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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료
편람

간행사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부터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이
전 사업’을 추진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까
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는 700만여 장에 이르고 있습니
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가별로 자료해제집을 편찬하여, 연구자와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자료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습
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 시스템(http://archive.
history.go.kr)이 구축되어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학

연구자의 자료 접근성이 한층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해외 소재 자료들 가운데 러시아 자료
를 소장처별로 보면 러시아 15곳, 카자흐스탄 3곳, 우즈베키스탄
2곳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5,000여
개 사료철, 25만여 장 정도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포괄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록물의 잠재성은 매우 높으므로 앞으
로 더욱 활발한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수집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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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이전 사업이 미국·일본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면, 향후에는 그 지역을 확대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
고 유럽 지역까지 포괄함으로써 자료 수집 채널의 다변화를 모색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간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러시아 자료 편람』은 국
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러시아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
고 보다 많은 연구자 또는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기
획되었습니다. 러시아 자료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그 활용이 용이
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귀중
한 자료입니다. 모쪼록 이 편람이 러시아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하고,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지평
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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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러시아 자료는 양적으로 북한 관계 자료가 다수를 차지한
다. 편람의 세부목록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
문서보관소>,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의 수집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 번역 용어에서 가치 판단이 개재된 용어는 되도록 사용을 배제하였고, 현재의 맞춤법
표기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소장 자료 목록>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 등록되어 있는 목록을 기본으로 하
고,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완하였다.
-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와 <러시아연방
해군성문서보관소>의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였다. 특히 해군성문서보관소 자료는
면밀한 조사와 현지 아키비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수집된 점이 주목된다.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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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소 소개 및 소장 자료 현황

➊ 개요
■소속관청: 러시아연방 외무성
■주소: 121200, 모스크바, 플로트니코프 거리 11번지
■전화: 499-241-04-80
■팩스: 499-244-44-11
■E-mail: idd@mid.ru
■소장: A. N. 잘레바
■문서보관소 변천사
•1918년: 외교인민위원부 총무국에 문서보관소 조직
•1922년: 외교인민위원부 소속의 독자적인 문서보관소 조직
•1926년: 제정 러시아 시기에 존속하던 정치문서보관소와 통합
•1929년: 외교인민위원부 기록관리청으로 조직 개편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후송
조치 결정
•1942년: 외교 관련 3만 5,000개 문서철 사마라로 이전 완료
•1944년: 문서보관소를 모스크바로 이전하고 재정비
•1945~1946년: 소연방 외무성 문서국 조직, 연구편찬과 신설
•1958년: 소연방 외무성 문서국을 역사-자료국으로 조직 개편
•1977년: 현재 위치하고 있는 문서보관소 건물을 확보하여 이전
•1993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 외무성 역사-자료국으로 편
제, 현재의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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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문서보관소 연혁 및 소장 자료 현황
1918년 5월에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는 치체린이 외
교인민부를 통솔하기 시작한 이후로 문서보관소 개편 사업의 결
실을 맺었다. 제정 러시아 시기 문서보관소를 토대로 새롭게 외무
성 문서보관소를 재조직하여 외교 관련 문서들을 축적하였다. 치
체린 외무상은 제정 러시아 시기의 외교 문서 보존 실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열람실에서 자료 조사와 연구
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922년 10월에 외교인민부 결정에 따라 문서보관소를 외교인

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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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 총무국 비서부 직속에 두었고, 그 역할도 확대시켜 나갔다.
1926년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제정 러시아 외교문서보관소도 흡수
하여 통합시켰다. 소비에트 정부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외교 관련 문서들이 대폭 증가되었고, 보존하고 관리할 문서
수량도 급증하였다.
1929년 12월 외교인민부는 기존의 문서보관소 위상을 승격시켜
독립적인 외교문서 관리청을 조직하게 되었다. 1936년 4월에 외
교인민부 부상 스토모냐코프는 문서보관소 규정을 새롭게 비준하
여 문서보관소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외무성 문서보관소는 안전한 장
소로 이전을 계획하였고, 보관되어 있던 50만여 개 문서철 가운데
중요한 기밀 문서철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41년
6월 27일부터 문서보관소 직원들은 문서보관소 이전 준비를 시작
하였고, 7월 17일까지 문서상자 510개(26톤)를 포장하였다. 7월
28일부터 문서보관소 이전 장소인 사마라 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
다. 결국 전시 상황에서 문서보관소는 외교 관련 귀중한 자료 3만
5,000여 개의 문서철을 임시로 보관하다가 정전 이후 원래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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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놓았다.
1958년 8월 소련 정부는 외무성에 역사-자료국을 재조직하여
소련 외교 관련 자료를 총망라해서 보존 관리하였고, 별도로 자료
를 연구하거나 자료집을 간행하는 부서도 조직하였다. 점차 보관
할 문서 수량이 증가하자 외무성 문서보관소는 신축 건물을 필요
로 했고, 1977년에 현재 위치의 문서보관소 건물로 새롭게 이사하
게 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1992년에 러시아 정부는 다시 러시아연방 외무
성문서보관소로 개칭하게 되었고, 이듬해부터 지금과 같은 러시
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현재 러시
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는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외교 관
련 문서로 구성된 1,873개 폰드(문서군)를 수장하고 있다. 현재 보
관된 문서 수량은 약 150만 개 문서철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는 1917년 이후 외
무성 기록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 자료는 외무상·외무부상 비서
부 문서, 해외 주재 외교대표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문
서, 국제회의 문서, 외교관들의 개인 문서, 조약, 협정, 기타 외교
문서, 소련 각료회의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는 소련 외
무성 극동과 북한에 대한 보고부, 북한 주재 소련 민정청, 북한 주
재 소련 대사관, 소련 외무성 외무상·외무부상 비서부 등에서 생
산된 방대한 북한 관련 문서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주로 <소련 외무성 극동과 북한에 대한 보고부 문서군>과 <미소공
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 문서군>에 산재해 있다.

