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௲ᜅ᮹ ᩎᔍᱢ ʑಾྜྷŝ šಉࡽ ᷾ᕽ⦺
EJQMPNBUJRVF   ၰ ʑಾ⦺ BSDIJWJTUJRVF
 ᩎᔍ  ᱽࠥ  ᯕು 
올리비에 퐁세*
번역: 김은영**

1. 중세에서 19세기까지 프랑스 기록물
문헌관리의 역사와 특징
1) 중세(5~15세기)
2) 근대(16~18세기)
3) 프랑스 대혁명과 19세기
2. 오늘날의 기록물 보존 책임 기관

3. 프랑스에서 증서학과 기록학 교육, 보급 기구, 연구 방향
1) 대학 교육
2) 기록학과 증서학: 프랑스의 사조
4. 결론

초록: 6~10세기에는 증서의 보존이 거의 전적으로 종교기관에 의해 이루
어졌다. 11~12세기에는 평신도 문서담당자가 등장하였다. 13세기 초에야 프
랑스 국왕은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 두드러진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19세
기 중엽에 이르러 프랑스 기록학의 가장 큰 성과인, 퐁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오늘날 공공기록물 정책의 책임기관은 프랑스 기록국이
다.
핵심어: 국립기록원, 역사적 기념물, 퐁에 대한 존중, 프랑스 기록국, 고문
서학교

* 프랑스 국립 고문서학교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 [역주] Diplomatique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증서학으로 번역했다.
공문서학이라는 번역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이 용어 자체는 시대 구분과 무관하므로 프
랑스에서는 중세 증서학, 근대 증서학, 현대 증서학 등의 표현을 따로 사용한다. 프랑스어
용어의 우리말 번역을 위해 프랑스 기록국이 편찬한 La pratique archivistique française (Paris,

Archives nationales, 1993; 2008)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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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험에서 일부분 영향을 받은 프랑스 기록학 전통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통이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프랑스에는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정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록학 전통에서는 기록물(archives)이 다음의 세 종
류로 구분된다.

- 일상 기록물(기록물 생산자의 일상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록물).
- 과도 기록물(기록물 생산자에 의해 때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
- 최종 기록물(기록물 생산자에게 원칙적으로 유용성이 없는 기록물).2)
기록물을 구성하는 모든 자료(document)3)는 존재하면서부터 당연히 역사적 자
료이며, 결과적으로 이 세 단계 중 하나에 속한다.
본 발표에서는 최종 기록물만을 다룰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범위를 좁
혀서 20세기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만을 다룰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대기
적 구분은 이 영역에서 일어난 실질적 단절과는 무관하다.
기록물 자료(document d’archives)의 분류 및 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에
서 기록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 전통에서 기
록학은 기록물 자료에 대한 증서학적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증서학은

“글로 된 증서(actes écrits)의 전통, 형식, 제작을 연구하는 학문”(Vocabulaire
international de diplomatique 1997)을 가리킨다. 따라서 증서학의 문제제기 안에는
문헌학(philologie)의 접근방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문헌학이란 문서(documents

écrits)에 근거를 두고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 등 문헌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학술대회 주최 측이 제안한 방향에 더욱 더 충실하기 위하여 본 발표는 다음
의 세 중심축을 따라 전개될 것이다.

- 중세에서 19세기까지 프랑스 기록물 문헌관리(documentation archivistique)의
역사와 특징. 이를 통해 분류 및 관리 양식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 오늘날 기록물의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들.
2) [역주] 각각 현용 기록물, 반(半)현용 기록물, 비(非)현용 기록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3) [역주] 프랑스 기록학에서 document은 기록물(archives)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가리킨다. 하나
의 document은 편지 한 통일 수도 있고 보고서 한 편일 수도 있으며, 종이 한 장 혹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document은 문서 형태뿐 아니라 도상 혹은 시청각 형태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필요에 따라 document과 document écrit(글로 된)를 구
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자는 문맥에 따라 document을 ‘기록물 자료’나 ‘문서’로 번역하였
고, document écrit는 ‘문서’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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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증서학 및 기록학, 이 분야의 교육, 보급 기구, 연구 방향.

