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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9. 재외 조선인의 개황

■ 1924년 5월부터 1928년 4월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경성지법 검사정에게 보고한 정
보 수록

- 1924년 5월 보고내용
1. 不逞運動 狀況

  A. 上海, 北京, 天津方面
① 上海臨時政府는 大統領 李承晩이 議政院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이동녕, 법무총장 

김갑, 군무총장 노백린, 교통총장 김규면, 학무총장 김영학, 노동총장 조완구, 내무총
장 김구, 외무총장 조소항, 재무총장 이시영을 각각 유임 또는 새로 임명하여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議政院은 전원 부결하였다.

② 國民代表會 創造派: 中心人物 윤해 · 신숙 · 원세훈과 이동휘 · 이영선 · 김하석의 대립과 
중상으로, 러시아측은 創造派不逞者 전부를 國外로 追放하였다.

③ 義烈團: 북경, 상해를 무대로 근거지 수시 변경
④ 靑年同盟會: 4월 5일 윤자영 등 10여명이 조직하였는데, ‘민족적 일치, 희생적 분투’

를 표어로 활동을 서약하고, 61명이 입회하였다.
  B. 南北滿州方面

① 朝鮮人 自治活動: 정안립의 제창으로 재만 선인 자치운동의 부수적 문제인 화풍수전
공사 문제가 거론되었다.

② 赤旗團(大同會): 조선 및 일본의 혁명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총본부를 둔 공
산계통의 단체로서, 이동휘가 지휘

③ 大韓統義府: 西間島에서 조직, 總長 金東三이 統率
④ 光正團: 中國 長白縣에 있었으며, 光正 關西部 또는 軍備團, 國民團으로 칭하였다.
⑤ 光復團 및 武政團 : 長白縣 上流地方
⑥ 東支沿線地方 不逞鮮人 動靜: 東寧鄒 三岔口地方 崔明錄 일파는, 金佐鎭 一派와 連結,  

金佐鎭 · 金奎植은 新高麗革命軍을 組織
   ⑦ 義成團: 團長 片康烈이 吉長線에서 組織
   ⑧ 韓國判義團: 額穆懸이 根據地
   ⑨ 大韓獨立軍政府: 1923년 李相龍이 不逞團 幹部를 召集

⑩ 全滿 不逞團 統一計劃 : 梁起譯 · 李章寧 · 孫一民 등을 中心으로 공산당을 추방하고 赤
化를 防止하기 위해 各團을 結束하여 統一團體 組織을 準備하고 있다.

   ⑪ 奉直問題와 赤軍 및 匪賊關係
   ⑫ 支那側 不逞鮮人 取締狀況: 中國은 政治犯으로 고집

C. 露領方面 : 創造派 鮮人은 追放되었으나, 金敬天 · 李靑天은 殘留하여 軍事俱樂部를 
結社하였다. 赤軍 正規軍 중에 多數의 朝鮮軍人이 있다.

D. 美國 하와이 方面 : 大統領 李承晩에 대한 信賴가 두터우나, 李承晩 對 上海臨時政府 
間의 軋轢이 있다. 이승만은 자신의 命에 의해 義務金도 전부 歐美委員部에 납부하게 
하는 등 上海와 별개로 행동하고 있다.

2. 共産黨의 狀況
① 露國政情: 1923년의 兇作과 1924년 1월 레닌의 사망으로 정부 내에 反공산 기운 고

조
② 全露共産黨: 東支沿線地方은 本黨에 속하는 하나의 공산당 구역으로, 懸共産黨制度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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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③ 國際共産黨: 高麗部 외에 日本部를 설치. 上海에도 日本部를 설치하고, 日 · 中 · 鮮 세 

민족으로 아사아공산당을 조직할 계획
④ 高麗共産黨: 수령 李東輝는 국민대표회 창조파에 대항하여 러시아 관헌과 통하여 이

들을 추출하고, 천도교와 제휴, 信仰心을 공산주의에 이식하여 한국 내의 民心을 혁
명으로 유도하려 하였다. 1923년 북간도방면 적화계획을 세웠으나, 간도 일본총영사
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제3국제공산당 본부에서는 조선인의 낮은 民智 때문에 조선에 
공산주의 注入이 因難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上海臨時政府의 幹部 및 民團의 移動은 
0057쪽을 참조

