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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

100-028. 정보(경무국의 1부)

■ 1922년 12월 28일부터 1923년 11월 13일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함북경찰부, 간도총
영사관에서 京城地方法院 검사국 檢事正에게 보고한 정보철 총 108건 수록

- 정보 내용별로 볼 때 在露不逞鮮人動靜과 共産黨 · 高麗共産黨 · 赤旗團 등의 滿洲, 中國등
에서의 活動情況 45건, 國民代表者大會 開催에 관한 정보 46건, 上海정보 9건, 야소교 
장노파 등 宗敎관계 6건, 馬賊 事項 2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보고서의 발송처는 內閣總理大臣, 外務大臣, 警視總監, 拓殖事務局長, 警保局長, 關東警務
局長, 天津總領事, 安東 · 鐵領 · 長春 · 滿洲里領事, 朝鮮軍司令官, 朝鮮憲兵隊司令官, 朝鮮
總督, 政務總監, 財務局長, 法務局長, 參事官室, 高等法院, 覆審法院 檢事長, 地方法 院檢
事正, 各道知事, 各派遺員 등이다.

   1. 공산당과 不逞鮮人의 활동 
    ① 全露共産黨과 高麗共産黨의 組織的 활동: 大會關係, 活動範圍, 資金문제, 武裝 활동, 

敎育關係, 人的 관리, 血誠團 · 高麗革命民會 · 赤旗團 · 고려공산당한인회와의 관계, 上
海朝鮮人공산당과의 관계, 武官學校 設立, 赤軍政府와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活動人物 : 金哲勳, 李東輝, 李鴻來, 崔雄烈, 金奎植, 文昌範, 金夏錫, 李相烈, 李鏞
(李俊 烈士의 親子) 등 많은 活動者가 언급되고 있다. 

    ③ 海外不逞鮮人의 活動: 露國, 블라디보스토크地方, 間島, 上海, 北京 등 各地에 있어서
의 組織, 會議 活動, 對露關係, 對中國關係, 武裝活動, 聯合大會, 義烈團關係, 上海臨
時政府關係, 中韓互助社理事會(代表 孫文) 관계, 中國직예파 음모사건 (金査植, 金元
鳳, 張作霖 등이 관계된 암살 음모사건), 內蒙古包頭領 地方政府件 등이 기록되어 있
다. 

    ④ 활동인물: 金奎植, 李仲執, 韓京瑞, 金佐鎭, 李範奭, 李章永, 崔振東, 林來春, 南滿
聰、李東輝, 金哲勳, 崔雄烈, 韓相互, 李烈, 金岡, 都寅權, 金九, 金鍾商, 金岡東, 金枓
奉, 李裕弼 등 많은 獨立運動家가 언급되어 있다. 

   ○ 자세한 보고서 내용
1. 在露不逞鮮人 동향보고, 1922년 12월 28일 (金奎植, 李仲執, 韓京瑞 등)
2. 권총발사 犯人건 (犯人 金相玉)
3. 대한光正團 團則 입수 (全 30條)
4. 선인 무장단에 수령 금광채광권 허가 (김규식, 임병극, 한상걸 등)
5. 고려공산당 · 韓族 공산당연합회 개최
6. 全露고려공산당 무장단 동향 (위원장 金哲勳 각 부서 결정)
7. 고려공산당 全露공산당 개관 (金哲勳 한인 사회당 결성-1917.6 / 李東輝 고려공

산당 6,000명)
8. 中國東支那 철도 中心 露 · 中 관계
9. 고려공산당 및 全露공산당 聯合大會 (대표 金鴻來 분열이나 合하기로)
10. 블라디보스토크 방면 공산당 조직 및 不逞鮮人 상황
11. 露領不逞鮮人 狀況, 노령잔류 혁명군 赤軍正規兵 편입 (고려혁명군과 김좌진, 김

규식, 이범석, 이장영)
12. 露國赤軍 不逞鮮人 모집건 (20~30세 모집 선정 요지)
13. 露支領 不逞鮮人의 兵制 편성건, 노령 각 義兵隊, 間島의병대, 독립군대장 李靑天 

(총군무장 崔振東 군정서대장 김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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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朝鮮人 공산당의 무장대 편성, 부대 : 여단사령부, 독립대대(士官學校), 연대
（3） (무기 : 소총 4227, 폭탄 2864)