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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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에서 생산한 자료의 원본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미소공동위원
회 소련 대표단이 소련 외무성의 통제 아래 활동했기 때문에 소련
대표단의 활동 관련 자료는 소련 외무성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었
다.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는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
단 비서부 자료들을 2개의 문서군(392와 0392)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다.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의 정보에 따르면, 미소공동위원
회 소련 대표단 자료는 380여 개 문서철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부터 시작된 ‘해외 소재 한국사 자료
수집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미소공동위원회 문서군> 자료들을 대
부분 수집하여 국내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남북한 현대사 연구에서 소련의 외교문서가 차지하는 사료적
지위는 매우 높다.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부에서 생산된 자료
는 해방 직후 미소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강대국의 한국
임시정부 수립 구상,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 좌우합작운동 등 해
방공간의 정치사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부
이기는 하지만 한국현대사 연구에 중요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 문서군>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1~2월 소집된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자회의와 1946~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된
미소공동위원회에 파견된 소련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된 방대한 문서자료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
표자회의와 제1·2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의사록과 속기록, 회의
결과 보고서, 소련 대표단에 하달된 소련 정부의 훈령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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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사회단체가 제출한 답신서, 각종
성명서 및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는 남북한의 정치정세, 경제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남한의 좌익세력이 매달 정기적으로
소련 군정 지도부에 제출한 남조선 정세보
고 시리즈는 주목할 만하다.1
<미소공동위원회 문서군> 가운데 남조선 정세보고서는 남한의
공산당 지도부가 작성하여 소련 군정 지도부에 제출한 정보보고
이다.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전달한 주체는 김삼룡, 이주
화, 이승엽, 이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남조선 노동당의 지도부였
다. 이렇게 생산된 남조선 정세보고서는 소련 민정청 지도부인 로
마넨코 또는 레베제프를 통해,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
와 군사평의회 군사위원 쉬티코프에게 전달되었다.
남조선 정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남한 우익 정당 및 사회단체
와 그 지도부의 활동, 남한 중도 좌우익 정당 및 사회단체와 지도
부 활동, 남한 좌익 정당, 사회단체 및 그 지도부의 활동, 미 군정
청의 활동과 그 지도부의 동향, 남한의 경제 상황 등 남한의 정세
와 경제 상황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외무성 문서보관소에 수장되어 있는 미소공동위원
회 문서는 미국 측 자료도 이미 상당량이 공개되어 있다. 미소 양
측의 문서자료를 비교·검토하면 미소공동위원회 사업 과정에서
1

국사편찬위원회는 2003년에 <해외사료총서 6집>으로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보고서 1946~1947년』을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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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양측이 취한 한국임시정부
수립 계획과 남북한의 정당·사
회단체가 전개한 통일정부 수립
운동 등 해방공간의 정치사에 대
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련 외무성 극동과 북한에 대한 보고부 문서군>은 북·러 관
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문서군이다. 이 문서군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공개문서철로 구성된 문서군(문서군
번호 102)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개문서철로 구성된 문서군(문서군
번호 0102)이다. 이 문서군은 시기적으로 1918~1928년, 1945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된 문서철은
1,5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문서철 가운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위생,
주민생활, 대외관계 등 북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북한 주재 소련 대사들의 일기
와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의 정치인들, 관리들의
대화록도 수록되어 있다.2
조선 문제에 대한 보고부 문서군에는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에
관한 자료들이 많다. 경제 복구를 둘러싼 소련과 북한 사이의 협력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6.25전쟁 정전 직후 1953년
2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고 있는 북한 관계 사료집은 제73집·74집(2013년),
2014년 제75집·76집(2014년)에 북한 주재 소련 대사 또는 임시대리대사들의
일지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18

