄局)과 법령, 헌법 및 관부문

서 공포를 담당하는 관보국(官報局), 역사 편찬을 관장하는 편사국(編史
局)을 설치하였다. 8개 아문 중 외무아문에 기록국이 설치되어 조약서 

및 외교문서를 관리하였고 탁지아문의 기록국에서는 중요 공문 및 보존

문서들을 관리하였다. 나머지 6개 아문에서는 총무국에서 공문서와 기록 

보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4 :개화기의 행정,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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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所屬
職員分課

規程

第三條 文書課에셔 左開事務 掌홈

一. 公文書類 及 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 事項
二. 詔勅 及 法律 命令의 發布에 關 事項
三. 官印管守에 關 事項
(…)

第七條 編錄課에셔 左開事務 掌홈

一. 內閣記錄의 編纂保存에 關 事項
二. 詔勅 及 法律勅令의 原本과 其他公文의   

    保存에 關 事項
第八條 官報課에셔 左開事務 掌홈

一. 官報 及 職員錄의 編纂 刊行 發賣 及 配  
    送에 關 事項
二. 官報 及 職員錄의 諸收入 竝 其納上에 關  
     事項

第九條 史籍課에셔 左開事務 掌홈

一. 國史編纂에 關 事項
二. 統計材料의 集蒐 竝 諸般統計表의 編纂 
及 交換에 關 事項
三. 內閣所管圖書의 購買 類別 保存 出納 竝 
其目錄調製에 關 事項
四. 內閣所用圖書의 出板에 關 事項

1895.3.25.

各部官制
通則

第十一條 各部에 大臣官房을 置야 大臣官房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機密에 關 事項.

二. 官吏의 進退身分에 關 事項.

三. 大臣의 官印及部印의 管守에 關 事項.

四. 公文書類及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 事項.

五. 統計報告의 調査에 關 事項.

六. 公文書類의 編纂保存에 關 事項.

2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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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은 11월 21일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1895년 3월에 의정부를 내각

으로 바꾸는 등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관제는 내각과 7

개부(내부, 외부, 탁지부, 법부, 학부, 군부, 농상공부)로 변화하였다. 기록

관리 업무는 총리대신 관방의 비서과, 내각 참서관실의 문서과와 조사

과, 기록국의 편록과, 관보과, 사적과 등으로 분산되었다. 각 부의 기록

관리 담당 조직은 각 부의 대신관방 문서과로 일원화되었다.29) 그러나 

각 담당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이는 고종이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 

설립을 선포할 때까지 이어졌다. 

  대한제국 설립이 선포되면서 정부 조직은 또 한 번 개편되었다. 고종

은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다시 만들었는데 의정부는 의정관방과 총

무국으로 나누어졌다. 의정관방에는 비서과와 문서과, 총무국에는 기록

과, 관보과, 회계과가 있었으며 의정관방의 문서과와 총무국의 기록과가 

기록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다. 각 부의 기록관리 업무는 갑오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대체로 비서과나 문서과 등에서 담당하였다. 대

한제국의 관제는 1898년 6월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몇

몇 용어의 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의정부는 1897년부

터 1907년까지 본질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록관리 제

도 역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30)

29) 이영학,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기록관리제도의 성립｣, 제7회 기록학 심포지움, 2006. 
pp.3-6.

3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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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문서 편철 및 보존 방식

  1894년 7월 14일에 제정된 ｢각부각아문통행규칙(各府各衙門通行規則)｣
은 중앙의 주요 관청간 문서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일

본이 1886년 2월에 제정한 ｢각성관제통칙(各省官制通則)｣을 참고한 것이

었다.31) ｢각성관제통칙｣에 따르면 일본은 문서를 등사하여 유취하는 방

식에서 ‘공문서 원본에 의한 유별 편찬’으로 보존 방식을 변화시켰다. 

일본은 조직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공문서를 구분하여 부책으

로 편철하는 분류방법인 유별부목제(類別部目制)를 도입하고 조직, 사무, 

개별문서 등의 항목으로 관리하였다.32) 이는 갑오개혁 이후 조선시대 문

서의 보존·관리 방식인 등록(謄錄)제도가 원본 보존 방식으로 점차 변

화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1895년 제정된 ｢경무청 훈령｣ 제6호 ‘문서

정리규칙’을 살펴보면 각국과장 및 각국과의 명목으로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각국과에서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3) 

第一條 文書에 整理 要믈 爲야 官房 第一課에 左開簿冊을 設홈

第二條 警務使名目이며 警務廳名目으로쎠 發送한 文書 其主任이 何局 
何課에 屬믈 勿論고 其原案은 官房 第一課에셔 編綴야 保
存이 可홈

第三條 各局課長名目이며 各局課名目으로쎠 發送한 文書의 原案은 各局
課에셔 編綴야 保存이 可홈

｢경무청 훈령｣ 제6호 ‘문서정리규칙’ 中34)

  일본이 유별부목제와 함께 도입한 제도가 종별보존제(種別保存制)이다. 

이는 보존대상 공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개별공문

31) 김건우, ｢한국 근대 공문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
학원, 2007. p.8.

32) 박성진,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가치평가｣, 조선총독부 도시계
획 공문서와 기록평가론, 진리탐구, 2008. p.111.

