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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지화 출처 : 중국당안보

2014年，国家档案局以世界记忆工程中国国家委员会的名义正式向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

记忆工程秘书处递交了《南京大屠杀档案》和《“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提名表，

申报世界记忆名录。

2014년 국가당안국은 ‘세계기억프로젝트 중국국가위원회’의 명의로, ‘유네스코 세계기

억프로젝트’의 비서처에 <남경대학살기록>과 <‘위안부’ - 일본군 성노예 기록>을 정

식으로 제출하여 세계기억목록을 신청했다.

 

   《南京大屠杀档案》是中央档案馆与中国第二历史档案馆、辽宁省档案馆、吉林省档

案馆、上海市档案馆、南京市档案馆和南京侵华日军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7家单位联合

申报的。此次申报的档案材料包括日军当时自拍的屠杀照片，美国牧师约翰·马吉拍摄的

记录影片、被称为中国的“安妮日记”的国际安全区工作人员中国妇女程瑞芳日记、战后中

国政府关于南京大屠杀的调查资料，远东国际军事法庭、南京军事法庭审判日本战犯档

案，中华人民共和国司法机构侦查、起诉、审判日本战犯档案等。这些档案真实记录了

1937年12月13日至1938年3月1日期间，日军在南京所犯的暴行。这些档案历史线索清晰、

记录真实可信，档案资料互补互证，构成了完整的证据链，从不同角度真实地记录了日军

在占领南京期间对放下武器的中国军人和平民百姓的大肆杀戮、抢掠财物、奸污妇女的大

量罪行。这些档案遗产有助于世界人民认识战争的残酷性，牢记历史，珍惜和平，共同捍

卫人类尊严。

<남경대학살기록>은 중앙당안관, 중국제이역사당안관, 요녕성당안관, 길림성당안관, 

상해시당안관, 남경시당안관과 남경일본군대학살수난동포기념관 등 7개 기관이 연합

하여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 신청한 기록에는, 일본군 자신이 당시 찍은 학살사진, 

미국인 목사 John Magee가 촬영한 기록영상, 중국의 ‘안네의 일기’라고 칭해지는 국

제안전지구 직원이었던 중국여성 정단방의 일기, 전후 남경대학살에 관한 중국정부

의 조사자료, 극동일본전범에 대한 재판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1937

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3월 1일까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를 폭행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역사적 증거가 분명하고, 기록의 진실성이 믿을 만 하

며, 기록자료가 서로 보증하고 있어, 완전한 증거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러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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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경점령 기간 동안 일본군이 무장해제된 중국군인과 평민백성을 대량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를 강간한 대량의 범행을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

유산은 세계인민에게 전쟁의 잔혹성을 인식시키고,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평화를 아

끼고 인류의 존엄을 함께 보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是中央档案馆与辽宁省档案馆、吉林省档案馆、黑

龙江省档案馆、上海市档案馆和南京市档案馆联合申报的。此次申报的档案主要包括驻扎

在中国东北地区的侵华日军关东宪兵队档案、上海公共租界警务处档案、伪政权档案、

“满洲中央银行”档案以及日本战犯的笔录供词等。其中保存在吉林省档案馆的日本关东宪

兵队等档案在日本战败时曾被日军销毁未尽并掩埋，后被发掘出来。现残存10万余卷册。

申报单位的档案中，有关于日占区各地“慰安所”设施状况的材料，日军利用“慰安所”的人

数统计材料，日军兵员数及“慰安妇”配置比例的统计材料，以及日军在中国及今印度尼西

亚爪哇地区设立“慰安所”、强征“慰安妇”等材料。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기록>은 중앙당안관, 요녕성당안관, 길림성당안관, 흑룡강성

당안관, 상해시당안관과 남경시당안관이 연합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기

록에는 주로, 중국동북지구의 일본관동헌병대기록, 상해공공조계 경무처기록, 괴뢰정

권기록, ‘만주중앙은행’기록 및 일본전범의 구술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길림

성당안관에 보존된 일본관동헌병대 등의 기록은 일본의 패전시 없애지 못한 것, 파

묻은 것을 후에 발굴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만여권이다. 신청한 기록에는 

일본점령지구 각지의 ‘위안소’의 시설상황에 관한 재료, ‘위안소’를 이용한 일본군의 

숫자 통계자료, 일본군군대수 및 ‘위안부’배치 비례의 통계재료, 그리고 중국 및 인도

네시아 자바지구에 ‘위안소’를 설립하고 ‘위안부’를 강제 징용한 재료들이다.