1. 중세에서 19세기까지 프랑스 기록물 문헌관리의 역사와 특징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록물 분류의 양식 및 보존을 선택하기 위해 숙고
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이 분야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몇몇 주요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이 등장한 시기(8~14세기), 부처 기록물이 기탁 형태로 조직
된 시기(17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과 제정 시기(18세기말~19세기 초).

1) 중세(5_15세기)
5세기 무렵 로마 제국의 정치적, 행정적 구조가 점차 사라진 후에도 로마의 글
쓰기 전통 중 일부는 살아남아, 초기 메로빙거가문 국왕들(5~8세기 중반)을 보필
하여 글을 작성하는 기관들로 계승되었다. 주로 성직자-학자들로 구성된 상서국

(尙書局, chancellerie)에서 생산된 문서 원본은 오늘날 매우 적은 양만 전해져오고
있으나, 상서국의 활동은 당시에는 내내 활발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
원본은 625년에 작성된 것으로, 국왕 클로테르(Clotaire) 2세가 생드니(Saint-Denis)
수도원에 내린 기증 증서이다. 이 증서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섬유질을 접착해서 만드는 소재가 파피루스이다.
파피루스는 매우 약하여 수입이 어려웠을 뿐더러 아랍인의 이집트 정복(642년 알
렉산드리아 점령) 이후에는 수입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파피루스는 양피지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양피지는 글쓰기 용도로 가공된 동물(송아지, 염소, 특히 양)
의 표피이다. 이 재료는 견고하지만 고가였다. 양피지에 기록된 프랑크족 왕들의
문서 중 현존하는 최고의 증서 원본은 677년에 제작된 것이다.
고(高)중세(6~10세기)에는 증서의 보존이 거의 전적으로 종교 기관(주교좌성당
의 참사회, 그리고 특히 수도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기록
물은 이 기관들의 보유물이었다. 11~12세기에는 봉건 군주령의 발달과 더불어 글
쓰기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발신상서국의 급증), 비성직자 문서담당자가
등장하게 된다. 문서담당자들은 특권을 제정하는 데 사용되는 원본 증서 및 소유
증명서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또한 발송문서사본대장(cartulaire)을 제작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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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대기적, 역사적 혹은 지리적(소유와 권리의 소재지에 따라) 순서로 정리된
공식 사본장부를 이용하였다. 이 장부는 문헌적 보고(寶庫)이다.

13세기 초가 되어서야 프랑스 국왕은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 두드러진 관심을
표명하게 된다. 국왕은 우선 증서고(chartrier)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시작한다.
루이 9세(성 루이, 1226~1270)는 증서고를 파리의 생트 샤펠(Sainte-Chapelle)에 배
치하였고, 이 증서고는 증서의 보물고(Trésor des chartes)라는 이름을 얻었다

(Guyotjeannin, Potin 2004). 이 곳에는 소유 및 관리 증서의 원본, 국왕의 권한 및
소유의 확대에 대한 조사서 등이 보존되어 있다. 14세기 초부터는 국왕 상서국이
발행한 서한의 사본, 다시 말해 국왕이 신청인에게 내린 증서의 사본도 보존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13세기에는 점점 더 넓은 사회 계층이 문서를 소비하고 생산하였으
며, 문서는 매우 주의 깊게 보존되었다. 도시당국, 상인, 영주들의 기록물 퐁

(fonds)4)에는 증서, 특권장, 채무증, 회계장부, 서한 등이 유입되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개인들도 자신들이 체결한 모든 성격의 계약(매매, 혼인 계약, 유언 등)을 글
쓰기 형태로 확인받고 싶어 했다. 프랑스의 북부에서는 교회, 그 뒤를 이어 국왕
과 국왕 법정이(13세기 중반부터) 밀랍으로 밀봉한 증서를 발급하였다. 프랑스의
남부에서는 공증사가 직접 서명을 하여 이 증서들을 제작하였다. 공증사의 서명
은 현대적 서명의 원형이다.