15. 露國 軍革命委 경고文件 威北 古邑 對岸 香山社앞
16. 노령 不逞鮮人團건, 赤軍무장해제자 교육, 血誠團, 고려혁명민회 설립 (會長 朴來

春)
17.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공산주의 선전문, 片山潛 동정, 자금보급
18. 국경 沿海縣 지방 공산주의 실행 상황보고
19. 在露不逞鮮人, 공산주의 선전계획 건 (南海聰, 李東輝, 金哲勳)
20. 고려혁명군 이만집결 집행위 개최
21. 不逞鮮人團연합회의, 水田경영권 결의사항
22. 勞農군대 정치교사에 관한 건, 규칙 16항
23. 赤旗團조직건(비밀결사), 목적 : 선내 관공서 파과, 관공리 암살, 재물 탈취 (崔

雄烈, 韓相互, 金奎植, 王成崙, 李烈, 金岡)
24. 赤軍 및 공산당 鮮人의 暴狀건, 노령 블라디보스토크 지방 民會長 趙永晋살해,  

친일파 박해
25. 上海鮮人공산당 ① 고려공산당-呂運亨, 梁環, 張建相, 金枓奉, 元世勳 ② 한족공

산원-王三德, 吳昌煥
26. 在露鮮人학생 · 靑年 聯合大會에서 공산주의 선전 결의
27. 신모집군대 裁撤, 총사령 張作霖, 吉林省長 王樹幹에게 밀전, 군철폐, 보위경찰해

체
28. 赤旗團 赤化운동 결의 (고려공산당 지도하)
29. 第三國際共産黨 선전비 지출상황, 고려공산당 30만원
30. 블라디보스토크 赤軍政廳과 고려공산당 비밀협정건, 文昌範 · 李東揮 · 金夏親 · 李

相烈 (무기대여건)
31. 고려공산당 中央총본부 露國承認 건 : 러국정부法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 귀화자

正現軍입영교육, 獨立軍 양성 不許
32. 赤旗團 근거지 이동 敎化懸 市街로 (단원 700, 특별 100)
33. 고려공산당 武官학교 설립계획 : 李東輝 일파 노령 이만지방에, 극동혁명위 적군

사령관 양해
34. 日 · 鮮공산주의 선전비 李東輝 12만원 수령
35. 고려공산당 무관학교 : 赤軍側 이만정 차장, 赤軍兵營敎官 모스크바士官學校 외 

13名 (李鏞 前군비단장)
36. 고려공산당 극동선전국 설치의 건 : 국장 文昌範, 각지에 分局
37. 在上海橋民團長 交送 : 都寅權 사임, 常任要員 金九, 金鍾商, 金枓奉, 李裕弼, 仁

成學院경영권
38. 고려공산당 한의회 조직(在露) 블라디보스토크 고려부 폐지, 흑룡현 한인회, 沿

海한인委조직, 고려공 中央집행위 지도감독
39. 國外불령선인 동정 : 폭탄압수
40. 京濱震災國外정보 : 上海, 北京
41. 중국 직예파 음모사건(마적연대) 奉天派위험 金奎植, 張作霖. 암살대 金元鳳 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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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上海정보 : 中韓互助社 理社會 진재시 선인살해 문제
43. 國外 불령선민 상세 : 의열단(金元鳳단장) 공산당 관계. 노령, 북간도, 상해
44. 內蒙古包頭領 지방政府件 : 戶數 7,000. 人口 30만
45. 露領 阿片재배건
46. 블라디보스토크 日本주의자의 언동건

   2. 國民代表者會議 관련
    ① 上海에서, 各組織의 代表者가 참석한 國民代表者會議는 秘密會議로 1923년 1월 9일 

시작되었다. 安昌浩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 政府改造문제가 제기 되었으
나 異見이 있었고 西間島, 畿湖, 咸鏡, 平安派 등 暗鬪가 있었으나 政治 軍事 財政 軍
資委員會를 조직하였고 參加者 名簿도 作成하였다. 會議가 진전된 결과, 朴殷을 植名
譽會長, 安昌浩를 부회장, 鮮干爀을 代表로 하고 代議員은 640名이었다. 이승만과 安
昌浩의 不和가 있었으나 安昌浩의 노력으로 式場을 佛國租界 民國路 浸水敎會에 준비
하였다. 1月 11日 66名이 참가하였으나, 安昌浩와 金九가 相亂하였다. 安昌浩가 임시
의장에 당선되고 자격심사위원 선거와 심사안 보고가 있은 후 金東三이 의장, 安昌浩
가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規定 5章 28조, 자격심사규정 4항 10조가 채택되었다. 그러
나 정부계승파(안창호)와 改造派(元世勳)의 암투가 있었다. 그 후 議政초안(독립운동
방침, 國號, 年號, 憲法, 과거문제 해결, 機關조직)을 작성하고 任員을 配定(군사 金東
三, 外交 安昌浩, 主計 元世勳, 敎育 金馬利亞)하였다. 委員은 金徹, 鄭光浩 등 103명 
이었다. 

