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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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4. 정보-2

■ 1926년 4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朝鮮總督府 警務局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정보 89건 수록

- 정보내용은 주로 그 當時 不穩新聞인 『農報』, 『朝鮮革命』, 『新民報』, 『導報』, 
『農民益報』, 『渡頭』, 『新進少年』, 『高麗靑年』, 『新華民報』, 露字新聞인 『에
호』, 『구라스노에 스나이야』, 『프라우다』등과 雜誌인 『渡頭』, 『革命』, 『同友』, 
『革命靑年』등의 記事들이다.

- 주로 계급해방을 주제로 한 노동 · 농민운동, 사회 · 청년운동, 그리고 3·1절을 소재로 한 
민족해방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의 조직활동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 특히 『독립신문』 1926년 1월 특대호와 3월 3·1절 특별호에 기고한 安昌浩의 ‘현금의 
우리들의 혁명’, 장건상의 ‘독립운동의 진보’ 등 反日 · 反資本主義的 정보들이 눈에 띈다. 

- 不穩新聞 · 雜誌 其他情報活動 一覽表
  1. 印刷物 送付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지노우이에드 著)
  2. 不穩新聞『朝鮮革命』- 창간호, 음력 신년을 맞이하며, 수색과 검거, 재중 동포는 무

엇을 하느냐, 반동단체의 통일운동
  3. 不穩新聞『農報』- 吉林 4.21자 39號, 친목청년회 창립,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가
  4. 不穩新聞『農民益報』- 中東線 청년연합회 기관지, 4.1자 13號,『농민익보』, 농민운

동과 신사회 건설
  5. 不穩新聞『新民報』- 북만지방 5.21자 14號 사설, 혁명적 정당과 민중운동 본위
  6. 不穩新聞『渡頭』- 북경 3.25자 3號, 제8회 3·1절을 맞이하여 조선인의 경제적 파멸
  7. 不穩新聞『導報』- 1.31자 27號,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결합하여 혁명당 조직
  8. 不穩新聞『農報』- 5.1자 40號, 메이데이 기념호
  9. 不穩新聞『農報』- 7.21자 40號, 사설: 우리들의 혁명은 어떠한 시기에 있는가
  10. 不穩新聞『新進少年』- 吉林 46號, 3·1기념일호, 3월1일은 어떠한 날인가
  11. 印刷物 送付 - 메시지 1~9 호, 한국독립선언 기념일에 있어서의 일반개황, 상해, 

광동, 천진, 북경, 길림, 반석, 북간도, 블라디보스토크
  12. 印刷物 送付 - 1925. 에보게니 게루루 著,『만국 공산청년이란 무엇인가?』
  13. 不穩新聞『高麗靑年』- 3.27 발간선언
  14. 不穩新聞『導報』- 3.1자 28號, 창간 1주년 기념일에 임하여
  15. 不穩新聞『新華民報』- 吉林 선비단 정의부『대동민보』9.15 창간, 중국어판 11.1

신화민보 창간호
  16. 露字新聞 記事 -『하얼빈 노스지 지스니지』4.29자 93號, 일본군벌당
  17. 露字新聞『에호』記事 - 4.29자 95號, 일본과 친교는 우리 외교의 근본문
  18. 露字新聞『에호』記事 - 5.1자 97號, 세계무산자 단결의 날
  19. 露字新聞『에호』記事 - 5.8자 101號, 누구든지 영국에서 발생한 계급투쟁을 방관

