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탈리아의 국가기록물유산

2.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기원

3.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고유한

   특징들 

안드 아 조르지*

번역: 김정하**

록: 이탈리아에 존하는 최고의 문서들은 그 생산시기가 부분의 서

유럽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국가기록물 유산

을 보존하는 임무는 다양한 성격의 기 들이 담당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오

늘날까지도 채택되고 있는 소  말하는 ‘역사방식’에 따라 기록물을 연구하

는 습이 확립되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 기록 리학은 역사학 분야의 학

문으로 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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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의 국가기록물유산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고 에 생산된 부분의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

한 작 의 실은 고  로마의 기록물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생산과 (기록물의)구조 그리고 이후의 발 은 이와 련된 법률자료, 고고학 자료 

그리고 서지학 자료 등에 한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1)

 * 이탈리아, 트 토 국립 학교(Uni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 진 학교

 1) 고 로마의 기록물에 해서는 G. Cencetti, Gli archivi dell’antica Roma nell’eta’ repubblica,

in ID., Scritti archivistici, Roma, Il centro di ricerca, 1970, pp. 171-220(Archivi, VII(1940),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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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발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몇 가지의 사례들을 제외한다면, 이탈리아

에 존하는 최고의 문서들은 그 생산시기가 부분의 서유럽지역들과 마찬가지

로, 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여러 기록물보존소에는 생산시

기가 기원 후 8세기의 기 몇 십 년부터 랑고바르디 왕국의 말기, 카롤링거 시 ,

오토 가문과 게르만 황제들의 지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치도시 시

의 기에 이르는 기간에 거의 부분이 교회에서 유래된 단지 수천 장의 양피지 

문서들만이 존한다.2)

잘 알려진 역사  변화들, 즉 이탈리아 북부의 규모가 큰 자치도시들과 남부

의 왕국들의 발 을 고려할 때 기원 후 12세기 말과 특히 13세기 이후 규모가 큰 

많은 자치도시들이 보유한 기록물 유산의 수량은 크게 증가한다. 이처럼 어도 

기록물 보존이 수세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분량으로 증가한 곳에서는 낱장의 양피

지 문서들 이외에도 장부(registro, statute, libri iurium)의 제본된 형태를 갖춘 기

의 기록물과 더불어 사이즈가 큰 종이들로 된 일련의 문서집(registri cartacei, 권력

기구들의 회의록, 재정장부, 경리장부, 사법장부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서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수발서신(carteggi)들과 더불어, 르네상스 

시  이탈리아 지역 국가들의 기록물을 구성한다. 권력단 들의 빈번한 출 은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는 세후기와 근 기의 기록물 유산이 오늘날 서유럽 

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에서 으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는 사실을 뒷받침한다.3)

이탈리아 기록물 리의 황이 지방분권 인 것은 우선 으로는 반도의 북

부 지역이 지리, 정치 으로 심하게 분열되었던 역사  실에서, 그리고 부차

으로는 일시 이나마 통일 상태를 유지하던 남부의 역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근 의  기간 내내 상실되었으며 국가통일의 성립

(1861)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 오늘날, 즉 이탈리아 왕국의 선포로부터 

7-47) 그리고 ID., Tabularium principi, in ID., Scritti archvistici., cit., pp. 221-259(Studi di 

Paleografia, diplomatica, storia e araldica in onore di Cesare Manaresi, Milano, Giuffre’ 1953, 

pp. 133-166). 그 외에도 E. Lodolini, Storia dell’archivistica italiana. Dal mondo antico alla 

meta’ del secolo XX, Milano, Franco Angeli, 2001, pp. 25-49.

 2) P. Cammarosano, Italia medievale. Struttura e geografia delle fonti scritte, Roma, La Nuova Italia 

Scientifica, 1991, pp. 39-111.

 3) Cammarosano, Italia medievale, cit., pp. 113-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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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이 지난 지 에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역사기록물보존소들은 통일 이

국가들의 수도 던 도시들에 치하고 있지만(베네치아 Venezia, 라노 Milano,

토리노 Torino, 피 체 Firenze, 로마 Roma, 나폴리 Napoli 그리고 팔 르모 

Palermo), 이에 못지 않게 요한 기록보존소들은 르마(Parma), 모데나(Modena),

볼로냐(Bologna), 카타니아(Catania), 시에나(Siena), 쉬아(Brescia), 페루지아

(Perugia)와 같은 비교  작은 몇몇의 도시들에도 치한다.4)

오늘날 국가기록물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는 다양한 성격의 기 들이 담당하고 

있다. 로마에 있는 국립 앙기록물보존소(Archivio Centrale dello Stato)와 지방의 

행정수도들에 치한 약 100여 개의 국립기록물보존소들은 과거 이탈리아정부들

이 생산 는 획득한 문서들과 이탈리아 국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 이외에도 정

부가 1870년 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명분하에 획득한 기록물을 리하고 있다.