8월 소련 정부는 전후 북한 경제의 복구 건설을 위해 북한 정부에
10억 루블을 무상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9월에 김일성은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의 원조와 전후 경제복구 발전계획 수
립에 대한 협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 방향을 논의한 후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계획과 지침을 전달
받았다. 이 계획을 초안으로 해서 당시 북한 정부의 각 부처에 파
견되어 있던 소련의 경제 고문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제 복구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소련의 경제 원조는 중공업, 경공업을 망라한 대규모 산업단지
와 산업시설을 복구·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여기에는
수풍발전소, 청진 금속공장, 김책제철소, 남포 유색비철금속제련
소, 흥남 질소비료공장, 평양 섬유단지 등 인민경제의 전반적 복
구 발전을 촉진시킬 기본 산업시설들이 포함되었다.
전후 경제 복구와 건설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물 가운데 하나는 계획을 추진할 엘리트의 선발과 충원, 당과 정부
간부들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전후 경제 복구 계획
의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농촌 협동화 수행
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이나 필요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없
이 협동화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협동조합을 수적으로 증대시킨
결과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농업 부문에서의 위기는 현물세 징수와 양곡 수매 사업 등에서
도 드러났다. 1954년 해방 이래 북한에서 최대 흉작을 기록한 해
였는데, 이로 인해 1954~1955년에 양곡 수매 및 현물세 징수 사
업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농업 현물세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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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전에 예상된 수확량에 따라 책정된 징수 비율을 그대로 적용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야기하였
다.3
1955년 초 북한 정세의 불안정과 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소련 정
부는 북한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54~1955년에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결과로 소련 지도부
는 경제복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55년 1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시기를 2월로 앞당겨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4 북한
대표단은 소련 지도부로부터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권고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
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수집해
왔다. 러시아에서 수집된 한국 관계 자료들은 일제 시기에 생산된
자료를 비롯한 주로 북한 또는 남한 관련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들은 대부분 소
련군 총정치국,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정치담당 부사령관·정
치국이나 소련 외무상 비서부, 소련 외무성 제2극동과,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등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현대사
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의 활용이 절실하
다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0102 оп.11 п.60 д.8 (1955년 2월 2일자 소
련 임시대리대사 일지)

4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0102 оп.11 п.65 д.45 (1955년 1월 17일자
몰로도프·수슬로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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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1_02C0002

문서번호

ф.06 оп.9 п.59 д.883

세부목록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 대하여(이즈베스치야, 1947년

5월 28일);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 대하여(이즈베스치야, 1947년 6월
4일); 미소공위 협의 준비(프라우다, 1947년 6월 20일); 미소공위 활

동(프라우다, 6월 23일); 미소공위 활동(프라우다, 1947년 8월 6일);
미소공위 활동(이즈베치야, 7월 8일); 미소공위 활동(프라우다, 1947
년 7월 31일); 쉬티코프 동지의 성명서(프라우다, 1947년 8월 6일);

미소공위 활동에 관한 몰로토프와 마샬 간의 서신 교환(이즈베치
야, 1947년 8월 24일); 남한 탄압과 관련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의

성명(프라우다, 1947년 8월 31일); 조선 문제에 관한 몰로토프와 먀
살 간의 서신(프라우다, 1947년 10월 12일)

사료참조코드

ARU003_01_02C0003

문서번호

ф.06 оп.9 п.59 д.884

세부목록

1947년 2월 18일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경제협

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 문제; 1947년 소련과 북한 간 상품유통
문제를 스탈린에게 보고; 1947년 북한 상품유통 협약에 관한 소련
내각회의 결정(안); 1947년 북한에서 수매할 품목; 1947년 북한에
판매할 품목; 1947년 제3국에 판매할 북한 상품 목록; 1947년 북
한에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수매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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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2_02C0002

문서번호

ф.07 оп.12 п.25 д.319

세부목록

몰로토프에게 보낸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을 위한 훈

령(안)에 관한 말리크의 보고;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을 위한 훈령
(1);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을 위한 훈령(2); 1948년 5월 30일 미국

국무부 성명서에서 취급한 조선과 만주 문제에 관한 참고자료

사료참조코드

ARU003_02_03C0001

문서번호

ф.07 оп.21 п.22 д.316

세부목록

북한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 비준 등에 관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1948년 2월 7일 북한 헌법(안) 논의
관련 보고; 북한 헌법에 관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헙법안의 수정 및 보충(1948년 4월 19일);
1947년 12월 작성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임시헌법안; 1948
년 8월 조선최고인민회의 개최에 관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
정(안)