33) 박성준, 대한제국기 공문서 연구, 아모르문디, 2015. p.58.
34)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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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고유한 보존기간을 부여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기하는 제

도이다.35) 두 제도를 통해 일본은 업무에 따른 원본 문서의 보존기간을 

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한을 책정한다

는 규정 역시 1905년 제정된 ｢훈령｣ 제1호 ‘탁지부 처무규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第17條 本部의 一切文書는 文書課 編纂主任이 收集하여 編纂保存 또는 廢
棄함이 可하되 但 秘密文書는 文書課長이 此를 保存함이 可함이라

第18條 文書의 類別 및 保存期限은 別途로 此를 定함이라

第19條 保存期限은 曆年을 從하여 處分完決한 翌年으로부터 起算함이라

｢훈령｣ 제1호 ‘탁지부 처무규정’ 中36)

이러한 새로운 공문서 보존 체계는 임시정부로까지 이어져, ｢내무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의 제3장 문서의 편찬보존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第25條　完結文書는 各科에셔 1個年分을 取合類別하야 文書의 欄外에 完
結의 記號를 付하야 翌年 1月 末日 內로 庶務科에 引繼함이 가함 

但 會計 及 庶務에 關한 者는 會計年度에 依하야 取合함이 可함

第26條　庶務科에셔 前條 文書의 引繼를 受 時는 文書受發簿에 編纂書
冊의 名稱 及 保存種別을 記入하고 且 欄外에 完結의 記號를 付
한 後 文書는 類別編纂하야 目錄을 付함이 可함

第27條　文書는 左의 類別에 依하야 同 保存期間의 件을 取合 編纂함이 可함

第28條　文書의 保存期間은 左의 種別에 依함 但 特別規定이 有한 者는 

此限에 不在함

｢내무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 中37)

35) 박성진, 앞의글. p.111.

36) 이경용,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p.77.에서 
재인용

37) 한시준, 앞의책.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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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에서 완결문서 1개년 분을 유별로 취합하여 완결 기호를 부여하

도록 하였고, 제26조에서는 완결문서의 보존종별을 문서수발부에 기입할 

것과 완결문서에 기호를 부여한 후 유별편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제27조와 제28조를 통해 유별에 따른 보존기한을 정한다는 사실을 명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의 문서보존 및 편찬 방식 역시 근대 

개혁기의 규정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의 기록관리 제도는 조선 고유의 등록 체계를 기반

으로 한 방식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원본 보존체계로 변화하는 과정

이었다. 물론 개혁기의 기록관리 제도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

문에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 역시 한국 전통의 기록관리 제도를 그대

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적

용되어온 기록관리 제도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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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정부회의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갑오개혁 이후 1896년 9월 24일 고종은 칙령 제1호 ｢의정부관제(議政
府官制)｣를 통해 의정부 회의 규정을 공포하였다. ｢의정부관제｣는 제1장 

직원, 제2장 회의, 제3장 주안(奏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해당

하는 것이 바로 주안이었다. 주안은 회의에서 의안을 토론한 후에 참찬

이 주본(奏本)을 작성하여 의정(議政)이 임금에게 올리도록 한 것이다. 

주본에는 의정부회의 일자, 참석한 관원, 의안 내용 등의 사항을 등재하

였다. 그리고 임금은 안건을 재가하여 칙명으로 의정에게 보내어 이를 

관보를 통해 반포하도록 하였다.(제5조) 

第三款 奏案
 第二條 奏本에 左開 事項을 登載이라

　      一 該議案을 會議 日子와

  　    二 會議에 參席 議政과 贊政과 其他同參 官員等의 姓名과 

會議에 不參 官員姓名 及 其不參 緣由와

　      三 議案에 所陳諸條와 目的과 討論 大槪와 如何히 協議과 

諸贊政의 意見이 不同 境遇에 合從 標題가 幾何며 反
對 標題가 幾何와 若贊政中 誰某든지 該議案에 反對 
審査報告書가 有거든 該報告書 奏本에 粘連이라

　      四 新定 議案이 現行 如何法律에 關係된 理由와

　      五 議政 及 參贊의 署名이라

        (이하 생략)

 第五條 議案은 如何 決定에 裁可실 聖意 議政에게 勅敎시면 該
議案에 關 法律과 規則 等을 修正야 該案件에 御押 御璽 
鈐시고 議政이 奉 勅 署名 後에 勅命을 承야 該案件을 議
政府에 還付야 官報에 頒布케 이라

 第六條 頒布 官報에 左開 辭意로 이라

　      一 如何 事項에 關 法律規則 等案에 大君主陛下 裁可시믈 經과

　      二 議政 及 參贊의 署名圖章과

　      三 法律規則 等案 諸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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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 新定 案件을 因야 如何 法律規則을 改正 或 廢止 等案과

　      五 該案件에 御押 御璽 鈐심이라

｢의정부관제｣(건양 원년 9월 24일) 中38)

  의정부회의 기록은 임시정부의 국무회의 기록과 비교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 의정부의 역할은 임시정부의 국

무원이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정부회의는 곧 임시

정부의 국무회의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임시정부에서도 국무회의 기록

을 남기도록 명시한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임시관제｣ 제9조 4항을 보면 

비서장이 ‘국무회의 기록편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第9條 秘書長은 國務總理의 命을 承하야 國務機密을 管掌하며 所屬職員을 監督하며 

下記事務를 掌理함

4. 國務會議 記錄編存에 關한 事項
｢대한민국임시관제｣ 中39)

  국무회의 기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1926년 9월 27일부터 시

행된 ｢국무회의규정(國務會議規程)｣과 1934년 4월 15일자 공보에 공포

된 ｢국무회의규정｣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이후 1944년 7월 25일 개정, 

공포된 ｢국무위원회회의규정(國務委員會會議規程)｣에 더욱 상세히 기

술되어있다. 

第6條　國務會議에서 處理한 事件은 國務會議錄에 一切 記錄함이 可함.

第7條　國務會議錄은 原副 兩本을 作成하되 原本은 會議當席에서 作成하

야 出席員과 記錄責任者가 署名하고 副本은 會議 後에 作成하야 

國務領이 檢閱하야 保管케 함.

｢국무회의규정｣(1926년 9월 27일) 中40)

3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p.191-192.