- 1925년 5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한 在外不逞鮮人의 槪況
1. 民族運動의 狀況
A. 上海, 南京方面
① 上海臨時政府: 대통령 이승만의 직무수행 결함을 물어 1924년 6월 일부 의원들의 제

안에 의하여 동년 9월 10일 당시 국무총리 李東寧을 대통령 직무대리에 천거하였다. 
이승만은 미국과 하와이 방면의 임시정부에의 義損金 직납을 금하고, 심복 부하인 趙
素昻으로 하여금 새로운 내각을 조직케 하였다. 동년 10월 間島에서 統義府와 反統義
府와의 軋轢鬪爭으로 학무총장 金承學의 퇴직이 있고, 이동녕 일파의 임시정부는 12
월 17일 총사퇴해서 후임으로 대통령 대리 · 국무총리에 朴殷植을 선임하였다. 새 내
각은 의정원을 소집, 3월 30일 大統領을 國務領으로 개칭하는 등 임시헌법을 제정하
였다. 또 1925년의 예산으로 16,000元을 통과시켰다. 財源은 미국 · 하와이 6,000元, 
국내 · 북만간도지방 8,000元, 상해 2,000元 등이다.

② 議政院: 임시헌법 개정, 예산안 확정, 이승만 대통령 면직, 국무총리 박은식의 대통령 
선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당시 의정원 대의원은 경기도 4명을 비롯하여 19명이며, 
강원도와 함경도는 결원이었다.

③ 靑年同盟會: 1924년 4월 尹玆英은 義烈團長 金元鳳과의 불화로 의열단에서 탈단하
여, 청년동맹회를 조직하였다.

④ 義烈團: 윤자영의 탈단으로 단세 점차 쇠퇴
⑤ 其他 조직으로는 中韓互助社, 中國, 朝鮮, 台灣人의 平社, 勞兵會, 新韓靑年黨등이 있

다. 南京에는 安昌浩가 주재하는 興士團 극동본부가 있고, 東明學院도 운영되고 있다.
B. 北京 · 天津方面 : 北京 不逞鮮人은 最近 文書宣傳에 注力하고 있다. 韓橋同志會는『導

報』, 佛敎留學生은『荒野』또는『革命』, 朝鮮學生會는『海外旬報』, 高麗學生會는
『新光』, 『新人物』, 『詩譠』, 『學苑』等의 出版物을 발행, 배포하고 있다. 공산주
의와 민족주의는 目的은 다르지만 道程은 하나이기 때문에 軋轢과 鬪爭을 중지하고 공
동노력으 로 革命을 완수하자고 논의되고 있다. 비밀결사인 다물단은 독립운동의 방해
자를 제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韓國獨立黨 조직촉진회도 유사한 단체이다.

C. 南北滿州
① 正義府: 1924년 9월부터 全滿 통일문제에 찬동하는 統義府 · 軍政署 · 光正團 · 義成團, 

吉林住民會, 勞動親睦會, 카륜自治會, 固本稧, 大韓獨立軍團, 學友會 등 10개 단체의 
대표가 동년 10월 會同하였다. 大韓獨立軍團과 學友會 외의 8개 단체가 統合에 찬성
하여, 11월 25일 正義府를 조직하였다. 정의부는 무력행동을 폐하고 산업교육의 보급
· 진홍을 목적으로 하는 吉林 以南의 한인단체들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이나, 光正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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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義府의 향배는 그들 세력을 逆睹시킬 수도 있다.
② 新民府: 1925년 3월 14일 吉林省에서 獨立軍(元北路軍政署派), 赤旗團, 獨立團, 中東

線敎育會, 北方區의 各 代表가 참가하여 扶族統一會議를 개최한 결과, 北滿 소재 각 
단체를 統一하여 농촌의 경영 · 산업의 진흥 · 교육의 보급을 목적으로 통합단체의 조
직에 意見을 같이하며 3월 15일 新民府를 조직하였으나, 공산주의 계열인 赤旗團은 
참여를 거부하였다.