사료참조코드

ARU003_04_01C0001

문서번호

ф.018 оп.9 п.17 д.64

세부목록

1946년 12월 24일자 하지의 서신에 대한 치스차코

프 답신(안); 미소공위 활동 재개에 관한 문제; 미소공위 활동 재
개 문제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 1947년 5월 미소공위를 위한
소련 훈령의 수정 관련 전보 내용 보고;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 파
견 보고; 미소공위 활동 재개 관련 남한 언론의 반응에 대한 발라

22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안의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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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프의 보고; 1947년 5월 15일자 미소공위 활동과 관련해 마샬
에게 보내는 답신 내용 보고; 1947년 5월 16일자 스탈린에게 보낸
미군 기브로 소장의 제안에 대한 쉬티코프 보고; 1947년 5월 17
일자 미소공위 관련 보고; 미소공위 활동 재개와 관련해 소련에서
언론 보도를 위한 자료; 1947년 6월 18일 개최된 미소공위 회의에
관한 보고; 미소공위 공보 No.5 수정 보고; 1947년 5월 13일자 미
소공위 활동 재개와 관련해 몰로토프에게 보낸 모스크바 주재 미
국 대사관 임시대리대사의 서신; 1947년 5월 7일자 미소공위 활
동 재개와 관련해 몰로토프가 마샬에게 보낸 서신; 1947년 5월
2일 미국 대사관 임시대리대사의 서신; 1947년 9월 10일 미소공
위 관련 보고; 미소공위 활동 문제에 관한 8월 12일자 미국 대표
단의 제안과 8월 26일자 소련 대표단의 제안

사료참조코드

ARU003_04_01C0002

문서번호

ф.018 оп.9 п.17 д.65

세부목록

1947년 2월 18일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경

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 문제에 대하여;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와 경제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련 대외무역성의 전보
(안); 1947년 3월 1일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경제 협약 체결

과 관련해서 소련 대외무역성에 전송된 몰로토프의 지시 공문;
1946~1947년 소련의 북한 중앙은행에 대한 크레디트 내역에 대
하여; 1947년 북한 중앙은행과 북한 인민위원회에 제공되는 크레
디트 지불에 관한 소련 내각회의 결정(안); 1947년 3월 14일자 북
한 크레디트에 대하여(참고자료); 1947년 3월 21일 북한에서 군표

24

(소련군사령부 화폐) 유통에 관한 쉬티코프의 보고; 북한 영토에서

유통하는 화폐 교환 수행에 관한 소련 내각회의 결정(안); 1947년
4월 11일자 북한 소련군사령부 화폐 교환 관련 보고; 1947년 소련
과 북한과의 “상품유통 협약에 관한” 결정(안); 1947년 6월 24일자
북한 체육인 32명의 체코 방문 협조 요청; 북한에서 화폐유통 실
시에 관한 문제; 1947년 7월 19일 소련과 북한 간에 항로 개설 문
제에 관한 보고; 남북한 화폐 유통에 관한 정보; 1947년 9월 5일
자 극동 여순항 해군기지의 화폐 평가 결과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1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6 п.2 д.9

세부목록

소련 정부와 미국 정부에 보내는 북한 인민위원회

회의 호소문(1947년 2월 20일자); 1947년 3월 3일자 남한 정세에
관한 발라사노프 보고; 1947년 3월 7일자 남한 민주민족전선에서
4대 강국 외무성에 보낸 호소문; 1947년 3월 19일자 남한 상황에
관한 발라사노프 보고; 1947년 4월 7일 남한 정세보고; 1947년 4
월 10일 남한 정세보고; 1947년 4월 23일 마샬의 서신에 대한 몰
로토프의 답신과 관련한 남한 언론 보도와 그 반응에 대한 발라사
노프 보고; 1947년 5월 16일 남한 정세보고; 1947년 6월 18일 미
소공위 회의 보고; 미소공위 활동 재개에 관한 보도자료; 1947년
5월 30일자 남한 정세보고; 미소공위 코뮤니케 No.10; 1947년 6
월 남한 정세보고; 미소공위 활동 재개 후 북한 정세보고; 1947
년 6월 7일자 남한 정세보고; 1947년 6월 30일 미소공위 회의 개
최 관련 보도자료; 1947년 6월 30일 미소공위 회의에서 코르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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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 3일 남한 정세
보고(작성자 발라사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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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중장의 연설문; 1947년 9월 11일 남한 정세보고; 해방 2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몰로토프에게 보내는 북한 주민들의 축전에 관
한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2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8 п.6 д.5