해서는 안된다
  20. 露字新聞『에호』記事 - 5.15자 107號, 적위군 및 적위대 5.1의 인사
  21. 露字新聞『에호』記事 - 5.15자 107號, 조선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취체
  22. 露字新聞『에호』記事 - 4.23자 90號,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은?
  23. 露字新聞『에호』記事 - 5.23자 114號, 조선에 있어서 수비군의 증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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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露字新聞『에호』記事 - 5.25자 115號, 鮮內의 일본학교에 군사교육
  25. 露字新聞『에호』記事 - 5.21자 112號, 조선 빨치산의 활동
  26. 露字新聞『에호』記事 - 5.19자 110號, 보리스 피리시야크 작금동태
  27. 露字新聞『에호』記事 - 6.18자 134號, 조선에 있어서 최근의 사변에 대하여
  28. 露字新聞『에호』記事 - 6.20자 136號, 모스크바 35만 명의 시위운동
  29. 露字新聞『에호』記事 - 10.3자 221號, 카라한의 귀국환영 광경
  30. 露字新聞『에호』記事 - 4.9자 78號, 소비에트연방과 일본과의 문화접근
  31. 露字新聞『에호』記事 - 4.11자 80號, 전연맹 공산당 인원 및 국제농촌경제전문학

교는 진보의 무기
  32.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6.8자 174號, 소비에트헌법에 정통하라
  33.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5.29자 1735號, 소비에트연방 내 공산당원

수
  34.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1.5자 1619號, 인터내셔날 구락부 2.20 

1665호
  35. 露字新聞『프라우다』記事 - 3.23자 66號, 일본직업조합 대표 도착, 레닌그라드 
  36. 露字新聞『프라우다』記事 - 4.13자 84號, 모풀집행위원회 간부의 권한
  37.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2.12자 1926號, 조선농민청년학교 개설
  38. 不穩雜誌『渡頭』記事 - 1925.11.25자 창간호. 1926.12.25자 2號, 사상혁명선언
  39. 不穩雜誌『革命』記事 - 3.1자 17號, 8회 3·1절, 9회 국제부인데이에 당하여
  40. 不穩雜誌『革命』記事 - 3.16자 18號, 3·1절 기념식 인상기
  41. 不穩雜誌『革命』記事 - 6.1자 23號, 무산혁명 속성에 대하여
  42. 不穩雜誌『革命』記事 - 5.16자 22號, 李王의 죽음과 望哭
  43. 不穩雜誌『革命』記事 - 2.16자 16號, 東三者에 대한 일본의 음모
  44. 不穩雜誌『革命靑年』記事 - 上海 崔昌植 7.3 창간호 발행, 한국혁명은 한국독립 

완성을 위해 전세계 피압박민족 계급해방운동
  45. 不穩雜誌『同友』記事 - 8.1자 6號,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정책
  46. 誤字計正 - 獨立主義가 아니라 社會主義
  47. 露字新聞『에호』記事 - 9.16자 205號, 노농러시아의 수업료 징수규정
  48. 露字新聞『지호게안스 가야제르다』記事 - 6.15자 312號, 조선인의 소비조합
  49. 『獨立新聞』의 近情 - 1926.1 신년특대호 192號, 3·1특별호, 현금의 우리들의 혁

명(안창호), 독립운동의 진보(장건상)
  50. 露文雜誌 記事 - 9.12자 37號, 小數民族의 分布槪況
  51. 露字新聞『지호게안스 즈가마즈에브르타』記事 - 3.17자 239號, 극동지방에 있는 

선인
  52. 露字新聞『지호게안스 즈가마즈에브르타』記事 - 3.6자 231號, 조선노동 부인 간의 

사업
  53. 露字新聞『지호게안스 즈가마즈에브르타』記事 - 3.23자 243號, 제1극동 지방 소비

에트회의에서 각 지방대표의 연설
  54. 不穩雜誌『同友』記事 - 5月號 2卷 3號, 생활의 근거를 빼앗긴 군중(白衣鮮)
  55. 圖表送付 - 國外不穩團體 分布圖
  56. 上海情報 - 독립운동촉진회 安昌浩 국무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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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 2.16자 1651號, 선인노동자는 당에 출입한다
  58. 上海情報 - 姜宇奎 入露說, 청년동맹 해산, 공산주의자 呂運亨 活動
  59. 上海情報 - 3.1 公學의 폐교, 國務領선거, 丙寅義勇隊 動靜
  60. 露字新聞 - 상해『상하이 스가야 자리야』5.21 제3국제공산당의 비밀과 상하이의 