이들은 그 수량에 있어 1백만 장의 양피지 문서와 모두 펼칠 경우 1,000Km에 해

당하는 1,000만의 기록물(buste, filze, mazzi, fasci, volume 그리고 registri)에 이른

다.5)

이러한 일련의 국립기록물보존소들 이외에도 다른 요한 기록물들은 국가소

속이 아닌 공공기 들, 즉 주에 소속된 기 들(주립 역사기록물보존소), 군과 시

에 소속된 기 들(국립  시립 역사기록물보존소), 공사( 는 공공기업체; enti 

pubblici non territoriali) 는 연구기 들에 의해 리되고 있다. 물론 더불어 개인

들(가문, 개인, 기업)의 요한 기록물도 리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소속이 아닌 

요한 기록물의 올바른 보존과 공 인 활용에 해서는 국가의 다른 기 들, 즉 

주의 행정수도들에 치한 기록물 리감독기 들이 담당한다. 이탈리아에서 이

들의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록물과 사기록물의 열람은 자유이며 무상으로 제공된

다. 하지만 비교  최근에 생산된 문서들의 일부는 공개되지 않는데 그 제한연도

는 정치 인 이유로는 50년, 사 인 권리의 보호(privacy)와 련해서는 70년을 넘

지 않는다.6)

 4) P. Carucci, Le fonti archivistiche ordinamento e conservazione, Roma, La Nuova Italia Scientifica, 

1989, pp. 69-69 그리고 P. Caricci-M-Guercio, Manuale di archivistica, Roma, Carocci, 2008, 

pp. 33-34.

 5) Caricci, Le fonti archivistiche, cit., pp. 69-74 그리고 Carucci-Guerio, Manuale di archivistica, cit., 

pp. 23-24, 33-34. 그 외에도 Guida generale degli Archivi di Stato italiani, 4 voll., Roma, 

Ministero per i beni culturali e ambientali, 1981~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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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반도의 가장 요한 기록물보존소들 에는 가톨릭 교회의 기록물보

존소(교회기록물)가 포함된다. 이들 에 몇몇은 이탈리아 토 밖에 치하고 있

지만(바티칸 비 기록물보존소, 종교단체 는 수도회의 기록물보존소 등) 그 수

가 가장 많은 다른 기록물보존소들(주교구 기록물보존소, 참사회 기록물보존소,

신학교 기록물보존소, 교구 기록물보존소 등)에 해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

리아-바티칸 정(1929)에 따라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수십 년 부터는 정체결에 입각하여 근본 인 자유열람이 허용되

고 있으며, 바티칸 비 기록물보존소는 오래 인 1883년, 교황 오 13세의 결정

에 따라 학자들에게 문서들을 공개하는 오랜 통을 유지하고 있다.7)

2.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기원

역사 으로 기록물을 이해하고 연구할 방법은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들의 생산

은 법-행정  활동(이나 는 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

에 있어 기록물의 체계 인 보존에 한 심은 생산기 이 자신의 기억을 ― 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할지라도 ― 보존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일

종의 사명감에 기인한다.

반면, 역사연구를 목 으로 기록물의 내용에 학문 인 심을 집 하는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었다. 즉, 비록 고 의 역사연구와 세 연 기작가들이 때로

는 기록물에 의지하기도 하 지만, 유럽의 경우처럼 이탈리아에서도 근 와 18세

기부터 차 그 수가 증가하는 학자들이 ― 를 들면 루도비코 안토니오 무라토

리(Ludovico Antonio Muratori, 1672~1750)와 같은 학자들이 ― 기록물보존소의 문

서들, 즉 과학 인 성격의 역사  재구성에 필수 인 문서들에 한 체계 인 

심을 보이기 시작하 다.8)

‘계몽시 ’의 역사연구  지식차원의 연구에 한 심 증가와 그리고 기록물

에 한 자유열람을 권리로 보장하려는 랑스 명과 나폴 옹의 시 로 이어진 

 6) 이에 해서는 Carucci-Guercio의 Manuale di archivistica (cit., pp. 24-25, 35-40, 165-184) 참조.

 7) E. Lodolini, Organizzazione e legislazione archvistica italiana, Bologna, Pátron, 1998, pp. 499-520.