세부목록

1948년 2월 10일자 남한 정세에 관한 발라사노프

보고; 1948년 8월 21자 남한 정세보고; 1948년 8월 24일자 남
한 정세보고; 1948년 8월 30일자 남한 정세보고; 1948년 9월 8일
자 남한 정세보고; 1948년 9월 9일자 남한 정세보고; 1948년 9월
27일자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에 관한 남한 여론 반향 관련 보고;
1948년 9월 28일자 소련군 철수에 관한 남한 여론 반향 관련 보
고; 1948년 9월 29일자 소련군 철수에 관한 남한 여론 반향 관련
보고; 1948년 10월 2일자 남한 정세보고; 1948년 10월 8일자 소
련군 철수에 관한 남한 여론 반향 관련 보고; 유엔에 대표단 파견
에 관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회의 결정서 No.16; 1948
년 10월 9일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박헌영이 유엔 총
회 대표에게 보낸 서신; 1948년 10월 10일 평양에 김일성대학교
개교에 대한 보고; 내각회의 결정서 No.6 “노동자와 사무직 생활
수준 개선 방법에 대하여”; 1948년 9월 1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과 외교 및 경제관계 성립에 관한 김일성 서신에 대해 스탈
린 답신 관련 여론 보고; 1948년 10월 23일 북한에서 소련군 철
수와 관련해 여론의 반응; 1948년 10월 25일자 모스크바 예술극
장 개관 50주년 기념 이기영, 한설야, 북한 예술극장의 축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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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27일자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에 관한 소련 정부의
결정과 남한에서 폭동에 관한 한국 여론 보고; 1948년 10월 29일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에 관한 소련 정부의 결정 관련 보고; 1948
년 10월 30일자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 과정과 남한 상황에 관한
보고; 1948년 10월 22일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박헌
영에게 보낸 유엔 총회 대표의 서신; 1948년 11월 3일자 남북한
정세에 관한 레베제프의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3C0006

문서번호

ф.0102 оп.9 п.44 д.9

세부목록

1953년 1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박창옥 면

담록; 1953년 4월 4일 박창옥 면담록; 1953년 4월 7일 문화선전
성 부상 기석복 면담록; 1953년 4월 14일~5월 12일 소련 임시대
리대사 수즈달레프 일지; 1953년 5월 13~31일 수즈달레프 일지;
1953년 5월 16일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 전동혁 면담록; 1953년
5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창옥 면담록; 1953년 6
월 1일~7월 2일 수즈달레프 일지(6월 16일자, 6월 30일자, 7월 2일
자 중요); 1953년 6월 2일 도시건설상 김승화 기자회견 참관; 1953

년 6월 3일 외무부상 이동건 면담; 1953년 6월 5일 이동건 면담록;
1953년 6월 18일 외무성 장 국장 면담; 1953년 6월 12일 헝가리
공사 면담록; 1953년 6월 1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 1등서기
관 면담록; 1953년 6월 14일 폴란드 대사 면담록; 1953년 6월 16
일 김일성대학교 부총장 유성훈 면담록; 1953년 6월 23일 외무부
상 이동건 면담록; 1953년 6월 26일 조선 내각수상 보좌관 최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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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록; 1953년 7월 3~31일 수즈달레프 일지(7월 6일자, 7월 7일
자, 7월 17일자, 7월 20일자, 7월 23일자, 7월 27일자 중요); 1953년 7

월 5일 의료시설 관련 소련 대사관 1등서기관 보고서; 1953년 7월
14일 외무성 장 국장 면담; 1953년 8월 1~28일 수즈달레프 일지
(8월 10일자, 8월 13일자, 8월 16일자 중요); 1953년 9월 3일~10월

5일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 일지; 1953년 10월 9일 조선노
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 박경수 면담록; 1953년 10월 15일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빈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3C0008

문서번호

ф.0102 оп.9 п.48 д.53

세부목록

1953년 5월 14일 발송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지방행정 개편과 리인민위원회 관련 자료; 1953년 7월 31일 발송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치상황
(제본된 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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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한 보고서(1953년)

30

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계급과 계급투쟁 자료; 1955년 6
월 11일 임해 면담록; 1955년 6월 14일 임해 면담록; 1955년 11
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5년 11
월 29일 이상조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5C0003