39) 한시준, 앞의책. p.103.
40) 한시준, 앞의책.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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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秘書長은 國務會議의 一切 記錄 物品 印信及 一切 公文의 物目을 

備하야 保管함

｢국무회의규정｣(1934년 4월 15일) 中41)

第22條　本會議의 議事記錄은 左列 各項을 반드시 記名함

1. 會議의 次數
2. 會議의 年月日時及 處所
3. 出席及 缺席 人員의 姓名
4. 列席人員의 姓名及 職別　

5. 主席의 姓名及 職別
6. 記錄의 姓名及 職別
7. 報告人員의 姓名及 職別　

8. 議決事項
9. 其他事項

第23條　本會議 記錄은 同會議 閉會 前에 通過함을 要함

　      記錄에 遺落 或 錯誤가 有할 時는 卽席에서 更正함

第24條　本會議 記錄을 通過한 後에 出席人員은 그 後面에 署名함을 要함

｢국무위원회회의규정｣(1944년 7월 25일) 中42)

  국무회의 또는 국무위원회 회의 기록 원본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

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를 통해 국무회의 결과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보에 수록된 것은 회의 후에 생산된 회의

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공보의 ‘중요사항(重要事項)’, ‘국무회

의사항(國務會議事項)’, ‘국무회의기사(國務會議記事)’, ‘국무위원회

중요기사(國務委員會重要記事)’등 다양한 제목으로 국무회의의 의결 또

는 보고 사항이 기재되었다. 공보를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

은 관보를 통해 의정부 회의의 결과를 반포하게 한 조선 후기의 제도

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1) 한시준, 앞의책. p.299.
42) 한시준, 앞의책. pp.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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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공보 중 국무회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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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시정부 기록관리의 실제

제1장 행정부 기록관리의 실제

1. 공문서의 관리

  행정부의 기록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서는 실제 규정에 맞게 생산, 관리된 문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남아있는 문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2장에서 다룬 규정

들이 모두 실제 기록관리로 이어졌는지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

히 행정부(국무원 및 각 부)의 문서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
한민국임시관제｣와 ｢내무부령｣ 등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라 생산, 관리, 

보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규정이 실제 기록

관리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 규정의 전반을 검토하는 대신, 규정에 나타

나는 항목별로 남아있는 문서 혹은 문서 목록을 대조하여 논의해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문서의 수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면, 현재 문서수발부는 단 

한 건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압수품목이 상세히 적힌 
조선민족운동연감을 보면 문서 수발과 관련한 부책이 총 8건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책의 실물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각 부서별로 문서가 

왕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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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선민족운동연감에 나오는 문서 수발신 관련 부책43)

연도 내     용

1920년

내무부 – 문서송달부, 문서접수부, 문서발송부 각 1건

재무부 – 주계국, 주세국, 공채관리국 문서수발부 각 1건

외무부 – 문서수발부 1건

정무조사특별위원회 – 문서수발부 1건

1921년 경무부 – 발신부 1건

1926년 임시정부 - 문서수발부 1건

1927년 임시정부 - 문서수발부 1건

1928년 임시정부 - 문서수발부 1건

  남아있는 문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무부 ‘월별 문서왕복수 일람표’

를 통해 문서왕복의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재무부의 

비서국, 주세국, 주계국, 공채관리국 등이 각각 월별로 수신, 발신한 문

서의 숫자가 적혀있으며 전보의 숫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가 

발한 부령, 훈령, 정문, 비문의 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부서

별, 국별로 실제 문서가 왕복하며 업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현전하는 내무부와 재무부 문서에서는 문서관리 번호를 확

인해볼 수 있다. 문서관리 번호에 대한 규정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

만,‘臨政發 □號’혹은 ‘內務部 □號’나 ‘財務部 □號’등의 관리 

번호를 통해 문서수발부에 등록하고 편철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4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 vol.2, 200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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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재무부 ‘월별 문서왕복수 일람표’

    

  다음으로는 관인관수(官印管守)에 관한 내용이다. 문서에 관인을 찍어 

관리하는 것은 조선으로부터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인을 관수하는 업무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무원

의 경우 비서장이, 각 부의 경우 비서국이 관인관수를 담당하였다. 그러

나 실제 관인은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인에 대한 사항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먼저, 관인이 찍혀있는 문서를 확인해

보면 내무부의 경우 ‘내무부 경과상황 보고(내무부 정문 제16호) 

(1920.12.20.)’ 문서와 ‘의정원 의원 보선에 관한 건(1936.3.29.)’ 등에 

동일한 내무부인이 찍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 역시 ‘9년

도 인구세 징수에 관한 건(1927.1.17.)’이나 ‘송금에 관한 건(1936.7.5.)’ 

등 다수의 문서에서 재무부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서수발부와 마

찬가지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압수품목에 인형(印形)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임시정부 행정부와 관련된 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연

월일 제□호)(접수인)’, ‘대한민국 연월일(일부인)’, ‘법무부 □文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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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 총 3건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을 요하는 의안에는 [秘] 기호를 붙이도록 한 ｢내무

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 제2장 제17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들

을 발견할 수 있다.44) ‘내무총장 이동녕의 3.1기념식 거행 촉구문(1920. 2. 

3.)’을 보면 문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밀을 요하는 문건임을 [秘]를 

표시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44) 第17條　秘密을 要하는 議案에는 [秘]의 記號를 付함이 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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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내무부 및 재무부 문서에 나타나는 관인과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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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秘]가 표시된 내무총장 이동녕의 3.1기념식 거행 촉구문

  물론 조직과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실질적인 업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국장이나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국도 많았

는데, 내무부의 농상공국, 외무부의 통상국, 군무부의 육군국, 해군국, 

군수국, 법무부의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학무부의 비서국, 교육국, 편

집국, 재무부의 이재국, 주계국, 교통부의 철도국, 통신국, 해운국, 노동

국의 비서과, 시설과, 구제과 등은 1923년까지 담당자가 없는 이름뿐인 

곳이었다.45) 따라서 기록관리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업무가 규정

에 따라 행해졌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업무가 문서행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시정부가 근대 국가의 공

문서 행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5) 이연복, 앞의책.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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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보의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 ‘제1장 국

무원’에서부터 관보의 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호 공보가 1919년 9

월 3일에 국무원 총무국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11월 

5일에 ｢대한민국임시관제｣가 공포되면서 국무원의 이름으로 발행되기 시

작하였다. ｢대한민국임시관제｣에서 공보는 국무원 서무국의 업무로 명시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31년 3월 1일 발행된 제49호부터 1940년 8월 15

일 발행된 호외까지는 국무회의 비서국이 발행하였으며,46) 1940년 10월 

9일 호외부터 현재 전하는 공보 중 가장 마지막에 발행된 1944년 12월 

20일 제83호까지는 국무위원회 비서처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있다.47) 

명시되어있는 발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변했지만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른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발행 주체는 임시정부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했던 

국무원 및 국무위원회로 단일했다고 볼 수 있다.

