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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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2. 정보철(경무국의 1부)

■ 1925년 10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朝鮮總督府 警務局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정보 67건 수록

- 정보 내용은 주로 그 당시의 不穩 신문인 『앞잡이』, 『新民報』, 『勞動報』, 『革
命』, 『先鋒』, 『大震』, 『獨立新聞』, 그리고 露字新聞인 『에호』, 『구라노에 스나
시야』, 『프라우다』등의 기사에 관한 것이다. 

- 공산주의 발전을 비롯하여 러시아 11월 혁명, 국치일, 제국주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레닌 청년공산당은 무엇이냐』등 주로 그 당시의 혁명사상, 계급의식 고양, 그리고 조
직력 배양, 노농러시아 정부의 對일본과 한반도 정책 등에 정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不穩단체 조직활동에 있어서도 鮮匪團 正義府의 조직 정비강화, 러시아와 북만주 지방의 
不逞鮮人의 행동, 러시아革命과 朝鮮革命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 노농 러시아의 現況, 러
시아 · 中國공산당의 고려공산당과의 제휴, 그리고 中西靑年會 聯盟 조직, 남만주의 청년
총동맹 조직 등 다양한 조직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 不穩新聞 · 雜誌 其他情報活動 一覽表
  1. 不穩新聞『導報(앞잡이)』- 9.10자 20號, 北京大 朱啓勳 社說, 南浦移住 同胞에 告

함, 한국 군중의 생존과 자유
  2. 不穩新聞『導報(앞잡이)』- 9.21자 21號, 倭敵의 奸惡한 新政策
  3. 不穩新聞『導報(앞잡이)』- 10.1자 23號, 北京大 朱啓勳 社說 ① 獨立운동의 부진 

② 독립선언시 상해임정 회고
  4. 不穩新聞『導報(앞잡이)』- 11.1자 25號, 허위적 관료의식을 버리고 진실한 독립운

동을 위해서
  5. 不穩新聞『導報(앞잡이)』- 12.21자 超算盤的 成算을 求하라
  6. 不穩新聞『新民報』- 北滿 鮮匪團 新民府 기관지 新民報 8.29자 12號, 15회 國恥日

에 당하여
  7. 不穩新聞『勞動報』- 吉林 韓族勞動黨 기관지 10.19
  8. 不穩新聞『勞動報』- 10.11자 27號 社說, 明年 農地는 秋期부터 준비
  9. 不穩新聞『革命』- 10.1자 10號, 공산혁명과 폭력운동 재만형제에게 고
  10. 不穩新聞『先鋒』- 9.5자 89號, 中露會議(10.26) 政治的, 經濟的 中露 民族의 親善
  11. 不穩新聞『先鋒』- 9.26자 92號, 10.3 93號, 農村振興 및 女子代表 改選
  12. 不穩新聞『先鋒』- 10.31자 97號, 고려 감옥의 감옥생활자의 상태
  13. 不穩新聞『大震』- 9.1자 4號, 국제무산청년데이 기념호, 역사적 필요에
  14. 不穩新聞『大震』- 11.1자 5號, 러시아혁명 8주년 기념에 대하여
  15. 不穩新聞『檀山時報』- 16號, ① 한국의 책무는 무엇인가 ② 등대 ③ 임시정부위원

회 취지
  16. 『獨立新聞』- 上海 독립신문, 金時文 引受, 11.1자 188號, 독립운동과 물질문제 및 

그 후의 노력 韓獨新
  17.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야』- 9.1자 1513號
  18.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야』- 9.20자 1530號, 공산주의의 발전
  19.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야』- 10.16자 1551號, 조선인의 협동, 조선인 관계
  20.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야』- 10.25자 1559號, 최초의 조선인 신용조합(조합원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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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야』- 11.2자 1582號(本의 日)
  22. 露字新聞『에호』- 9.27자 117號, 국제노동 제휴의 도정
  23. 露字新聞『에호』- 10.6자 121號, 노동정부에 대항
  24. 露字新聞『에호』- 10.20자 134號, 조선의 소작쟁의
  25. 露字新聞『에호』- 11.7자 150號, 혁명 8주년 기념일, 적색인쇄, 과격표
  26. 露字新聞『에호』- 10.1자 120號, 日本의 민주주의, 구인하면 방면이 없
  27. 露字新聞『에호』- 10.9자 126號, 소비에트공화국 조선수해 구제금 문제 기사
  28. 露字新聞『에호』- 10.27자 140號, 일본경찰의 대노력
  29. 露字新聞『에호』- 노농러시아대표 ① 조직자 배양 ② 계급의식 고양 ③ 제국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30. 露字新聞『라보쟈 야구제다』- 9.6자 203號, 동서양안의 무산청년 국제 청년공산당
  31. 露字新聞『프라우다』- 9.25자 219號, 日本의 노동운동 및 무산자 운동상황 과대보