 8) Lodolini, Storia dell’archivistica, cit., pp. 93. 그 외에도 A. D’Addario, Lineamenti di storia 

dell’archivistica(secc. XVI-XIX), in Archivio Storico Italiano, CXLVIII(1990), p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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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의 기간에 확산된 의지를 배경으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사이에는 역사

연구에 심있는 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록물 리기 들이 성립되었다. 그 

표 인 사례는 1778년의 피 체 외교문서기록물보존소(l’Archivio Diplomatico 

fiorentino)와 1808년에 설립된 나폴리 기록물보존소(il Grande Archivio di Napoli)이

다.9)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통일과 더불어 보존의 조건들과 공개  자유열람

의 조건들이 규정되기 시작하 는데 이때 언 된 첫 번째의 요한 기록물 리규

정이 1875~75년의 국가규정이었으며 이후에도 1839년, 1963년, 1999년 그리고 

2004년에 기록물 리를 한 규정들이 후속 으로 마련되었다.

19세기는 이탈리아의 기록물보존소들에 수많은 학자들이 처음으로 몰리던 세

기 다는 평가 이외에도 실증주의 시 의 술에 심있는 연구자들과 역사가들

을 한 시 에 해당한다. 한 19세기는 정리와 ― 오늘날까지도 채택하고 있는 

― 목록작업, 즉 소  말하는 ‘역사  방식’(Historica Method)에 따라 기록물(에 

근하고) 연구하는 습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 다.

일반 으로 지난 세기들에 실시된 정리작업은 인 으로 작스럽게 축 된 

기록물을 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는 때로는 기록물의 재앙 는 방치로 인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 기원 후 18세기부터는 당 의 정신에 입각

해서 이성 ( 는 합리 )인 정리의 기 들이 더욱 빈번하게 채택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권력조직들이 생산한 량의 문서들을 조직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분

류시스템을 채택하여 용기록물을 리하기 한 기능 인 성격의 ‘자료별’ 정

리방식은 그럼에도 종종 가장 오래된 문서들, 즉 역사기록물의 정리에 용되기

도 하 다. 그 결과 이들은 행정활동의 자연스런 과정에서 생산되고 축 된 성격

을 상실하 으며 이를 신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 이지만 실제로는 인

일 뿐만 아니라 문서생산과는 무 한 방식이 도입되는 결과가 래되었다.10)

하지만 기록물정리방식으로서의 ‘역사방식’이 출 하면서 기록물 정리방식은 

근본 인 변화에 직면하 다. 즉, 독일의 유래지 원칙(Provenienzprinzip)과 랑스

 9) D’Angiolini-Pavone, Gli archivi., cit., pp. 1665-1666 그리고 Lodolini, Organizzazione e legislazione,

cit., p. 78.

10) 본 주제에 해서는 M. Bologna, Il metodo peroniano e gli ‘usi d’uffizio’: note sull’ordinamento 

per material dal XVIII al XX secolo, in «Archivio storico Lombardo», CXXIII (1997), pp. 233-280 

e Gli archivi peroniani, atti del seminario (Milano, 26 gennaio 1993), in «Archivi per la storia», 

VII, 2 (luglio-dicembre 1994); Lodolini, Storia dell’archivistica, cit., pp. 127 ss, 그 외에 E. 

Lodolini, Archivistica. Principi e problemi, Milano, Franco Angeli, 2002, pp. 152-159.



122 奎 章 閣  34

의 (궁극 으로는 기록물 계층  구조에 있어 최상 층의 기록물군 Group에 해

당한다) 존 의 원칙(Respect des fond)은 새로운 정리방식의 근간으로서, 19세기 

반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아버지로 불린 란체스코 보나이니(Francesco

Bonaini)와 그의 제자들에게 기록물이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즉, 축 된)

방식을 존 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한 의 두 기록물정리방식은 문서와

는 무 하며 자연스럽지 못한 새로운 정리방식의 제안을 신하여, 문서들을 생

산기 ( 는 제도)들에 의해 생산된 이후에도 생산 당시에 형성된 최 의 질서를 

유지한 채 승할 수 있는 방식에 한 심을 자극하 다.11)

조르지오 첸체티(Giorgio Cencetti 1900~1970)에 따르면, 이러한 정리방식들을 유

지할 경우 기록물 리 문가는 문서들을 겉으로는 기능 으로 보이는 논리  질

서에 따라 (원할 때마다), 도서 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들과 유사한 기 을 