第22條 總務局은 下開事務를 掌理함

1. 法律 命令의 發佈와 官報에 關한 事項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中48)

第6條 庶務局은 下開事務를 掌理함

2. 印刷 및 公報에 關한 事項
｢대한민국임시관제｣中49)

  공보의 주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정

부는 법률 등을 공포할 때 공보로써 그 효력을 발하였다. 1919년 12월 

23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공문식령｣에서 임시대통령이 법률, 교령, 조약, 

46) 여기에서 나오는 비서국에 대해 한시준(2005)은 1927년 4월 개헌 이후 임시정부의 행
정을 주관했던 국무회의의 비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47)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관제｣
第八條 國務委員會에 秘書處를 置하야 左開事務를 掌理함.
七. 印刷 及 公報發行에 關한 事項

48) 한시준, 앞의책, pp.83-84.
49) 한시준, 앞의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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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특임 및 천임, 각관의 임면(任免) 등을 공포할 때와 원령(院令), 부

령(部令), 포고 등을 공포할 때 정부공보로써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관리의 임명 및 면임, 위임령, 훈령, 처분령, 공함, 정문, 비문 

등도 역시 정부공보를 통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 5條 第1條로 第4條까지 公文은 政府公報로써 公布함

第13條 第6條 乃至 第12條의 公文은 政府公報로써 公布함을 得함

｢대한민국공문식령｣中50)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는 공보를 통해 독립운동가와 동포들에게 임시정

부에서 수행하는 행정에 관한 사항 및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을 전달하

고자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공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간호와 호외 모

두 법령 포고, 인사발령 사항,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회 의결사항, 통신기

사 및 회의 소집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다. 정간호는 생산 날짜

에 맞춰 이전까지 있었던 보고 내용을 함께 발간하였기 때문에 호외에 

비해 내용이나 분량의 측면에서 더욱 풍부하였다. 호외는 위의 사항 외

에 안창호, 이동녕, 송병조 등의 중요인사 부고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고, 

긴급한 보고 내용이 있을 때 해당 소식을 단독으로 전하였다. 현재 우리

가 실체를 알 수 있는 임시정부의 헌법 및 법령의 대부분은 공보에서 발

췌한 것이다. 공문식의 규정대로 임시정부가 헌법이나 법령 등을 개정할 

때 공보를 통해 공포했기 때문에 후대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

이다. 공보 발간 횟수는 임시정부 초창기 3년 동안(1919년-1921년)에 36

회로 매우 빈번했고,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1927년 이후 5

년간은 단 3차례만 발간되었다. 이외의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연 1-3회 

정도로 비교적 고르게 생산되었다. 

    공보 발행에 대한 규정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해지는 문서들 중 공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통

해 그 실상을 파악해볼 수 있다. 먼저 공보 발행 부수에 대해 살펴보면, 

50) 한시준, 앞의책. pp.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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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국무원 사무보고’(1921.1.)의 ‘공보에 관한 건’에서 제

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발행 부수가 명시되어 있다. 1920년 5월 28일 발

행된 제17호와 발행월일 미상인 제18호는 각 2,000부씩 발행되었고, 

1920년 11월 25일 발행된 제19호는 1,500부가 발행되었다. 

[표 3-2] 대한민국 원년도·2년도 공보51)

番　號 印刷에 對한 區別 部　數

1號至10號 速寫板 未詳

11號至16號 活版印刷 未詳

17號至18號 上同 各 2,000부

19號 上同 1,500부

  [표 3-2]를 보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수기로 작성한 후 속사판(등

사기)을 이용하여 인쇄하였고, 나머지는 활판인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나 있다. 현재 원형이 남아있는 공보 중 수기로 작성된 것은 총 39개호

이고, 활판인쇄는 총 20개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기별 혹은 분량

별로 수기본과 인쇄본의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임시정부의 기

관지나 다름없었던 독립신문사에서 인쇄를 담당하였던 것52)으로 미루

어 볼 때 대량 인쇄시설 사용의 가능 여부에 따라 수기본과 인쇄본이 나

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현재 전해지는 임시정부 예결산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보 

인쇄 등에 책정된 예산액 및 실제 지출액은 [표 3-3]와 같다. 1941년도와 

1942년도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에 비해 1941년에 10배 이상, 1942년에 4배 이상 지출되면서 1943년

과 1944년의 인쇄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40년 말에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1941년부터 수입·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데53), 

5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정부수반 vol.8, 2006. p.131.

52) 최정태, 한국의 관보, 亞細亞文化社, 1992. p.84.
53) 국회소장 임시의정원 문서 중 각 년도 ‘세입세출월계표’에 따르면 1940년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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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에 사용한 예산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경 시기의 

임시정부에서 공보 발행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임시정부 예산표 중 공보 인쇄 예산액54)

연도 목 예산액 설명 지출액

1940 印刷費 200.00 公報 及 其他 164.50

1941 印刷費 200.00 2,098.50

1942 印刷費 500.00 2,276.28

1943 印刷費 3,600.00 公報用紙 及 其他 月三百元 자료없음

1944 印刷費 96,600.00 公報,傳單,用紙 及 其他 자료없음

(단위 : 元)

186,646.24원, 지출은 168,869.33원이며 1941년 수입은 983,316.05원, 지출은 843,898.91
원이다. 약 5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5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vol.27,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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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비서국에서 보존하는 문서의 편철종류

편철종류 문서

영구계속

사용

- 의원명부(2)

- 해직의원명부

- 의원이력서편

- 직원이력서편

- 직원명부

- 해직의원명부

- 해직의원이력서편

- 해면직원이력서편

전년도분과

합철

- 예규에 관한 서류(1)

- 가결의안에 관한 서류(3)

- 부결의안에 관한 서류

기타

- 의원진퇴에 관한 서류(6)

- 직원진퇴에 관한 서류(1)