③ 赤旗團: 한때 國內에 들어가 관공서를 파괴하고 친일파를 암살하는 등의 행동을 감행
하였다. 고려공산당 수뇌인 李東輝가 盟主이다.

④ 其他: 大同團은 奉天省 · 安圖縣에 근거하고 間島 및 接壤地方에 출몰한다. 단원 
50~60명

D. 露領 : 1925년 3월 1일 독립선언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려 하였으나, 
러시아정부 는 엄중한 금지명령을 시달하였다.

E. 美, 하와이 方面 : 이 곳은 오랫동안 이승만의 세력권이다. 이승만 對 上海臨時政府 
사이의 갈등은 議政院의 改選, 臨時政府 幹部의 更迭, 人口稅 등의 현안을 놓고 골이 
깊다.

2. 共産運動의 狀況
  1924년 1월 레닌 사망 이후 노농정부는 레닌派와 트로츠키派로 분열되었다. 雨派 사이

의 갈등은 海軍兵의 폭동으로 발전, 제3국제공산당이 國外에 대해서 주의 선전을 거의 
못 하는 요인이 되었다.

A. 全露共産黨: 러시아정부의 행정기관에 병행하여 異名同體의 정권옹호기관으로서의 
러시아공산당은 그 당원이 75만명에 불과하다. 白系러시아에 속하는 제정 러시아 
동경파, 레닌파, 트로츠키파 사이에 존재하는 반목 · 갈등 때문에 전도를 낙관할 수 
없다. 러시아에 귀화한 赤化朝鮮人은 원래 全露共産黨에 속한다. 1923년 1월 上海派와 
일크스크파의 합동 통일로 한 때 고려공산당에 귀속되었으나, 1924년 봄의 내분으로 
해산명령을 받게 되어 沿海縣 共産黨高麗部에서 통괄하고, 李永善이 主宰하게 되었다.

B. 國際共産黨: 레닌주의를 信奉하는 국제공산당은 1924년 3월 중국국민당 孫文의 
사망에 대하여 국제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 명의로 중국국민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레닌의 사업은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피압박민족을 구출하는 데 있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중국민중은 점차 각성하여 反제국주의운동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내용의 노농 대사의 북경대학 연설 등은 중국의 上下가 赤化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C. 高麗共産黨: 고려공산당은 1923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上海派와 일크스크파가 
합동하여 李東輝를 盟主로 국제공산당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內紅으로 1924년 
봄, 제3국제공산당 본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1925년 1월 日露協力의 成立은 
이들에게 위협이 되었으나, 고려부는 제3국제공산당의 직접기관이고 노농정부가 관여 
할 바 아니라는 說에 점차 진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善後策은 비귀화자를 특히 露國에 
入籍시키는 일과 全露共産黨에 加入시켜 일본 관헌의 간섭을 면하자는 데 의견의 
一致를 보았다.

D. 간도에서는 靑年總同盟이 조직되었고, 東支沿線에는 滿州高麗共産靑年會가 있다. 
吉林省 韓族勞動黨은 기관지『勞動報』를 발행하고 있다. 北京에는 공산당 조직이 
없으나, 張建相 · 韓震山 · 徐日甫 · 金大池 · 金奉煥 · 林有棟 등이 居住하고 있다.『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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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人物』, 『新光』, 『導報』, 『海外旬報』, 『詩譠 』, 『學苑』등 出版物이 
속출하고 있다. 上海에는 공산당원인 呂運亨 · 崔昌植 · 尹玆英 · 趙東祐 등이 있다. 
尹玆英은 靑年同盟會를 主宰하고, 기관지로서 雜誌『炬火』발행한다.

-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1925.4.7), ‘改正臨時憲法 公布’는 0115~0124쪽을 참조. 宣言文
은 0121~0135쪽을 참조. 靑年同盟會 規章(제11장 33조)은 0136~0148쪽을 참조. 在滿
不逞團 및 社會主義團體의 狀況과 ‘在外不逞鮮人 取締施設’, ‘在滿不逞鮮人의 槪況’ 등은 
0151~0237쪽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