문서번호

ф.0102 оп.10 п.52 д.9

세부목록

1953년 12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

원장 대리 김기수, 부위원장 김영숙 면담록; 1953년 12월 17일 조
국통일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안병삼, 조직부장 장
두명 면담록; 1953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빈 면담록; 1953년 12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장 박영빈 면담록; 1953년 12월 2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
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4년 1월 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사법성 부상 김택영 면담록; 1954년 1월 13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4년 2월 1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4년 2월 24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화선전성 부상 정률 면담록; 1954년 2월
2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4년 3월
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과학서기장 장두익 면담록;
1954년 3월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빈 면담록;
1954년 3월 2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
담록; 1954년 5월 2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화선전성 부상
정률 면담록; 1954년 6월 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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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동건 면담록; 1954년 6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위원 박영빈 면담록; 1954년 6월 2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내각 간부국장 이희준 면담록; 1954년 6월 22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농업상 김일 면담록; 1954년 6월 25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교육성 부상 장익환 면담록; 1954년 6월 26일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경공업상 박의완 면담록; 1954년 7월 7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영빈 면담록; 1954년 7월 14일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박영빈 면담록; 1954년 8월 3
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수상 박창옥 면담록; 1954년 8월 6
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4년 8월 21
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에게 보내는 보
고서; 1954년 9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박영
빈 면담록; 1954년 9월 3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경공업상
박의완 면담록; 1954년 9월 3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1국장 안운경 면담록; 1954년 10월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권제동 면담록; 1954년 10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무부장 대리 박종삼 면담록;
1954년 10월 1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화선전성 부상 정
률 면담록;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부수상 박창옥 면담록; 1954
년 10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1국 부국장 김국정
면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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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6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11 п.60 д.5

세부목록

1955년 1월 27일자 북한 대사 임해 면담록; 1955년

4월 2일자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임해 면담록;
1955년 4월 21일자 북한 대사 임해 면담록; 1955년 4월 30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5년 5월 16일 북
한 대사 임해 면담록; 1955년 6월 11일 임해 면담록; 1955년 6월
14일 임해 면담록; 1955년 11월 18일 이상조 면담록; 1955년 11
월 29일 이상조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6C0002

문서번호

ф.0102 оп.11 п.60 д.6

세부목록

1955년 1월 3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부수

상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창옥 면담록; 1955년 2월 4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황덕룡 면담록; 1955년
2월 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비조합연맹 중앙위원회 고문
그리샤예프 면담록; 1955년 3월 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관 2등서기관 최영명 면담록; 1955년 3월 28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 골지나 면담록; 1955년 3월 3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최영명 면담록; 1955
년 4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4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
담록; 1955년 6월 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
환 면담록; 1955년 6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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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7월 2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관 임시대리대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8월 9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5년 8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8월 29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9월 5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5년 10월
1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5
년 10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주소현
면담록; 1955년 11월 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5년 12월 2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6C0003

문서번호

ф.0102 оп.11 п.60 д.7

세부목록

1955년 2월 28일~3월 11일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

일지; 1955년 3월 12일~4월 16일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 일지;
1955년 7월 25일~8월 25일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5년 8
월 27일~9월 9일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5년 9월 3~28
일 이바노프 일지; 1955년 9월 29일~10월 18일 이바노프 일지;
1955년 10월 19~28일 이바노프 일지; 1955년 11월 3~22일 이
바노프 일지; 1955년 11월 18일~12월 1일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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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1003_05_06C0004

문서번호

ф.0102 оп.11 п.60 д.8

세부목록

1954년 11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제1국장 안운경 면담록; 1954년 11월 2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4년 11월 25일 조선민주주
의공화국 외무성 제1국장 안운경 면담록; 1954년 11월 26일 북한
주재 몽골 대사관 2등서기관 면담록; 1954년 11월 26일 북한 주재
불가리아 공사 면담록; 1954년 11월 29일~12월 19일 조선인민민
주주의공화국 소련 임시대리대사 트로프 일지; 1954년 12월 1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부수상 및 경공업상 박의완 면담록;
1954년 12월 24~31일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 일지; 1954
년 12월 29일 북한 주재 체코슬라바키아 참사관 면담록; 1955년
1월 3~22일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 일지; 1955년 1월 14일
조선인민군 군사대학 조선어 및 문학과장 김면혁 면담록; 1955년
1월 2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
무부장대리 박정삼 면담록; 1955년 1월 26일~2월 16일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 임시대리대사 일지; 1955년 1월 27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제1국장 안운경 면담록; 1955년 1
월 27일 외무성 외사국장 안구모 면담록; 1955년 2월 4일 조선노
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박영빈 면담록; 1955년 2월 14일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설상 김승화 면담록; 1955년 2월 18~24
일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 일지; 1955년 2월 24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제1국장 안운경 면담록; 1955년 2월 25일
조선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연 면담록; 195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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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외사국장 안구모 면담록;
1955년 3월 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제7국장 박기영
면담록; 1955년 3월 1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제1국
장 안운경 면담록; 1955년 3월 1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
무성 전동혁 면담록; 1955년 3월 1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문화선전성 부상 정률 면담록; 1955년 3월 15일 북한 주재 폴란
드 대사관 1등서기관 스타니오르 면담록; 1955년 2월 15일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부수상 박의완 면담록; 1955년 3월 1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5년 3월
17일 조소친선 책임주필 현희안 면담록; 1955년 3월 18일 조선노
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허빈 면담록; 1955년 3월 19일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장주익 면담록; 1955년 3월 21일 조
선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5년 3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5년 3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설상 김승화 면담록; 1955년 3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체코슬라바키아 대사관 참사 면담
록; 1955년 3월 29일 국제여행사 사장 이철준 면담록; 1955년 3
월 29일 <새조선> 주필 송진파 면담록; 1955년 3월 31일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달현 면담록; 1955년 3월 31일 자강도인민
위원회 위원장 박 일라이온 드미트리예비치 면담록; 1955년 4월 4
일 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면담록; 1955년 4
월 4일 체코슬라바키아 대사관 참사 면담록; 1955년 4월 5일 자강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 일라이온 드미트리예비치 면담록; 1955
년 4월 6일 <새조선> 주필 송진파 면담록; 1955년 4월 8일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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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무부장 최학룡 면
담록; 1955년 4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보좌관 장
인해 면담록; 1955년 4월 10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1등서기관
뱌코프 일지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6C0005