고
  32. 露字新聞『프라우다』- 10.13자 234號, 日本노동연맹 일본경찰행위 반대
  33. 露字新聞『프라우다』- 10.19자 237號, 국제노동조합과 조선홍수, 조선 일본정간
  34. 露字新聞『지호안스가리아 스에스다』- 9.29자 100號, 역사적 기념에 대비하시오
  35. 『헤바』雜誌 - 在獨高麗學友會 4號, 本國消息 8.29 16:00 12國恥日 記念式
  36. 『太平洋』雜誌 - 北美移住大韓入橋民總團 公報 1號
  37. 露字新聞『에호』- 10.20자 134號, 조선의 소작쟁의, 경성 · 동아일보 10.7 전남 무

안 농민간의 충돌
  38. 露字新聞『에호』- 12.10자 158號, 소비에트의 극동주 人口 160만, 金 · 毛皮 · 木材
  39. 露字新聞『구라노에 스나시아』- 9.6자 1518號, 새로운 勝利(국제청년공산당의 임

무)
  40. 공산당관계 러시아 서적 역문 – 9.25자 아포리스후 著『레닌 청년공산당은 무엇이

냐』
- 不穩團體 組織活動 其他情報 一覽表
  1. 鮮匪團 正義府 對 新民府 妥協進行 狀況 - 吉林 1925.8 正義府 池龍基(李靑天), 新

民府 馬德昌 6個項
  2. 露領의 不逞鮮人 狀況 - 1925.6 黃一山 노령이주동포의 현상 연재
  3. 中西靑年會聯盟 組織 - 1925.9 북만청년총동맹 창립총회, 중서청년회연맹 강령 및 

규약 13조
  4. 北京의 愛國運動大同盟 - 9.19 성립대회 집행위원회 선거, 경고동포 제2조, 민중연합 

제국주의 타도
  5. 鮮匪團 正義府의 農村公會通則 등 發表 - 농촌공회 통칙 5장 28조, 민사위원장 현정

경
  6. 共産黨關係 露署譯文 - 1925 아포리스후 저『레닌 청년공산당은 무엇인가』
  7. 在露朝鮮人의 土地分配率 改正운동 - 토지분배율 개정요구, 토지분배율 증가요구, 수

전확장 등
  8. 中國共産黨大會 開催 - 각성 대표자회의 집행위원 정국정(丁國植)
  9. 天津駐在 勞農러시아領事의 革命記念 강연요지 – 11.7 러시아혁명 기념일 천진주재 

러시아領事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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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北滿의 勞農側 赤化狀況과 中國官憲의 赤化防止策과 그 效果 - 중국관헌의 적화 취
체 상황, 노농측의 선전 상황

  11. 露國 國家貿易局 支局 設置 -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국경무역국 설치, 곡물거래 
밀수출 방지

  12. 中國共産黨大會 開催 - 11.20 대회. 인도, 안남, 대만대표 참가, 일본공산당원 참가
  13. 共産主義에 關한 冊子 送付 - 12.1, 5.1 공산주의와 공산당, 중국공산당 출판물
  14. 中國共産黨大會 期日 變更 - 12.1 천진대회, 12.10 북경대회 연기결정, 『도보』23

號 사설
  15. 勞農露國의 鮮匪 利用說 - 중국지방 적화목적, 공산당 鮮人 이용
  16. 中國 時局과 北滿地方不逞鮮人 行動 - 인구조절책, 조선인 1,000만 명 이주계획, 암

호, 통신연락소 동방 경도
  17. 勞農露國의 現況 - 입로에서 일본 무산계급 정당의 강령 책자
  18. 共産主義 宣傳者 等의 검거 - 고려공산당 선전원 체포(11.30).박헌영(25세), 처 주

세죽(25세)
  19. 국가무역국 지국 설치에 따른 露國官憲 訓令 - 개인무역금지에 따른 훈령
  20. 南滿靑年總同盟 조직 - 吉林 고려공산당원 박병희 외 2명, 재만선인 청년단체통일  

민족해방 · 사회혁명 촉진
  21. 義烈團 近況 - 김원봉, 김호, 김동욱
  22. 鮮匪團 正義府 行政委員會 規則 - 정의부 행정위원회 규칙 6장 57조
  23. 露國 事情摘要書 送付 - 1925.8 노국사정 책자, 선인의 귀래담, 행정조직, 군사상

황, 사법기관
  24. 러시아革命과 朝鮮革命 - 북경『革命』(11.1) 11號, 혁명기념 증대호, 혁명동기의 

차이점, 진행방법의 차이점
  25. 共産主義에 關한 露文 冊子 - 1925년 모스크바위원회 발행,『러시아공산당 프로그

램 및 당 규약』,『레닌의 부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26. 제3국제공산당의 東洋方面에 대한 선전비 예산 - 中國 500만 원, 日本 300만 원, 

朝鮮 50만 원
  27. 文盲退治 成人讀本 送付 -『文盲退治 成人讀本』(1923.12.7.) 1~2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