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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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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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1월 15일부터 1926년 4월 2일까지 朝鮮總督府 警務局, 경기도, 경성지방법원, 
종로경찰서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정보 55건 수록 

- 정보내용은 주로 不穩新聞인 『農報』, 『新台灣』, 『新進少年』, 하와이에서 發行되는 
『國民報』, 露字新聞 『에호』, 雜誌인 『同友』, 『革命』, 『同盟』등의 기사이다. 

- 주목되는 기사 내용은 ‘경험으로 본 우리들의 독립운동’, ‘직업과 단결’, ‘婦人데이’, ‘靑年
과 革命’ 등이다. 

- 특히 北京에서 發行하는 雜誌 『革命』 14號에는 ‘조선사회운동의 분열과 통일’ 이란 題
下에 ‘조선은 공산주의 혁명이 필수적이며, 조선혁명은 사회운동이며 全運動線의 統一’이
라고 기록하고 있다. 

- 上海를 비롯한 南京, 廣東, 北美, 하와이地方의 不逞鮮人 近況에서는 要注意人物이 美國 
207名, 上海 200名, 南京 11名, 中美 5名, 廣東 · 香港 각 1名으로 나타나 있다. 美國 유
학생은 78名, 中國 유학생은 145名이며, ‘大韓民國 7年 4月 5日에 公布한 改正臨時憲法 
35條 全文’과 ‘要注意朝鮮人 名簿’도 수록되어 있다.

- 不穩團體組織 活動으로는 上海 鮮人組織인 丙寅義務隊, 고려공산당 비밀조직인 중국 中
東線鮮人靑年會, 간도 · 남만주 · 북만 청년총동맹, 동만주의 청년연맹회 조직, 上海 韓人
學友會 소식 등 민족주의운동 부흥과 공산주의운동, 鮮匪 正義府의 內訌, 上海 不逞鮮人 
間의 分爭, 臨時政府 國務領 李相龍, 呂運亨 구타사건으로 議政院에서 이상룡 免職, 양기
택을 國務領으로 선출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 不穩新聞 · 雜誌 其他情報活動 一覽表
  1. 不穩新聞『勞動報』記事 - 28號,『農報』로 개칭, 사설 직업의 생명은 단결, 문석봉
  2. 不穩新聞『農報』記事 - 1.11자 32號, 경험으로 본 우리들의 독립운동
  3. 不穩新聞『農報』記事 - 1.21자 33號, 사설 당적 단결에 대한 吾人의 주장
  4. 不穩新聞『國民報』記事 - 하와이 12.31자 942號, 신년사 서재필 축하장
  5. 不穩新聞『新台灣』記事 - 북경 무정부주의 기관지 1924.4 창간, 1925.12.2.자 2號, 

1926.3. 3號, 新發議文 사회혁명 기도, 선동
  6. 不穩新聞『신진소년』記事 - 吉林省발행 1.7자 1號, 소년탐험운동에 대하여
  7. 露字新聞『에호』記事 - 1.14자 9號, 시베리아 및 극동이주민, 全露中央行委員會 간

부의 극동기관
  8. 露字신문『에호』記事 - 1.14자 9號, 동양에 있어서 일본정책과 소비에트연방
  9. 露字신문『에호』記事 - 1.22자 16號, 레닌 서거 2년
  10. 露字신문『에호』記事 - 3.7자 52號, 국제부인데이
  11. 露字신문『이오스차스니』記事 - 3.18자 58號, 제3인터내셔널과 세계정치
  12. 露字신문『에호』記事 - 3.21자 63號, 국제무산작가간부회 개최 및 제1극동항로 표

식
  13. 露字신문『에호』記事 - 3.7자 52號, 貳의 目標, 今日은 婦人의 날이다
  14. 블라디보스토크 鮮人신문『先鋒』- 1923.3.1 창간, 최근 주1회 발행, 러시아 공산

당 물질적 지원
  15. 不穩雜誌『同友』記事 - 吉林 1924.2 평안도출신 조직 기관지『野鼓』발행, 폐간 

1924.10『同友』10月號, 同友會 約章 6장 30조
  16. 不穩雜誌『同友』記事 - 11.1자 2號, 奉天省에는 한인추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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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不穩雜誌『革命』記事 - 北京『革命』12號(1925.12.1) 일본무산운동에 대한 吾人
의 태도

  18. 不穩雜誌『同盟』記事 - 南滿洲청년총동맹 기관지, 社規 2장 9조, 李石信 외 記者 
10명

  19. 不穩雜誌『同盟』記事 - 1925.12.20자 창립특호, 청년과 혁명
  20. 北滿靑年總同盟 기관지 발행 - 북만청년총동맹 기관지『勞力靑年』창간호
  21. 露字신문 記事 - 하바라스크『노스지 지즈니』3.18자 58號, 舊革命家의 恩給
  22. 『燭立신문』現況과 同 社規 改正 - 上海『독립신문』(1924)김승학, 김문양, 김시