    ② 1923年 2月 2日 의장 金東三의 주제하에 의사일정초안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系統
派(金東三, 金甲, 金徹)와 臨時政府側(張鵬, 趙素昻, 李始榮, 盧伯麟 등)이 吳永善의 
仲裁로 協商하여 宣言案件을 채택하였다. 그 후 中國有力者와 朝鮮人의 提携, 軍事, 
外交, 빈농문제 등을 심의하였다. 元世勳은 大韓獨立團 組織을 安昌浩와 교섭하고, 金
世赫, 李靑天, 朴滿極 등은 士官學校 設立을 논의하였다. 系派間의 알력, 分製, 協議, 
妥協, 迂餘曲折을 겪고 1923년 6월 6일 憲法수정안 17조를 통과시켰다. 그 후 政府
派과 政造派 10여 명을 헌법기초위원으로 임명하고, 기초위 규정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보고서 내용
1. 국민대표대회에 관한 건 : 비밀회의, 安昌浩의장, 정부 개조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의견차로 서간도파, 기호함경파, 경남平安파 암투, 政財 · 軍黨委조직, 참가자 명
2. 國民代表밀의 : 朴殷植명예회장, 安昌浩부회장, 鮮干爀 代表, 대의원 640명
3. ① 이승만, 안창호 不和 ② 安昌浩 · 南亨裕 당비 조달
4. 國民代表會의 式順 24항
5. 國民代表會 金撤, 式場 : 佛租界 民國路 浸水敎會, 1月 11日 회의에 66명 참가, 安

昌浩 · 金九 派 相亂
6. 國民代表會 ① 안창호 임시의장 당선 ② 자격심사위원 선거 ③ 심사안 보고 ④ 의

장 김동삼, 부의장 안창호 ⑤ 규정 5장 28조 ⑥ 자격심사규정 4항 10조
7. 國民代表會 ① 정부계승파(安昌浩), 改造派(元世勳 · 尹海)암투 ② 추도회
8. 國民代表會 ① 자격심사 의정토론 통과 임원 선택 ② 의정초안(독립운동방침, 국

호, 연호, 헌법, 과거문제 해결) ③ 기관조직 임원배정 : 군사 金東三, 外交 安昌浩
9. 國民代表會 ① 金撤 鄭光浩 등 103명
10. 國民代表會 ① 단기 4256.2.2 의장 金東三 의사일정초안,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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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國民代表會 ① 系統派와 임시정부 간 협상건(金東三 · 金甲 · 金撤과 張鵬 · 趙素昻 ·
李始榮 · 盧伯麟 등 吳永善 중재）

12. 國民代表會 선언안건
13.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4.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5.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6.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7.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8. 국민대표회의 경과건
19. 國民代表會議 ① 경과 ② 의정원 의제건 ③ 大韓獨立黨 조직 건, 元世勳, 尹海日 

등安昌浩 등에 교섭
20. 國民代表會議 ① 의정원 회의사항 ② 中國 有力者 선인 제휴
21. 國民代表會議 ① 군사문제 ② 外交문제 ③ 빈농문제 등
22. 國民代表會議 ① 軍事科 의안-병역, 편성, 교육, 군비, 군무기관 등
23. 國民代表會議 ① 건설파-노령 블라디보스토크로 ② 개조파로 분열
24. 在上海臨時政府 의정원회의 분규건 ① 趙德律 외 11명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 제

출 ② 임시정부 옹호 · 비옹호 파로 분리, 개조파 · 건설파로 분리
25. 국민대표회의 ① 軍人구락부 金世赫 · 李靑天 · 朴炳極 : 士官학교설립
26. 국민대표회의 ① 의장 尹海, 부의장 申肅, 비서장 吳昌煥
27. 국민대표회의 : 건설파, 개조파, 정부파 알력
28. 국민대표회의 분열 : 노령에 中央기관 설치운동(건설파)
29. 新募軍隊의 裁撤件 : 총사령 張作霖이 吉林省長 王樹幹에게 밀전
30. 國民代表會 건설파 조직활기 : 金奎植 등 32명으로 각 단체 참가
31. 국민회의 분열건 : 건설 · 개조파 통일당도 알력분열
32. 건설파 횡포에 국무원 포고 : 개조파 성명으로 공격
33. 국민회의 경과 타협(임시정부 개조파, 건설파) : 헌법 초안수정안 17조, 단기 