13세기 후반에는 종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프랑스에 등장하였다. 종이는(극동과
아랍 세계를 거쳐) 이탈리아와 에스파냐를 통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14세기부
터 종이는 산업적 방식으로 생산되었고(종이 압착기), 저렴한 생산가 덕분에 종이
는 양피지를 대체하며 확산되었다. 양피지는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
나, 그 용도는 귀중한 증서 제작 등의 일부 경우로만 제한된다.

2) 근대(16_18세기)
증서 생산의 관점에서 근대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현상을 들 수 있다

(Poncet 2006).

4) [역주] 퐁은 한 기구, 기관, 기업, 가족, 개인 등이 각자의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수령한 기록
물 자료의 전체를 가리키며, 컬렉션과는 달리 유기적인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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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중반 이후 인쇄물의 지속적인 발달.
- 문자해득 인구의 증대.
-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부과하려는 국가의 성장.
근대의 특징으로 우선, 적어도 17세기 초 이래로 영토 전역에 일정하게 존재하
는 대규모 문헌 시리즈5)의 급증, 그리고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공증사들의 증서, 본당 장부(본당 신부가 관리하는 영세, 혼인, 사망 등록) 및 공증
된 증서의 세무 등록(등기, 증서 감사) 등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 17세기의 삼삼분기에는 증서의 보물고와는 별도로 부처 기록물의 기
탁이 조직되었다. 이 기탁은 주로 16세기에 점진적으로 등장한 각 부처의 서기국

(secrétariats d’Etat), 예컨대 외무부, 전쟁부, 해군부, 왕실부, 총감사부에 의해 이루
어졌다.

3) 프랑스 대혁명과 19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에 존재하고 있던 문서 생산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지는 않았다. 18세기에 이미 선(先)인쇄의 필요에 따라 종이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는 표식으로 서명이 일반화되었다. 반면
문서 보존에 끼친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사(私)기록물(혹은 사
기록물로 간주되는 기록물) 퐁의 국유화 및 문서의 선택적 파기를 대혁명의 주요
영향으로 꼽을 수 있다(Galland 2006).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는 신생 국회가 생산한 문서의 기탁을 위해 1789년 9월

12일의 시행령을 통해 국립 기록원(Archives nationales)이 창설되었다. 국립 기록
원은 곧 왕정기의 부처 기록물도 수집하였다. 이 수집에서 예외가 된 기록물은 차
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외교 및 국방 기록물, 그리고 구(舊)왕립 지방 행정기구
및 파리에 본거지를 둔 교회 기구의 기록물이다. 지방의 공공 기록물 조직망은

179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796년에

창설된

도립

기록기관(Archives

départementales)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었다. 도립 기록기관은 각 도에서(당
5) [역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 시리즈는 동일한 출처에서 발생한 기록물 자료들의
전체로서, 단일한 기능 혹은 단일한 활동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시리즈는 퐁의 하부 단위
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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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의 수는 대략 90개) 행정기구, 법원, 교회(주교구 및 수도원), 그리고 혁명을
피해 이민을 떠난 가문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서 파기 작업이 벌어졌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대인이
없애고 싶어 했던 정치적, 사회적 체제의 상징이라고 간주된 문서들은 소각되거
나 무게대로 판매되거나 혹은 군사적 용도로(양피지는 포탄 주머니로) 재사용되
었다. 파리에서만 10억 점의 문서가 검토되었고, 이 중 3분의 1이 (회계장부, 계보
문서, 행정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된 사건의 서류철) 파괴
되어야 한다고 즉심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역사적 기념
물(monuments historiques)’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 용어는 국민 교
육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古)문서6)를 가리킨다. 협소한 의미였던 이 개
념은 기록물 원본에 토대를 두는 역사 연구의 발달 덕분에 곧 그 의미가 확장된다.

19세기는 혁명 유산을 공고하게 하는 한편 혁명의 유산이 초래한 문서에 가장
해로운 측면은 제거하고자 애쓴 세기로서, 공공 퐁으로 유입되고 혁명가들에 의
해 보호된 고문서는 분류 대상이 되었다. 고문서 분류 업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
고 있다.