- 의원청가 징계 및 주소이전

에 관한 서류(3)

- 직원청가 및 주소이전에 관

한 서류

- 경비수지에 관한 서류(1)

- 물품수지에 관한 서류

- 의회에 관한 서류(1)

- 현양출납부(1)

- 각과목별경비수지부(1)

- 비품대장(1)

제2절 의정원 기록관리의 실제

1. 비서국의 문서편철 방식

  ｢임시의정원 비서국 처무규정｣을 보면 마지막 줄에서 ‘단, 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수 년분을 합철’55)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는데 1920

년 1월 10일에는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편철종류 

결정에 관한 결의｣를 가결하였다. 이를 통해 임시의정원 비서국에서 

편철하는 구체적인 문서 종류와 편철방법을 알 수 있다. [표 3-4]를 통

해 확인해보면 비서국에서는 크게 26개의 문서류를 보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의,직원명부 등 현용 인사관련 서류를 영구 사용할 문서철로 지

정하였다. 예규 및 결의안 관련 서류는 전년도 분과 합철하도록 하였

고 기타 15종류의 서류들은 매해 편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55) 但 必要한 境遇에 依하야 數年分을 合編함을 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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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에 관한 서류(2)

- 잡에 관한 서류

- 회계에 관한 서류

- 소모품출납부(1)

- 사무일지(2)

  그렇다면 임시의정원 문서편철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표 3-4]에서 언급된 문서류 중에서 국회에서 보

관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문서를 살펴보면, 예규에 관한 서류와 현금출

납부가 각 1부씩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예규에 관한 서류(1920년)의 

경우 표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편철의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현

금출납부는 대한민국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의 5개월분의 현금출납 

현황을 기록, 편철하고 있다. 현전하는 문서철 가운데 단 두 가지의 

문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으로 조선민족운동연감에 전해오는 압수품 목록을 살펴보면, 본 

규정에 나오는 명칭을 가진 문서철이 24건 발견된다. 먼저 ‘영구계속사

용’에 속한 문서는 1920년 의원명부와 1923년 재직의원명부가 있다. 

‘전년도분과 합철’에 해당하는 문서 중에는 1923년 결의안철, 1923년 

의안철, 1926년 의안집 등 세 종류가 있다. 목록에 등장하는 서류철 중 

19건이 기타에 해당하는데, 매해 편철을 하는 비현용문서이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압수당하기 쉬웠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 진퇴에 관한 

서류(1919년, 1920년 3건, 1923년, 1925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의원청

가 징계 및 이전에 관한 서류(1920년 2건, 1923년)가 3건, 사무일지(1920

년, 1923년) 및 서무에 관한 서류(1920년, 1926년)가 2건으로 뒤를 잇는

다. 직원 진퇴에 관한 서류(1923년), 경비수지에 관한 서류(1923년), 의회 

관계 서류(1920년), 과목별 경비 수지부(1920년), 비품대장(1920년), 소모

품출납부(1920년) 등은 1건이 발견된다. 압수품 목록에만 발견이 되므로 

편철된 방식은 알 수 없지만, 규정에 등장하는 서류철의 명칭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실제 규정에 부합하는 문서편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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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원 회의록

  현재 임시의정원 회의록 문서류는 총 39회 중 23회 분량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제1회부터 제6회까지의 기사록 6부는 한국연구원에서 소장

하고 있고, 나머지 제12회와 제23회부터 제39회까지(제32회 제외)의 회의

록 17부는 홍진이 기증하여 국회에서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16회의 회

의록은 1932년 일제가 압수한 문건 중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후 망실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족운동연감에 기록된 당시 일제의 압수품목을 

살펴보면 연도미상의 의사록 5부, 제7회부터 제11회까지의 의사록 5부, 

제19회부터 제21회까지의 의사록 3부, 1923년도 속기록 3부 등 임시의정

원 회의록이 총 18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32년도 이전 회기 중에 

속기록을 제외한 회의록의 행방이 전하지 않는 회기가 총 7회(제13회부

터 제18회)이므로 압수품목 중 연도미상의 의사록 5부는 제13회에서 제

18회의 회의록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전해지는 회의록의 종류를 살펴보건대 속기록은 나머지 형식의 기록과 

동시에 전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기사록과 의사록은 동시에 전해지는 경

우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제23회 회의 이후에는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 

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사록과 의사

록 혹은 회의록은 회의 당일에 간행된 속기록에 의거하여 둘 중 하나만 

생산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규정을 보면 의사록과 기사록은 모두 제3조에서 제시된 10개의 항목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의사록의 경우 일정에 따른 구분을 

명시하고 있고, 기사록의 경우 사건에 따른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는 차

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사록, 속기록, 회의록 등은 실제 

형식에 있어서 특정한 구분이 존재했던 것인지, 혹은 작성자에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 다른 회의록일 뿐이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이 회의록을 생산하여 보존하도록 했던 ｢임
시의정원 기록에 관한 규정｣과 의사록, 기사록, 회의록 등 각각의 명칭

으로 작성된 기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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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임시의정원 회차별 회의록의 보전 현황

구분 회   기 계

속기록 12, 34, 35, 38, 39 5회

의사록 33 1회

기사록 1, 2, 3, 4, 5, 6, 27, 31 8회

회의록 23, 24, 25, 26, 28, 29, 30, 36, 37, 38, 3956) 11회

  가장 근접한 시기의 세 회의록을 통해 분석해보면, 1937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제30회 회의결과는 회의록이라는 이름으로, 1939년 10월 3일에 개

최된 제31회 회의결과는 기사록이라는 이름으로, 1941년 10월 15일 개최

된 제33회 회의결과는 의사록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어 전해지고 있다.

(1) 회의록

  먼저, 제30회 회의록의 경우 1937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날은 개원식으로, 일시·주소[地址]·출석·

결석·참식(參式) 의,직원을 명기하고 간략한 개회식 과정을 서술하였다. 

둘째날은 일시·주소·출석 의,직원을 밝히고 이어 의사진행 순서를 기

술하였다. 7개의 안건을 순서대로 쓴 후에 의사진행 과정을 서술하였다. 