4256.6.6 채택
34. 국민회의 경과 타협 분열 : 건설, 개조, 임시정부 개정안 문제
35. 국민회의 경과타협 : ① 건설파 노령이전 예정, 그러나 취체 엄중으로 활동지장 

현상 ② 정부 개조파 10여명 헌법기초위원 임명
36. 헌법개정 기초위규정 발표(개조파 타협)
37. 赤化선인 부정음모사건 : 목적은 민족자결+공산주의, 체포 14
38. 赤化선인사건 속보 : 구속 金正琪등 5명
39. 金德 조사(의열단원)
40. 上海, 北京 지방 정보 ① 臨時政府 滯賃 ② 헌법改正件 논의 ③ 건설파 北京集

中, 李始榮거처로 이사
41. 極東鮮人統一기관조직 건 : 행정구 군관구 조직
42. 京濱震災 國外정보

   3. 龍井, 間島地方 宗敎關係: 耶蘇敎 長老派의 分裂상, 亦軍政權의 宗敎排斥, 外國人宣敎
師 朴傑과 鮮人牧師 朴禮獻의 內紅, 亦軍의 成人宗敎 解散命令, 間島, 龍井 長老會 分
裂, 露領在住人 信仰묵인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

   ○ 間島 · 龍井地方 宗敎關係 자료
1. 용정 야소교 장노파 분열건
2. 赤軍 政權의 宗敎排反건, 야소교인 귀환
3. 間島 龍井村 야소교 장노파 분열건 : 英선교사 朴傑과 선인목사 朴禮獻 內紅
4. 赤軍에서 성인종교 해산명령 美國勢 擴散
5. 간도, 용정 장노회 분열건
6. 노령 在住선인 종교신앙 묵인건

   4. 馬賊 狀況보고: 馬賊의 執居記, 台頭記, 活動記, 小康記, 復活記, 沈滯記 등, 安國縣 지
방마적 동정(두목 姜魁武, 王秀勳, 栽洋魁 등 1,650명)등이 수록되어 있다.

   ○ 馬賊 狀況 자료
1. 마적의 蟄伏期, 대두기, 활동기, 소강기, 부활기, 침체기 보고
2. 安國縣지방 마적동정건 : 두목 姜魁武 · 王秀勳 · 栽洋魁(1,650명)

   5. 上海情報: 廳舍滯賃문제, 吳世昌, 崔南善, 韓龍雲, 李商在 등의 警告서한, 僑民사무소 
이전(都寅權), 獨立宣言 5周年 3·1節 行事(式辭 都寅權, 선언문 朴殷植, 國事전달 金
枓鳳, 祝辭 呂運亨)와 各地表情, 大韓統義府(金東三, 揚承雨, 白南俊)와 中韓互助社
(代表 孫文) 協刀合議, 獨立新聞 자금문제(朴懸植, 金承學 등)와 議政院 의원 보궐선
거, 東亞日報記事 1922年 9月 8일자 횡설수설에 日人行態로 拷問, 人權侵害, 不正腐
敗, 겁탈 등 문제화가 보고되고 있다.

   ○ 보고 자료
1. 上海臨時政府 家賃停滯件
2. 임시정부 滯賃, 都寅權사건
3. 李商在 · 吳世昌 · 崔南善 · 韓龍雲 · 姜邁 등의 인쇄물(海外各團體에 경고), 橋民團體

사무소 이전(都寅權 외)
4. 獨立선언 5주년인 3월 1일 상황건 별무
5. 3·1절 동정 : 식사 都寅權, 선언문 朴殷植, 국사진달 김두봉, 축사 呂運亨, 각지 표

정
6. 大韓統義部(金東三, 揚承雨, 白南俊), 中韓互助社(孫文 총재)協力, 한민자치운동건
7. 獨立신문사 자금거집건 朴慇植 · 金承學 등
8. 의정원의원 보궐선거 인원책정
9. 신문기사사건 : 동아일보 1922년 6월 8일 횡설수설 日人行態 ① 고문 ② 人權침

해 ③ 부정부패 ④ 겁탈 등 기사문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