도입하여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다시 말하면 ‘자료별’ 정리방식으로) 재구

성하는 것에 해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반면 계속해서 첸체티에 

의하면, 기록물 리 문가는 역사연구자의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세심하게 작성된 기록물목록집의 서문에서 기록물보존소의 문서들이 여

러 세기를 거치면서 정리되었으며 실제 이고, 법-행정 인 목 에서 이들을 생

산한 생산주체들에 의해 활용된 방식을 분명하게 지 해야 할 것이었다. 자신의 

시 에 정부 리들과 용 기록물의 기록물 리 문가들이 자신들의 목 에 유

익한 문서나 (문서들의) 시리즈를 찾기 해 습 으로 수행하는 정신  활동을 

반복하는 것은 ― 기록물목록집과 실제의 역사  소양을 갖춘 기록물 리 문가

들의 재 덕분에 ― 역사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물목록집은 역사-제도 인 성격의 검색을 수행하는데 

유익한 지도에 해당하는 만큼, 도서목록 카탈로그와 유사한 일종의 데이터 베이

스의 내부에서 낚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구체 인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능 으로 활용될 명칭들의 알 벳 목록이나 어휘들의 목록에 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2) 기록물보존소에서는 문서들이 아니라 ― 이들을 생산한 ― 제도를 우

11) 정리방식으로서의 역사  방식에 해서는, 일반 으로, Lodolini, Archivistica, cit., pp. 191 

ss; Lodolini, Storia dell’archivistica, pp. 165 ss 그리고 Carucci-Guercio, Manuale di archivistica,

cit., pp. 70-76. 그 외에도 이후의 각주들 참조.

12) 조르지오 첸체티(Giorgio Cencetti)의 기록물 리에 한 주장에 해서는 G. Cencetti, Il 

fondamento teorico della dottrina archivistica, in ID., Scritti archivistici, cit., pp. 38-4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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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란체스코 보나이니가 주장하려

는 핵심이었다.13)

따라서 19~20세기의 기록물 리이론에 있어 기록물과 생산제도의 상호 불가분

의 계는 핵심 이다. 이것은 소  말하는 기록물 리의 유 계, 즉 구체 인 

기 이 생산한 기록물에 고유한 형태를 제공하고, 궁극 으로 유래(provenance)에 

련된 것인 만큼, 이들에 포함된 문서들을 신속하고 효율 으로 열람하는데 매

우 요한 기 에 해당한다.14)

3.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고유한 특징들

외국학자들이 이탈리아 기록물보존소들에 보 되어 있는 문서들에 상당한 

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 이탈리아에서 성립된 기록물 리 이론의 일반 인 특징

들을 고려할 때 지난 두 세기, 즉 Monumenta Gernaniae Historica의 설립자인 요한 

리드리히 보머(Johann Friedrich Bohmer)와 란체스코 보나이니의 시 에서 오

늘날에 이르는 기간에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들의 기록물 리 문가들과 역사연

구자들 간의 상호교류는 매우 활발하 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기록물 리학은 

― 과거 기록물 리의 역사  흐름에 있어서도 ― 자국의 기록물 리를 국제 인 

흐름과 구분하는 몇 가지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조  에 언 하 듯이, 근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기원에 있어(18세기와 

19세기 기 사이에 사용되고 있던 것과 유사한) 분류 유형의 단순한 기술(記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분야에 있어 이탈리아는 기록물의 성격과 기

원들에 한 세심한 고찰에 주목하 는데, 이는 기록물의 련 구조를 기록물의 

생산, 보존 그리고 이 ( 통)에 련한 변화들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이 ― 추가한다면 역사, 제도  그리고 ― 역사학 분야

«Archivi», VI(1939), PP. 7-13); ID., Sull’archivio come “universitas rerum”, in ID., Scritti 

archivistici, cit., pp. 47-55(in «Archivi», IV(1937), pp. 7-13 그리고 ID, Inventario bibliografico 

e inventario archivistico, in ID, Scritti archivistici, cit., 56-69((in «L’Archiginnasio», XXXIV 

(1939), pp. 106-117).

13) 란체스코 보나이니를 인용한 것에 해서는, Lodolini, Storia dell’archivistica, cit., p. 174.