1808년에는 국립 기록원에 보존된 기록물 자료를 위해 최초의 분류 체계가 발
명되었다. 이 분류 체계 내에서 각 퐁은 시리즈로 구분되었고, 각 시리즈에는 내
용물과 관계없이 알파벳 자모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국립 기록원 분류 체계는 기
록물 퐁의 제도적 단일성과 기원을 거의 존중하지 않은 채 계몽사상의 백과전서
정신에서 영감을 얻은 계통적 분류7)를 우선시하였다. 계통적 분류의 단점이 매우
빨리 나타난 덕분에 1841년 도립 기록기관과 관련된 분류 체계를 수립할 때는 조
금 더 철저한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 도립 기록기관 분류 체계는 현재 프랑스 전
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오랜 특징인 행정적 중앙집권을 상징
한다. 이 분류 체계는 고문서를 시리즈로 나누었는데(국립 기록원의 시리즈와 마
찬가지로 알파벳 자모 부여), 퐁의 기원을 존중하여 하나의 퐁이 상이한 시리즈로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프랑스 기록학의 가장 큰 성과인,
퐁에 대한 존중(respect des fonds)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이제 기록물 분류와
관련된 혁명가들의 방법 및 제정시대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6) [역주]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대를 가리키기 위해 편의상 ancien
(古 혹은 舊)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7) [역주] 계통적 분류는 주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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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의 기록물 보존 책임 기관
기록물 보존 기관의 행정적 상황은 대체로 프랑스 대혁명 및 19세기의 유산이
다.
오늘날 공공 기록물 정책의 책임 기관은 문화 통신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프
랑스 기록국이다. 프랑스 기록국(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은 국립 기록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데, 국립 기록원의 파리 지부는 중앙 및 파리의 고(古)기록
물 대부분을 보존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고기록물은 외교 기록기관(외무부)과
국방 기록기관(국방부)의 책임 하에 있다.
도립 기록기관은 오랫동안 국가 기구였으나 1983~1986년 이후 도의회의 지휘를
받는다. (대규모) 코뮌(commune) 및 레지옹(région)8)은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관리
한다.
도서관, 특히 프랑스 국립 도서관도 많은 수의 중세 및 근대 기록물 자료를 보
존하고 있다. 고증서, 발송문서사본대장, 등록부, 서한 등은 17~18세기의 수집가
를 통해서 도서관으로 유입되었거나, 혁명 시기의 몰수 혹은 19~20세기에는 구매
를 통해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기관

보존된 기록물의 선형
길이(kml)

증가 (kml)

이용자 수

국립 기록원 (3개 지부)

366 kml

+ 5 kml

12 000

외무부 기록기관

90 kml

+ 1 kml

1 251

국방부 기록기관*

318,5 kml

자료부재

7 600

도립 기록기관(103개 기구)

2 111 kml

+ 44 kml

190 000

코뮌 기록기관(338개 기구)

441 kml

+ 15 kml

103 000

* 2007년의 수치

이상의 통계는 공공 기록물에 한정된 것이다. 도서관 혹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2005년 현재 보존된 기록물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8) [역주] 프랑스 지방 행정 및 분권의 단위는 레지옹 > 도 > 코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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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된 기록물 퐁 외에도 개인(다양한 종교 단체), 기업, 협회, 학회 등의 기록물이
따로 더 존재한다.
세기 별로, 더 나아가 주요 시기 별로 수치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그리 쉽
지 않다. 왜냐하면 기록물 분류에 있어 연대기적 기준은 거의 고려되지 않기 때문
이다. 학문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으나 대체로 인정받는 주장에 따르면, 현재 프랑
스에 보존된 문서의 절반 이상은 1950년 이후에 생산되었다. 중세 문서의 경우 수
천 점의 증서와 등록부, 다시 말해 프랑스 전역을 두고 볼 때 수백만 쪽의 문서가
보존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문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6~19세기 파
리의 공증사 기록물만 하더라도 초벌 증서의 형태도 보존된 증서의 수가 2천만
점으로 추정된다.