다음은 첫 안건인 상임위원회보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一. 常任委員會報告
常任委員中 嚴恒燮議員이 臨時政務報告와 決算案檢査報告를 各各 別紙와 

如히 報告하매 該報告를 接受하자는 趙琬九議員의 動議 金九議員의 再請 
金朋濬議員의 三請으로 可否를 問한 結果 全數로 可決되다.57)

  상임위원 중 보고자와 동의, 재청, 삼청한 자의 이름을 각각 명기하고 

전수로 가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안건마다 각각 연관된 인물을 기재

56) 제38회, 제39회 회의는 속기록과 회의록이 모두 전해지고 있다. 
5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 Ⅰ vol.2, 2005.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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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의결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회의록의 마지막에는 

의장이 폐원을 선포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간략한 내용만 서

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의록은 전반적으로 짧게 완성되어있는데 ‘약헌수개안’과 ‘임

시헌장 개정안’을 모두 실은 제36회 및 제38회 회의록을 제외하고는 모

두 10쪽 안팎으로 구성되었다. 

(2) 기사록

  두 번째로 제31회 기사록을 살펴보면, 1939년 10월 3일부터 12월 5일

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회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회기와 의장

(議場)을 언급하였고 의원에 대해 재적의원, 해임의원, 보결의원 등으로 

나누어 각 도별 의원의 명단을 나타내었다.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일정

순이 아닌, 26개 사건을 순차대로 기재하고 있으며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과정보다는 전체 안건의 결의 및 보고 사항만을 짧게 기술하

였다. 다만 특이한 점은 정무보고의 경우 판공처 이전에 관한 것, 인사

에 관한 것, 외교에 관한 것, 군사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등으로 나

누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기사록의 앞뒤부분과 필체와 필기

구가 다르고 판심에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가 사용

된 것으로 보아 보고용으로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라 판단

된다.([그림 3-4] 참조) 또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추인 및 통과에 관한 

안건에서는 세입부, 세출부 등 실제 예·결산표를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

며 이 역시 필체와 필기구가 상이한 것으로 볼 때 보고용으로 제출된 것

을 붙여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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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31회 기사록 일부58)

58) 국회전자도서관 원문보기 서비스 제공. (http://dl.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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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사록이 의사록이나 회의록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인쇄 

방식이었다. 남아있는 8부의 기사록 중 제27회와 제31회 기사록을 제외

한 6부가 활판인쇄본으로 전해지고 있다.59) ‘記事’에 ‘어떤 사실을 

실어 알린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기사록은 활판으로 

대량 인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대량 배포를 중단하였고, 이러한 

점이 회의록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현재 제7회(1920.2.23.) 회의

록부터 제22회(1929.12.11.)까지의 약 10년간의 회의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판인쇄본의 중단 시점을 알 수는 없다. 이후 만들어진 제

26회 회의록을 보면 ‘(備考) 他人이 正書하고 原記錄은 另히 保存하엿

음’이라고 기록해두었는데, 정서라는 표현을 통해 처음부터 회의록은 

수기로 작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의사록

  제33회 의사록은 ‘의사록’이라는 명칭으로 남아있는 단 한건의 회의

록으로60), 1941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내용 43쪽에 걸쳐 담고 

있다. 개회식에는 일시·주소[地址]·출석·결석·열석 등을 명기하고 개

회식 차례 및 부의장, 김구 주석, 조소앙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였다. 

개회식부터 제3일차 내용까지 일정별로 회의 결과를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은 규정 제3조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1일차에는 

의장 김붕준의 탄핵안을 실었는데, 제3조 10항에 따르면 표결의 표수를 

명시하게끔 되어있으나 정확한 표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3분의 2(三分之
二)’라고만 나타내었다. 다만 탄핵안 심사위원 및 탄핵 후 새로운 의장

의 선출 과정을 투표수까지 모두 기술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議長選擧投票를 行한 結果, 第一回 投票에는 宋秉祚 十一點, 洪震 六點 崔
東旿 一點으로 未決되고 第二回 投票에도 宋秉祚 十一點, 洪震 六點, 崔東
旿 一點으로 未決되고 第三回 投票에는 宋秉祚 十二點, 洪震 四點, 崔東旿 

59) 전해지는 나머지 두 개의 기사록(제27회, 제31회)은 수기로 작성되었다.
60) 일제의 압수품목을 살펴보면 14건의 의사록이 더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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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點으로 宋秉祚議員이 多數로써 議長에 當選되다61)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앞선 회의록, 기사록과는 달리 자세한 의사결정

의 과정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위임

하여 성과의 효율을 증진케하자는 제의안에 대해, 굳이 결의할 필요가 없

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속기록 형식으로 실어놓기도 하였다. 

崔東旿　實行權은 政府에 잇는 것이 原則인대 本案의 意思가 議會의 權
限까지를 委任하자는 것인가 實行權을 委任하자는 것인가 提案
者의 說明을 要한다. 

李靑天　勿論 解釋으로 議會의 權限을 委任하자 함은 아니오 審議하여 

適宜히 實行하는 權을 委任하자 함이다 

崔東旿　그러면 本案을 決議할 必要가 없다. 

嚴恒燮　依例히 그럴 것이라 하나 再決議하는 것이 意義가 없다면 本案
을 撤回하여도 좋다. 