14) 본 논문의 주 11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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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문으로 발 하 으며 도서 학(Biblioteconomia)의 기술(技術, 테크닉)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記述)의 기술(技術)로 발 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록물의 역사와 매우 긴말하게 결합된 기록물 리학은 생산제도들이 

자신들의 문서화된 기억을 조직하는 방식의 발 으로 이해되었다(필립보 발 티 

Filippo Valenti, 클라우디오 보네 Claudio Pavone).15)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수용

된 이후 기록물 리의 장에서 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탈리아) 기록물 리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탈리아 기록물 리 문가들의 심이 단지 역사( 이고 

문화 인 가치가 지배 인) 기록물에만 집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기록물 리학이 용(그리고 용) 기록물을 련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만 간주하여 아직 진정한 의미의 기록물로 정의하지 않는 반

면,16) 이탈리아의 기록물 리학은 용 기록물, 용 기록물 그리고 비 용 기

록물( 는 역사기록물)의 개념에 한 들을 근본 으로 구분하지 않고(생산)

조직의 에서 기록물을 생산기 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행정활동을 지속

으로 반 하는 문서들로 간주한다.

조르지오 첸체티는 용 단계의 문서들에서 역사  단계의 문서들에 이르는 

“모든 문서들은 단순하게 말해 기록물이다”라고 하 으며 오폴도 산드리는 “역

사(연구)를 한 문서 자료들은 형성과정에 있는 기록물을 통해 만들어지고 스스

로를 옹호한다”고 하 다.17)

따라서 재 이탈리아의 경우, 리의 차원에서 외 으로 드러난 용(  

용) 기록물과 역사기록물 간의 균열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

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문서 리(Records management 

는 용기록물 리)의 차원에 집 된 노력과 더불어 ― 이 주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발표자들의 주된 심의 상은 아니다18) ― 자연스런(과정의) 기원과 

15) F. Valenti, Parliamo ancora di archivistica, in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XXXV (1975), 

pp. 161-197 그리고 C. Pavone, Ma e’ poi tanto pacifico che l’archivio rispecchi l’istituto?, in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XXX (1970), pp. 145-149.

16) 이 주제에 해서는 Lodolini, Archivistica, cit., pp. 35 ss.

17) Cfr. Cencetti, Il fondamento teorico, cit., p. 40 그리고 L. Sandri, L’Archivistica, in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XXVII (1967), pp. 411-426, 특히 p. 412.

18) 이 주제의 선구자 인 연구에 해서는 R. De Felice, L’archivio moderno nella pubblica 

amministrativa. Manuale per la organizzazione, tenuta e funzionamento degli archivi corrent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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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축  사이에 존재하는 계, 즉 실제 이고 행정 인 성격의 상들과 

역사연구를 한 자료의 계를 회복시키기 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논문투고일(2009. 4. 3), 심사일(1차: 2009. 5. 12, 2차: 2009. 5. 30), 

게재확정일(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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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ves and Archive Science in Italy

Andrea Giogi

Today Italy doesn’t have most archives created in the ancient times. Except some 

examples which was known to the world by archeological excavation, the oldest 

documents remaining in Italy, just like those of most other West European regions, 

date back to the Middle Ages. Considering well-known historical changes ― the

progress of large-sized autonomous cities in middle and north Italy and kingdoms of 

south Italy, the number of archival heritages of many large-sized autonomous cities had 

sharply increased since the late 12th century ― especially since the 13th century. 

Frequent emergence of polities support the fact that archival heritages of the late 

Middle Ages and the early modern times which remain in the Italian Peninsula still 

take the absolutely important part of historical archives possessed by the whole 

Western Europe.

The preservation of the archives in the Italian Peninsula is decentralized. It is partly 

(mostly) because of the geopolitical fragmentation of middle and north Italy and partly 

because of the history of temporal unification of south Italy. But this character was 

lost throughout the whole modern times and it was the same even after the Unification 

(1861).

Now organizations of various characters are preserving national archival heritages. 

National Central Archives in Rome and about one hundred national archives located 

in local administrative capitals are taking charge of archives acquired by Italian 

government on various grounds since 1870’s as well as documents created or acquired 

by ancient Italian governments and archives created by the nation. Beside these series 

of national archives, other important archives are under the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not national; for example, provincial historical arch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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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important personal (family, individual, company) archives are also under the 

control. Among the most important archives in the Italian Peninsula, there are archives 

of Catholic church (ecclesiastical archives).

Academic concerns in the content of archives as research materials for history date 

back to relatively very recent times. As in the other parts of Europe,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have shown systematical concerns in the documents at many national and 

regional archives ― documents necessary for the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scientific 

character ― in Italy since the modern times and the 18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 

the practice of studying archives following the ‘historical method’ was established. 

Italy's archive science progressed into a branch of history, not the technique of 

describing similar to that of library science.

Keywords: autonomous city, decentralized, National Central Archives, historical 

method, arch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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