3. 프랑스에서 증서학과 기록학 ― 교육, 보급 기구, 연구 방향
기록물 자료에 대한 비평 연구의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최
초의 규칙이 등장한다. 생 모르(Saint-Maure) 수도회(모리스트 mauristes) 소속 생
제르맹 데 프레(Saint-Germain-des-Prés) 수도원의 수사인 동 장 마비용(Dom Jean

Mabillon, 1632~1707)은 1681년 De re diplomatica(증서학)를 출판하였다. 마비용은
이 저서에서 증서 분석을 위한 내재적 비평(담화의 요소: 서두, 본문, 결구

[éléments du discours: préambule, exposé, dispositif])과 외재적 비평(재료, 글씨체,
언어, 법적 유효양식[support, écriture, langue, mode de validation])의 토대를 제공하
였다. 마비용의 주된 목적은 중세 문서 중 진본과 위본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1) 대학 교육
고문서학교(École des chartes)9)는 대혁명 이후인 1821~1829년 사이 중세 증서의
해제와 연구를 위해 창립되었으며(Delmas 1996),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서의 시기
가 어떻든(중세에서 현재까지), 보존 장소가 어디든(기록기관 혹은 도서관), 문서
9) [역주] 에콜 데 샤르트에서 샤르트(charte)는 증서(acte)를 의미한다. 그런데 샤르트가 증서를
의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세 증서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라임불한
사전의 저자가 에콜 데 샤르트를 고문서학교라고 번역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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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해제, 분류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1977년 이후 고문서학교에
서 증서학 교육은 시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물 학예관을 역임한 세 명의 교
수가 각각 중세, 근대, 현대 문헌관리10)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3년의 교육 기간11) 동안 증서학 및 그 외의 다른 과목을 수강한다. 프
랑스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입학시험을 거쳐 매년 30여 명이 선발되며 외국인 학
생들은 서류 전형으로 선별된다. 한국 학생으로는 김은영이 2004~2008년 전 과정
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심사받은 후에 연수원에 진학
하거나 대학교로 진출하여 기록물 학예관, 도서관 학예관으로 임용되거나 대학
교원의 길을 걷는다.
파리 및 지방의 몇몇 대학에는 기록학 석사 학위를 준비하는 교육 과정이 존재
한다. 이 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현대 문헌관리 및 현대 기록물 퐁의 경영에 집중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기업이나 소규모 지방자치
체의 기록물 부서에서 책임자가 되거나 도립 혹은 국립 기록기관에서 학예관을
보조하여 일을 하게 된다.

2) 기록학과 증서학: 프랑스의 사조
19세기 프랑스 기록학에서 가장 저명한 이름은 나탈리스 드 바이(Natalis de
Wailly, 1805~1886)이다. 드 바이는 국립 기록원의 행정기록물부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1841년 법안을 고안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1841년 법은 퐁에 대
한 존중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법이다. 이 원칙은 곧 유럽의 모든 기록학 종사자
들의 신조가 되었다. 1854년 드 바이는 국립도서관의 사서로 발령 받았으며, 프랑
스 대혁명 동안 압수된 필사본 컬렉션을 재분류하는 데 있어 국립도서관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합리적 정신을 적용하였다. 드 바이는 1854~1857년 동안 고문서학
교를 이끌었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기록학 이론은 주로 국립 고문서학교 졸업생들(이들이
수여받는 의미심장한 학위명은 고문서학 기록사[archiviste paléographe])에 의해 주
도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프랑스 기록계 종사자의 친목 및 업무 협회(Association