洪  震　政府의 固有한 權限을 委任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일이고 議會
의 固有權을 委任할 수는 없는 일이다 些少한 節次問題라면 모

르겟다 그러지 안어도 政府에서 固有한 權限을 使用하는 데 아

모 支障이 없는데 何等 再決議를 할 必要가 어대 잇는가62)

  이를 통해 ‘의사록’이라는 명칭의 회의록이 앞선 두 종류의 회의록

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정에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의사록이 단 한 부만 남아있는지, 혹은 왜 

제33회의 회의록만 의사록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임시의정원 회의록 류는 회의록, 기사록, 의사록, 속기록 등 다

양한 형식으로 생산 및 보존되었다. 특히 속기록을 제외하고는 한 회차

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으로 회의록이 전해온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보면, 어떤 형식으로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6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 Ⅱ vol.3, 2005. p.14.
62)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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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議長 李東寧이 出席치 아니하엿음으

로 副議長 車利錫이 司會하다 記錄은 廉溫東에게 委託하다’(제24회, 제

25회 회의록)는 구절은 회기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서기 등 집행부의 개

별적 판단에 의거하여 회의록의 종류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속기록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속기록은 당일에 간행하여 익일에 의원에게 배

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남아 전하는 속기록은 제12회, 

제34회, 제35회, 제38회, 제39회 등 5회분뿐이기 때문에 매회 속기록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제7회에서 제11회의 회의내용

이 속기록에서 발췌한 형태로 독립신문에 실려 있다는 점, 일본 압수

품목에 1925년 속기록이 실려 있다는 점은 매회기마다 속기록을 생산했

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준다. 또한 남아있는 속기록이 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을 싣고 있을 정도로 자세하기 때문에 현전하는 회의록이 모두 

속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속기록의 생산이 

매회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속기록이 규정대로 생산되었는지,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지에 대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속기록 속 발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은 속기록에 관련한 발언들이다.63)

① [임시의정원 제12회(1924.2.29.) 속기록 7] 中
趙德津　이 議會에서 發言한 것은 速記錄으로 發布되어 있고 一般이 모

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崔昌植　速記錄을 보아도 分明합니다 議長이 宣布했고 尹議員이 被選 가
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崔錫淳　저는 崔昌植의 動議에 贊成합니다 이전의 일은 速記錄을 보면 

모두 충분합니다. 

趙德津　速記錄을 보아도 副議長이 宣布한 것과 鄭信씨가 말한 것은 分
明합니다.64) 

63) 속기록 관련 발언만을 발췌한 것으로 각 대화 간 맥락은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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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의정원 제12회(1924.2.29.) 속기록 33] 中
尹琦燮　速記錄을 볼 것 갓흐면 다 아실 줄 압니다.  

趙尙燮　그가 前에 말한 것을 速記錄中에서 보면｢일을 愼重히 하기 爲하

야 仍舊 處理함이 相當하다｣ 하엿습니다 그런대 어졔브터는  
말을 하니 나는 이것이 웬 달인지 알지 못하겟소.65) 

③ [임시의정원 제12회(1924.2.29.) 속기록 34] 中
趙琬九　나는 露骨的으로 말하오 速記錄에는 記錄하지 마시오.

議 長　左右方 말을 다시 더 討論할 터이면 速記錄을 再讀함과 갓다고 

會의 形式을 바꾸자 함도 無妨한 일이나 會의 形式 박고는 것이 

別로 必要없다고 繼續하자고 하는 사람도 잇는 故로 繼續 討議
하자 함이요. 

趙琬九　只今 表決하면 決定날 줄 아오 그러나 나는 이예 對하야 아주 

들어내 노코 말하려 하오 이것은 速記錄에 늣치 마시오.66) 

④ [임시의정원 제12회(1924.2.29.) 속기록 48] 中
議 長　昨日 速記錄이 配付되지 못하엿는 故로 簡單히 말하려 하오.67)

⑤ [임시의정원 제38회(1945.4.11.) 속기록 9] 中
趙委員　그것은 어제 速記錄 뒤져보면 알 것입니다.68)

  ①에서 조덕진은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모두 속기록으로 발포되어 있

다거나 ‘속기록을 보면 충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

해 속기록에는 회의장에서의 발언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기록되었

음을 알 수 있다. ②의 발언 중 ‘그가 전에 말한 것’은 제30회 속기록

에 실려 있는데 이는 조상섭이 3일 전의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와 ⑤의 발언 역시 당일 간행하여 익일 배포하는 규정

6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 Ⅰ vol.2, 2005. pp.180-181.

6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206.
6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p.211-212.

6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책. p.238.
6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 Ⅲ vol.4, 2005.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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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의 내용을 보면 

조완구가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 넣지 말라고 했던 상황까지 속기록에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속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의의 발

언들을 최대한 가감 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원의 제한과 수기로 쓰였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회의의 모든 발

언을 전부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발언들로 

미루어볼 때 속기록이 회의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담고 있으며, 

당시 담당자들이 속기록을 규정대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

  그러나 속기록을 규정대로 충실하게 생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

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4월 11일에 열린 제38회 임시의정원

에서 속기록 생산과 관련한 논쟁이 오갔던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의정원 제38회(1945.4.11.) 속기록 11] 中
嚴恒燮　速記錄에 있어서 注意해 주시오.

崔東旿　그 문제 말이 잘 났읍니다. 記錄한 後 秘書局에 准許를 엇고 내

자 입니다. 

廉溫東　速記錄 내자고 決議있기 前에는 내지 못하기로 하자 입니다. 

趙琬九　重慶 우리 事件이 곧 上海 있는 所謂 日本駐華大使舘으로 다 넘

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과 

外國人으로붙어도 되는 것입니다. 一切 文字言論에 對해서 많이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겟다 입니다. 그 事實은 事實같읍니다. 

安 勳　速記錄은 主로 保管 發表하자는 것인데 事實은 말과 差異나게 됩

니다. 速記緣이 아모리 잘하고 말이 암만 잘 한다 하드라도 錯誤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校對해야만 保管을 하던지 發
表할 수도 있을 것 아니입니가? 그 手續을 갖추기 바란다 입니

다. 또 우리 議會를 남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關鍵이 큽니다. 

今番 速記錄은 會議 끝에 가서 整理하여 가지고 保管할 것은 發
布하기로 動議합니다.69)

6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임시의정원 Ⅲ vol.4, 200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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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완구는 임시정부의 일들이 일본대사관으로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글

로써 증거를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속기록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훈은 사실은 말과 차

이가 날 수 있으므로 후에 회의결과에 대해 비교·대조할 수 있는 속기

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의도는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었던 임시정부의 

상황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임시의정원 회의록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생산된 회의록이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정체로 표방한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의결기관으로서 임시의정원은 인민 전체에 주권이 있으며 따

라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의원 선

출에 있어서 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의정원 개원 시 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을 요하는 등 근대 의회 정치의 민주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회의

록의 생산과 배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1919년 

9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공개하

도록 규정하였다.