문서번호

ф.0102 оп.11 п65 д.45

세부목록

1955년 1월 17일자 소련의 김일성 초청 관련 결정

안과 중국 주재 소련 대사 지시사항 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상황 자료; 1955년 4월 1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10차 4월
전원회의 자료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북조선에서의 사회
주의 건설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보고; 1954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면 현황 자료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7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12 п.68 д.3

세부목록

1956년 2월 27일 몰로토프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내각부수상 최용건의 면담에 대하여; 1956년 2월 28일 내각
부수상 최용건 면담록; 1956년 5월 29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6월 5일 불가닌과 김일
성 면담록; 1956년 7월 7일 불가닌과 김일성 면담록; 1956년 7월
9일 흐루시쵸프와 김일성 면담록

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37

1954년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당면 현황 자료

38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7C0002

문서번호

ф.0102 оп.12 п.68 д.4

세부목록

1956년 1월 2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홍찬표,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월 4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2월 17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4월 3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4월 29일 박덕환 면담
록; 1956년 5월 17일 독일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박
길룡 면담록; 1956년 5월 30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6월 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6년 6월 9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6월 16일 소련 주재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7월 11일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6년 8월 4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8월 23일 소
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9
월 1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고희만 면
담록; 1956년 10월 19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관 영사부장 김형모 면담록; 1956년 10월 23일 소련 주재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0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1월 13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
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1월 14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
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1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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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임시대리대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11월 2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영사부장 김형모 면
담록; 1956년 11월 28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7C0003

문서번호

ф.0102 оп.12 п.68 д.5

세부목록

1955년 12월 20일~1956년 1월 19일 소련 대사 이

바노프 일지; 1956년 1월 20~30일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6년 2월 8일 김일성과 1956년 2월 16일 최용건 면담록; 1956
년 2월 8일~3월 27일 아바노프 일지; 1956년 3월 30일~4월 18
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6년 4월
18일~5월 14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6년 5월 17일~6월 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이
바노프 일지; 1956년 5월 24일~6월 1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6년 6월 14~20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1956년 8월 6~24일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 이바노프 일지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2 д.1

세부목록

소련 외무상, 부상, 외무성 직원들과 북한 외교관의

면담록(1957년 2월 7일~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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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02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2 д.3

세부목록

1957년 2월 5일 북한 대사 이신팔 면담록; 1957년 3

월 28일 북한 대사 이신팔 면담록; 1957년 4월 23일 소련 재정성
부상 즐로빈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재정성 부상 윤형식의 면
담록; 1957년 4월 25일 소련 재정성 부상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재정성 부상의 면담록; 1957년 11월 11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내각부수상 겸 외무상 남일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03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2 д.4

세부목록

1957년 2월 1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7년 3월 13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
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3월 2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 이신팔 면담록; 1957년 4월 1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 이신팔 면담록; 1957년 4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5월 28일 소련 주재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6
월 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김명호 면담록;
1957년 6월 1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등서기관 강
병률 면담록; 1957년 7월 1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
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8월 1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7년 8월 19일 조선인민민주주
의공화국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8월 29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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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7년 9월
1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7
년 9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10월 1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7년 11월 1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7년 11월 23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7년 12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신팔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08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2 д.13

세부목록

1957년 1월 24일자 소련과 북한 간에 체결된 협정

관련 보고; 1957년 7월 24일자 소련과 북한 간 협정 관련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09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2 д.14

세부목록

1957년 10월 26일자 10월혁명 40주년 기념 소련방

문 북한 대표단 명단; 1957년 11월 30일자 북한 정부의 소련 정부
대표단 초청서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8C0010