역할
  61.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3.23자 1684號, 무엇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이주를 허용하는가?
  62. 露字新聞『구라스노에 스나시야』記事 - 5.14자 1722號, 鮮人職業組合 俱樂部

- 不穩團體 조직활동에는 鮮匪團 正義府와 韓族勞動黨의 狀況, 北滿의 朝鮮人靑年總同盟, 
南滿의 靑年總同盟의 近況, 다물黨의 近情 등, 自主獨立을 위한 民族解放 階級解放을 위
한 조직활동, 조직활동을 위한 선언문 · 규약 · 집행부서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不穩團體 組織活動 其他情報 一覽表
  1. 鮮匪團 正義府 近況 - 김진호 외
  2. 鮮匪團 正義府에 대한 反應 - 아성주민대회 성명서
  3. 勞農聯合의 國情 - 1925.9 모스크바, 레민그라드, 러시아학사원 200년제
  4. 廣東에서의 朝鮮兵團 組織 - 孫斗煥 少佐 조선병단 조직
  5. 露領 南部 우수리지방 罌粟 재배 - 우수리지방, 한인 罌粟재배
  6. 韓族勞動黨 편찬 국어교과서 - 吉林 한족노동당 노동강습용, 국기, 기념절, 국어교과

서
  7. 南滿靑年總同盟의 近況 - 吉林 南滿州靑年總同盟 세포단체 11, 중앙집행위원 11명을 

25명으로, 세포위원 11명으로 증가
  8. 露領에 있어서 罌粟재배 - 罌粟재배 폐지, 블라디보스토크의회 집행부 결정서
  9. 鮮匪團 正義府 移轉과 中央通信 發行 - 中央通信 1926.5月號
  10. 不穩計劃에 관한 情報 - 孫斗煥의 不穩計劃
  11. 北滿朝鮮人靑年總同盟 創立 - 2.8宣言 網領 加盟規定, 創立大會規定, 創立大會錄
  12. 鮮匪 正義府의 再移轉 - 吉林大會에서 新安市,『革命靑年』宣言
  13. 韓人軍隊 新編成과 國民軍 援助說 - 1926.5.29 韓 · 中密條約 全文  10條, 中國國民

軍 代表 馮玉祥, 韓族 代表 오하묵, 김기룡
  14. 다물黨의 近情 - 奉天 다물당 中央執行委員長, 문익철 사회,『다물통신』 창간호

(7.21）
  15. 簡章 大獨立黨組織 北京促成會 - 7項目
  16. 韓族勞動黨 狀況 - 公布 1~3 號
  17. 南滿靑年總同盟 狀況 - 1926.3.3 제4회 집행위원회 결의안, 박정현
  18. 韓族勞動黨 狀況 - 3.9 公布 1號 2회 집중 결의사항, 3.20 公布 5號 諭告文
  19. 日本 約績女工 狀況 -『지호게안스 가야스에스다』3.7 232號, 일본방적공의 노래, 

문맹퇴치
  20. 不逞 呂運亨의 廣東 체재중 言動 - 1926.1 上海 孫斗煥의 소개로 장개석과 회견, 

적화계획 묵계
  21. 鮮匪團 新民府와 공산당과의 제휴설 - 조선 赤化수단 선인빨치산 편성계획
  22. 世界赤化系統圖 送付 -『우리들의 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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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勞農官憲의 밀수취체 -『선봉』3.13자 116호
  24. 鮮匪團 正義府 內訌後 狀況 - 1926.4.1 北滿『하루살이』발행
  25. 廣東朝鮮兵團 조직 - 孫斗煥, 金奎晩 中心, 조선혁명군대 조직준비
  26. 코프 大使 귀로와 수행원의 행동 - 1號 사리야 紙(7.13), 2號 세계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라
  27. 在廣東朝鮮軍人 및 外來者의 動靜 - 廣東의 朝鮮人 動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