10) [역주] 증서학, 기록학, 제도사가 결합된 과목.
11) [역주] 입학에서 졸업 논문 심사까지 총 3년 10개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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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cale professionnelle des archivistes français, 1904년 창립)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
고 모든 기록계 종사자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며(이 협회는 1969년 프랑스 기록계
종사자 협회(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A.A.F.)로 개칭), 이에 따라 기록학
관련 저자의 범위가(약간) 확대되었다.
문헌관리 및 기록물을 다루는 연구를 꾸준히 보급하는 전통적인 통로는 학술지
이다 (Poncet 2004). 수많은 역사학 학술지는 차치하고, 대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다음의 세 학술지를 예로 들겠다.
첫째,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고문서학교 도서관)은 1849년 창간되었
으며 한 해에 두 번 각각 350 쪽에 달하는 분량을 출판한다. 이 학술지의 일반적
인 접근 방법은, 깊고 넓은 인문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방법론으로 기록물의 실용
적인 경영보다는 역사학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또한, Histoire et archives(역사와 기록물)이라는 새로운 학술지가 1997년에 프랑
스 기록물 애호가 협회(Société des amis des archives de France)의 주도로 창간되었
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술지의 목표는, 기록물의 역할을 역사가를 위한
사료로 제한하기보다는 기록물 그 자체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한
해에 두 호가 발간되며 기록계 종사자 및 대학 교원의 역사 연구물이 실린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기록계 종사자 협회(A.A.F.)의 전문 학술지인 Gazette des

archives(기록물지)가 1933년 이후 간행되고 있다. 이 학술지는 기록물의 보존 및
분류 문제를 다룬 자료 및 논문을 꾸준히 싣고 있으며, 일부 호를 특정하게 고(古)
퐁에 할애하기도 한다. Gazette des archives(기록물지)는 20세기 후반기에는 기록
학의 토대를 세운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그 중 이브 페로탱(Yves Pérotin)의 논문
을 들 수 있다.
이브 페로탱(1922~1981)은 파리시 기록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록물의
세 단계 이론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구축하였다. 이 이론은 미국인 기록계 종사
자 테오도르 쉴렌버그(Theodor Schellenberg, 1901~1970)에게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페로탱은 또한 레코드 매니지먼트(records management, 생산 단계에서부
터 기록물 자료의 보존에 관여하는 기록관리 방식)라는 개념을 미국으로부터 프
랑스로 도입하는 데 공헌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기록계 종사자들은 두 번에 걸쳐, 상당히 다른 특성과 영감을 지
닌 공동의 총론 안에서 업무상의 전망과 실행을 제안하였다.

Manuel d’archivistique(기록학 지침)은 1970년 프랑스 기록국의 후원을 받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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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며, 프랑스 기록물 퐁에 대한 실용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의 대전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고문서학교의 교육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이 저작은 기록물
문헌관리의 역사에 대한 담론에 새롭게 접근하였으며, 보존과 전수를 용이하게
할 가장 적합한 수단들에 대한 실용적 평가를 통해 이 담론의 가치를 높였다.

1996년에는 Pratique archivistique française(실용 프랑스 기록학)이 간행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저작의 야망과 한계의 경계는 명확하다. 이 저작은 의
도적으로 직무의 기술적 측면에 방점을 찍었으며 기록물 자료의 위상에 대한 숙
고는 다른 출판물에서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른 출판물이란 기록물 학예관
들(Marie-Anne Chabin, Bruno Galland, Françoise Hildesheimer)의 저작이나 대학 교
원들(Paul Delsalle)의 저작을 가리키거나, 특히 고문서학교에서 나오는 연구물을
가리킨다.
각각 중세와 근대 전문가인 올리비에 기오자냉(Olivier Guyotjeannin)과 올리비
에 퐁세(Olivier Poncet)는 사회 및 권력이 기술(記述) 문화와 맺은 관계를 더 넓게 탐
구하는 데 자신들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Guyotjeannin et al. 1993, Guyotjeannin

2006; Poncet 2006). 글의 위상, 글의 용도, 증서 형태로 변모, 기록물의 역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물 분류의 역사 등은 중세 및 근대 서양의 물질적, 지적
문화에 대한 숙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질문이다. 이상의 고민은 대학에서도 점
점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공유되고 있다.
한편 현대 증서학 및 기록학 교수들은, 기록물 자료의 역사 및 기록물 자료 생
산자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현대 기록계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 최초의 현대 증서학 및 기록학 교수로 1977년 고문서학교에 부임한 브뤼노 델
마스(Bruno Delmas)에 따르면, 기록물의 형식에 대한 지식은 기록물 분류뿐 아니
라 기록계 종사자가 실행해야 할 선택적 거르기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전제이
다(Delmas 1996). 크리스틴 누가레(Christine Nougaret)12)는 사기록물을 예로 들어
과거의 분류 방식은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다(Nougaret