문, 社規 9조. 187~190號, 최창식
  23. 馮玉祥 赤化政策에 대한 공격문 배달 - 中國民軍首領 馮玉祥 赤化경향의 논란, 赤

化政策, 그 마술적 밀약
  24. 印刷物 送付 - 上海, 南京, 廣東地方 不逞鮮人 近況, 北美 · 하와이 不逞鮮人 近況, 

要注意人物 - 上海 200, 美國 207, 南京 11, 中美 5, 廣東 1, 美國유학생 78, 香港 
1, 中國 145

  25. 不穩雜誌『革命』記事 - 10.6자 14號, 조선사회운동의 분열과 통일 ① 조선은 공산
혁명 필수적 ② 조선혁명은 사회운동 ③ 전운동선의 통일

  26. 不穩刊行物『볼세비키』記事 - 천도교농민회, 볼세비키의 사명, 정치운동과 독립운
동

- 不穩團體 組織活動 其他情報 一覽表
  1. 鮮人赤化團體 東一靑年會 狀況 - 中國 1925.6 東一靑年會 會規 9장 17조 附則 10

조, 中東線, 會議錄
  2. 朝鮮勞農總同盟의 通文 - 경성 조선노동총동맹 1.8通文, 노농분립에 대한 회시 독촉

(1號)
  3. 上海不逞鮮人 組織 丙寅義勇隊 - 上海 丙寅義勇隊 宣言文 隊憲 8條, 임시정부 기치

하 철혈주의, 김구, 조완구
  4. 丙寅義勇隊 幹部 - 대장 朴昌世, 義烈團 西北派 옹호 목적
  5. 鮮匪團 新民府 警査條例, 審査條例 - 中國 中東線 선비단 신민부 경사조례(8장 53

조) 및 심사조례(24장 182조)
  6. 高麗共産黨 秘密組織 - 中國 中東線 鮮人靑年會, 고려공산당 조직, 간도 남만주청년

총동맹
  7. 民族主義運動 勃興 - 1925.12.23 동아일보 중심으로 5명의 실행위원 선정, 최린, 이

광수, 김성수, 송진우, 박승빈
  8. 民族主義運動 勃興 - 1925.12.23 동아일보 중심으로 이종린, 안재홍, 이광수, 김성

수, 송진우
  9. 情報中 正誤
  10. 南滿靑年總同盟 組織 - 남만주청년총동맹 창립대회, 결정사(2號), 규칙(3號), 강령

(5號)
  11. 南滿靑年總同盟 組織 - 1號 선언서, 2號 규약 및 사업계획, 3號 사업보고 사업방책, 

4號 선포문
  12. 鮮匪團 正義府의 內訌 - 布告 13號, 중국혁명과 조선과의 관계
  13. 上海鮮人學生 狀況 - 上海한인유학생회『學年』창간(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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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勞農露國의 赤化宣傳經路, ‘우리들의 세력’
  15. 다물靑年黨의 近況 - 奉天 다물靑年黨 민족사회혁명자의 주의강령, 이청천, 김응섭
  16. 上海 留滬韓人學友會 소식 - 韓人學友會 簡章
  17. 東滿靑年盟會 組織 - 1926.1.25 東滿靑年聯盟會 발기회 준비, 간도 용정 동흥중교

사 정동섭, 조선일보지국장 이태준 외 18명
  18. 고려공산당 비밀조직
  19. 鮮匪 正義府의 內訌 - 1926.1.24 布告, 正義府 헌장 6장 58조
  20. 在滿 天道敎徒의 赤化傾向과 同 敎會幹部의 沮止手段 - 全滿洲 天道敎徒에 告함
  21. 駐日勞農商務館의 使命 - 北京 英字신문 North China Standard(1.19),일본에서 赤

化計劃 폭로한 소비에트 상무관
  22. 제3국제당 강령 송부 - 上海 장건상, 제3국제당 강령
  23. 上海不逞鮮人의 內訌 紛爭 - 이상룡, 여운형 구타사건, 이상룡 면직 성명서

(1926.1.25)
  24. 日本공산운동 상황 - 중국 하얼빈 공산당위원회 회의 의사록
  25. 上海에 있는 辛日鎔의 마르크스강좌 개시 - 조선일보 기자 신일용, 한인학 우회 주

최 마르크스 강좌
  26. 不逞鮮入 安昌浩, 李鐸의 土地經營계획 - 남경 흥사단 안창호 중국거주 한인 실력

양성 동명학원
  27. 上海情報 - 여운형 교민단장 사직, 인성학교장 사임
  28. 東滿靑年聯合會조직 - 間島 각지 15단체 대표자 참석, 1.26 발회식
  29. 潛稱 臨時政府 國務領 更送 - 이상룡, 여운형 구타사건으로 의정원에서 이상룡 면

직. 양기탁 국무령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