    “慰安妇”制度是日本军国主义违反人道、违反人类两性伦理、违反战争常规的制度化

的国家犯罪。“慰安妇”档案申报联合国教科文组织的世界记忆名录，不仅对所涉及的中

国、朝鲜、韩国、印度尼西亚及其他受害国有意义，而且对关心、研究这一问题的世界各

国学者都有意义。特别是它能帮助世界各国人民认识这一问题的真实性、灾难性，并对事

件加以谴责，以防止这类违人道、侵人权、反人类的行为在今后重演。

‘위안부’제도는 일본군국주의의 반인도적이고, 반인류적이며, 전쟁상식을 위반한 제도

적 국가범죄이다. ‘위안부’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목록에 제출하는 것은, 관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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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 조선, 한국, 인도네시아 및 기타 피해국에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문

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도 의의가 있다. 특히 세계인민

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의 진실성, 재난성을 인식케 하고, 아울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이런 반인류, 반인권, 반인륜적인 행위가 금후 다시 재연되는 것을 방지시

키는데도 의의가 있다.

    世界记忆工程是联合国教科文组织于1992年发起的，目的是实施联合国教科文组织章

程中规定的保护和保管世界文化遗产的任务，促进文化遗产利用的民主化，提高人们对文

献遗产的重要性和保管必要性的认识。

세계기억프로젝트는 유네스코가 1992년에 발기했다. 그 목적은, 유네스코 장정 중에 

규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임무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민주화를 촉

진하고 문헌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作为一个历史悠久且有着丰富文化遗产的国家，中国拥有众多记录各个历史时期社会各

方面情况的档案。全国各级各类档案部门的馆藏档案达上亿卷之巨，其中全国重点档案有

1200万卷以上。这些都是中华民族珍贵的文化遗产，也是人类共同的精神财富。为抢救并

永久保存这些档案，促进世界记忆工程在中国的开展，1995年我国成立了“世界记忆工程

中国国家委员会”，国家档案局是该项目的牵头单位。

유구한 역사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국가로서 중국은 각 역사시기 사회 각 방면

의 정황을 기록한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전국의 각급, 각종의 기록부문의 기록관에

는 1억권을 상회하는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국가중점기록만도 1200만권 이

상이나 된다. 이들 기록은 중화민족의 진귀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정

신적 재부이기도 하다. 이들 기록을 구하고 영구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에서 세

계기억프로젝트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1995년 중국은 ‘세계기록프로젝트 중국국가

위원회’를 성립시켜, 국가기록국을 책임조직으로 하였다.

    《世界记忆名录》每两年评审一次，每次每个国家最多只能申报两个项目。截至2013

年，已有来自100多个国家和国际组织的300份文献遗产入选了《世界记忆名录》。我国入

选的有9项，分别是《中国传统音乐录音档案》《清朝内阁秘本档》《纳西东巴古籍》

《清代大金榜》《清代“样式雷”建筑图档》《本草纲目》《黄帝内经》《侨批：海外华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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银信》和《中国元代西藏官方档案》。

<세계기록목록>은 2년에 한 차례 심사를 하며, 매번 국가마다 최대 두 개의 항목만

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까지 이미 100여개 국가와 국제조직으로부터 300여개의 

문헌이 <세계기록목록>에 등록되었다. 중국은 9종의 기록이 등록되었는데, <중국전

통음악 녹음기록>, <청내 내각 비본당>, <나시동파 고적>, <청대대금방>, <청대‘양식

뇌’건축기록>, <본초강목>, <황제내경>, <교비: 해외화교은신>과 <중국원대 서장 관

방기록>이다.

    原载于《中国档案报》2014年6月19日 总第2623期 第一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