2006). 누가레에 따르면 기록계 종사자들이 수행한 기록물 기술(description)의 수
준과 양태는 오래전부터 대중을 의식한 것이다. 누가레는 검색도구의 다양한 범
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였고(Nougaret, Galland 1999), 현재는 증서학을 활
용하여 현대 기록물 자료를 만족스럽게 기술(description)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12) [역주] 2009년 현재 고문서학교의 현대 증서학 및 기록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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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있다. 한편 팽창하는 기록물 문헌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련하여
대학 연구자들이 아직 그 잠재성을 파악하지 못한 넓은 연구 분야가 존재한다. 따
라서 신중한 안내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4. 결론
기록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삼중의 쟁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
록물 보존 및 열람의 기술적 양태에 대해 더욱 개선된 방식으로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가들에게나 실무자들에게나 1789~1850년 시기에 주로 구축된
공공 기록물의 구분류를 뒤바꾸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목록화해야 할 기록물의 선택,
적합한 기술(description)의 수준 결정, 문서를 역사학 혹은 법학의 사료로서뿐 아
니라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오늘날 모든 상황은 증서학
및 기록학의 미덕을 재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증서학 및 기록학은 까다롭고 겸허
한 분야로서 과거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분야인 동시에 미래의 문헌관리를 지
배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분야이다.

논문투고일(2009. 4. 3), 심사일(1차: 2009. 5. 10, 2차: 2009. 5. 30),
게재확정일(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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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plomatics and Archive Science of the Historical Archives in France

Olivier Poncet

At the high Middle Ages (the 6th-10th century), the conservation of the documents
was assured almost exclusively by ecclesiastical establishments. At the 11th and 12th
centuries there appeared lay persons in charge of documents. It was not until the early
13th century that kings of France expressed notable concern in their own documents.
In the 13th century, more and more social classes (city authorities, merchants, feudal
lords and so on) consumed and created documents and preserved them very carefully.
More and more individuals wanted to confirm all kinds of their contracts (for example,
trades, marriage and testament) in the form of writing.
The features of the modern times are (1) multiplication of grand series of documents
which is present throughout the territory at least since the early 17th century and
continuing increase of produced amount; (2) in the last third of 17th century,
deposition of ministerial documents was organized in addition to the treasury of
documents.
After the French Revolution, National Archives not only collected ministerial
documents of the royal period but also destructed some documents. Those regarded as
unnecessary or the symbol of ‘Ancien Regime’ were burned, sold by weight or reused
as wastepaper for military use. Nevertheless the new concept of ‘historical monuments’
emerged then. This concept points archives which can be utilized for the sake of
national education. In 1808, the first plan of classification for the archives of National
Archives was invented. When the plan of classification for the departmental archives
was drawn in 1841, a more thorough plan could be created. This creation gave birth
to the concept of ‘respect of fonds’, which is the best accomplishment of France's
arch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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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policy about public archives is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more specifically Direction of the Archives of France.
Libraries ― especially National Library of France ― also conserves a number of
archives of the Middle Ages and the modern times. School of Charters was established
for editing and studying the documents of the Middle Ages after the Revolution ―
between 1821 and 1829. It has trained many best specialists for studying, editing and
classifying documents regardless of the date and the conservation site of them. The
greatest person in the 19th century’s archive science of France was Natalis de Wailly
(1805~1886). He gave the principal inspiration to the bill of 1841. This bill regulated
the principle of ‘respect of fonds’ for the first time, and it rapidly became the creed
among all the European archivists.

Keywords: National Archives, historical monument, respect of fonds, Direction of
the Archives of France, School of Char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