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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역사자료센터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일본의 귀중한 역사공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근현대의 일본과 아시아 근린제국들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수 있습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홈페지에서 이용할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자료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관계의 역사자료를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1994년에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당시)의 「평화우
호 교류계획」에 관한 담화가 계기가 되여, 1999년 11월 30일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쳐 2001년 11월 30일에 개설되였습니
다

아시아역사자료란, 근현대의 일본과 아시아 근린제국등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일본의  공문서, 기타 기록
을 뜻합니다

태정관～내각에 이르는 정부중추기관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고쇼메이원본」과「단행본」,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접수되여 있던 「반환문서」, 조선·대만총독부문서, 
각 성청에서 이관된 문서등

외무성과 재외공관과의 통신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전기 
외무성 기록'과 '전후 외교 기록’, 성내 각 부서별로 정리된 
'조서'　등

구육군성·구해군성이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들을 모은 
「육군성대일기」「해군성구문비고」, 각 육해군부대의 
전투기록을 주로 다룬 「육군일반사료」「해군일반사료」등

상기 이외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점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것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지의  「최신정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센터가 제공하는 자료는 전부 디지털 화상입니다

원본,원자료를 열람하실 분은, 상기 자료제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료의 2차이용에 관하여, 국립공문서관,외무성외교사료관이 

제공한 자료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아시아역사자료를 찾는 이용자가 
가까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아시아 이웃 여러 나라들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국립 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소재지 : 113-0033 도쿄도(東京都)분쿄구(文京區)혼고(本鄕)3-22-5
 스미토모부동산(住友不動産) 혼고(本鄕) 빌딩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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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열람
여기서 자료 검색방법을 선택해 검색 ,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PDF 형식 , JPEG 형식）. 
그리고 자료검색방법과 자료화상의 열람방
법에 대한 가이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 영어 ) 
▶사전검색 ( 카테고리 ) ( 영어 ) 
▶사전검색 ( 알파벳순 ) ( 영어 ) 
▶레퍼런스 코드 검색 ( 영어 ) 
▶기관 횡단 검색 ( 영어 ) 
▶범례 ( 영어 ) 
▶자료화상의 이용에 관한 안내 ( 영어 ) 
▶검색 가이드 ( 영어 ) 
▶열람 가이드 ( 영어 ) 
▶아시아 역사 러닝 ( 일본어 )
▶역사 전문용어 일영대조집(영어 / 일본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토픽 ( 일본어 )

■아시아역사자료센터란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소개합
니다 .

▶센터장 인사말
▶센터의 개요 및 특징
▶센터 공개자료 개요
▶자료 공개 상황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개 동영상 ( 영어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서포터 ( 일본어 )
▶국내소재자료 조사보고서 ( 일본어 )

■인터넷 특별전 ( 영어 / 일본어 )
역사적인 사건들을 공문서를 통해  더듬어 보
는 전시 코너입니다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뉴스레터 
( 영어 / 일본어 )

센터의 일상활동과 과제를 수시로 알려드립
니다 .

■새소식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신규 공개 자료에 관한 알림
▶자료 수정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에 관한 알림
▶기타 사항에 관한 알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색인 검색 
( 영어 / 일본어 )

기관명 , 조직명 , 법령 등 키워드를 선택하여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문의는…
E-mail : jacar_enquire@archives.go.jp

Tel : +81 (0)3 5805 880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에서는 자유
롭게 검색할수 있는 3,000 만화상
의 데이터 베이스와 , 간편하게 자
료를 볼수 있는 몇개의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