第25條 臨時議政院의 會議난 公開하되 院의 決議 또는 政府의 要求에 依
하야 秘密히 함을 得함7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

회(1919.4.10.)에서 시작하여 제39회(1945.8.17.) 임시의정원에 이르기까지 전

체 기간 동안 꾸준히 회의록을 생산할 수 있었다. 임시의정원 회의록은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근대적인 민주공화제로서의 정치적 신념을 상징한다.

7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헌법·공보 vol.1, 200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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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남긴 방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약 30여 년 간

의 독립운동사의 큰 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매우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끊어진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제

가 운영한 조선총독부의 제도로써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

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뒤를 이었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역사를 연구하는 작

업은 비어있는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을 채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과 그 제도를 이어받은 대한제국의 기록관리는 

조직 구성과 법령의 내용 및 형식 등에서 임시정부에 영향을 주었다. 그

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행정은 대한

민국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국가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총독부의 사무관리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문서의 작성절차 및 체계 등을 규정한 ｢공문

서규정｣과 ｢정부처무규정｣은 조선총독부의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계속

되는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기록관리 제도는 사실상 

그 전통의 맥이 끊기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곧 미국 육군의 사무관리제

도를 한국 육군이 수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당분간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 제도와 미국식 제도가 공존하는 시기가 이어졌다. 1961년의 군

사 쿠데타는 한국 육군에서 수용한 미국식 사무관리제도가 국가 행정의 

전분야로 나아가는 계기였고 이후의 기록관리제도는 큰 틀에서 변화 없

이 이어져왔다.71) 정부 수립 이후의 변화 과정은 임시정부의 문서가 점

차 소실되었던 과정과 더불어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해지는 기록관리 관련 규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71) 이승일, 기록의 역사, 혜안, 2011.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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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정부가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고자 했는지 파악하였고, 남아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 규정대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러나 체계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규정을 파악하는 작업과 그것을 

실증하는 작업은 남아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규정에 있어서는 임시정부의 초기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실제 전

해지는 문서들은 임시정부 후반기의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26

년간 다섯 차례의 개헌과 수차례의 이동을 겪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볼 

때, 규정과 실제의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관, 부서, 문서의 종류별로 규정을 분석하고 실증하는 작업을 통해 임시

정부가 근대 국가의 공문서 행정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으며, 기록 생

산·관리의 투명화를 통해 민주공화제의 원만한 운영을 의도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국무원은 법령의 발포, 공문서의 보

존, 국무회의 기록의 편존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문서행정의 기초를 다

지고자 했고, 국권 회복 후의 통치를 위해 지방 사무의 문서 규정까지 

상세히 마련해두었다. 또한 공문식을 통해 법령의 공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치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하였으며, 공보 발행을 통해 인민에

게 정부의 동정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근대 의회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최고 의결기관답게 의결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무려 37회분의 회의록을 작성하

여 배포하였다. 또한 문서 편철 등의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 임시의정원 기록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

을 자각하였고, 비록 많은 수가 전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27년간의 

방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남긴다. 임시정부 기록들은 주로 개인에 의해 소장, 보관되어오던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면 아직 수집되지 못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 62 -

다. 또한 실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일제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어떻게 기

록을 관리·보존하였으며, 수많은 기록들을 전부 가지고 있기 어려운 형

편에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기록을 평가하였는지 등에 대해 연구

하는 작업 역시 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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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formed in 1919 to lead and organize the nation’s 

liberation movements from overseas which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in 1945. Democratic Republic in form, the government in 

exile sought to build democratic governance as stated by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19.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lack of proper authority over 

any national subjects and territory, however, has led some to question its 

legitimacy, and the debate continues to this day despite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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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s assertion that it “uphold[s]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s an administrative entit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ccumulated a 

significant amount of official documents over the 27 years of operation, bu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i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This 

thesis looks in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and examines whether it actually led to an 

effective management of archives. In doing so, the thesis attempts to clarify 

wheth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fully functional as government and 

evaluate the importance of i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in Korea’s 

archive traditions.

Chapter one analyzes the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of the Cabinet 

council and the Provisional Congress which were the Provisional 

Government’s mai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odies, respectively. The 

argument is that, as evinced by its legal codes and regulations that are still 

known today, the Provisional Government sought to establish certain systematic 

ways of producing, managing, and preserving its archives, such as 

administrative notes, minutes, official bulletins, and diplomatic documents. The 

identity as a preliminary to the government of an as-yet-to-come independent 

Korea rendered it incumbent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set up and 

implement its archive policies with great care.

Chapter two inquires into the origi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by comparing it to the preexisting ones of the 

late-nineteenth-century reforms.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t up a 

major part of i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in its incipient stages, the 

system had many details in common with the earlier ones, especially in the 

organization of the office of archives, the process of binding and preserving 

documents, the methods of producing and utilizing minutes, etc.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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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uggests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was not unprecedented, but influenced to a certain degree by 

the prior systems of the earlier reforms.

Chapter three investigates whether the archives that remain today were indeed 

produced, managed, and preserv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how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did 

not exist in name only. What remains of the actual amount of archives 

produced at the time, however, is scant, as a significant portion was lost due 

to confiscation by the Japanese and the frequent move of the seat of 

government. Further losses were incurred when the management of the 

archives was left almost entirely to individuals after the liberation. It was 

therefore necessary in this thesis to consult, alongside the remaining archives, 

a number of other related materials such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Gazette and The Almanac of Joseon National 

Movements, a Japanese publication produced after the 1932 confisc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rchiv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partially succeeded to the systems of archive 

management of the pre-colonial reforms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independently built itself as a democratic republic, a form adop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of the nation. Its system of archive management was a 

fully and not just nominally functional one set up and implemented with great 

care. Admittedly, the management of the archives was marred by several 

factors that were both internal and external, nevertheless it is indisputable 

that archiving was taken seriously and systematically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ver the 27 years of operation.

Keywords :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chive 

management, the Cabinet council, the Provisional Congress

Student Number : 2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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