문서번호

ф.0102 оп.13 п.73 д.35

세부목록

1957년 5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회 결정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 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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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5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 <반혁명분
자들과의 투쟁 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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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9C0002

문서번호

ф.0102 оп.15 п.22 д.5

세부목록

1955년 6월 7일 라자레프 보고; 1955년 10월 8일

자로 보고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 대사관 영사부장 일
기 발췌록; 1955년 10월 21일자로 보고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외무성 영사부국장 송양분 면담록; 1955년 10월 21일자로 보
고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장 면담록;
1955년 11월 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경제대학장 유성
환 면담록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10C0001

문서번호

ф.0102 оп.15 п.81 д.1

세부목록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대사관에 보낸 문서(1959년 1월 6일~12월 22일); 1959년 7월
14일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보낸 문서

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7C0002

문서번호

ф.0102 оп.12 п.68д.4

세부목록

1955년 12월 27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대사관 홍찬표,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월 4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2월 17일 조선인민민주
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4월 3일 소련 주
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4월 29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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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록; 1956년 5울 17일 독일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 박길룡 면담록; 1956년 5월 30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6월 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6년 6월 9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
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6월 16일 소련 주재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7월 5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7월 1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6년 8월 4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
담록; 1956년 8월 23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1956년 9월 1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대표단 고희만 면담록; 1956년 10월 19일 소련 주재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영사부장 김형모 면담록; 1956년 10
월 23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
도진 면담록; 1956년 10월 2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1월 13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6년 11월
14일 소련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
진 면담록; 1956년 11월 2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임시대리
대사 박덕환 면담록; 1956년 11월 2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영사부장 김형모 면담록; 1956년 11월 28일 소련 주재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상조 면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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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록; 1958년 1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이일경 면담록; 1958년 1월 2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부수상 김일 면담록; 1958년 1월 29일 보건성 부상 류기주 면담
록; 1958년 1월 31일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년 2월 8일 김일
성 면담록; 1958년 2월 3일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년 2월 4일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년 2월 5일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
년 2월 6일 외무성 부상 박성철 면담록; 1958년 2월 8일 국가계
획위원회 위원장 이종옥 면담록; 1958년 2월 10일 외무성 1국장
박길룡 면담록; 1958년 2월 2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독일 임시대리대사 베렌스 면담록; 1958년 2월 21일 외무성 1국
장 박길룡 면담록; 1958년 2월 22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이종
옥 면담록; 1958년 2월 26일 외무성 1국장 박길룡 면담록; 1958
년 2월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공업·건설부장 고희만 면담
록; 1958년 2월 28일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 2등서기관 유즈바
크 면담록; 1958년 3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락부 부부
장 장성진 면담록; 1958년 3월 6일 농업성 부상 김재욱 면담록;
1958년 3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도
만 면담록; 1958년 3월 14일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
표단장 힐레 면담록; 1958년 3월 27일 김일성 면담록; 1958년 3
월 2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농업상 한전종 면담록; 1958년
4월 1일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년 4월 8일 외무성 1국장 박길
룡 면담록; 1958년 4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일경 면담록; 1958년 4월 21일 외무성 부상 박길룡 면담
록; 1958년 4월 2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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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록; 1958년 5월 2일 북한 주재 체코 대사관 무관 보에워다, 조
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장 힐레 면담록; 1958년 5월
5일 외무성 부상 이동건 면담록; 1958년 5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고급당학교 교장 허익 면담록; 1958년 5월 14일 중국 주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영호 면담록; 1958년 5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공업부 부장 고희만, 경공업상 문만욱 면
담록; 1958년 5월 31일 외무성 부상 박길룡 면담록; 1958년 6월 4
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원형구 면담록; 1958년
6월 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공업부장 고희만 면담록; 1958년
6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 상업 및 생산협동조합부장
정지환 면담록; 1958년 6월 14일 공화국 내각부수상 정준택 면담
록; 1958년 6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 김만금 면
담록; 1958년 6월 1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부상 박
길룡 면담록; 1958년 6월 1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8년 6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
부장 원형구 면담록; 1958년 6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관 1등서기관 윤지청 면담록; 1958년 6월 24일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원형구 면담록; 1958년 6월
2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관 1등서기관 장문
제 면담록; 1958년 6월 3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가계획위
원회 위원장 이종옥 면담록;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4국
장 박기영 면담록; 1958년 7월 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
성 간부국장 김영학 면담록; 1958년 7월 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외무성 부상 박길룡 면담록; 1958년 7월 9일 조선노동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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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년 6월 17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년 7월 1일 조선민주주인
민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년 7월 28일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8년 8월 1
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년
8월 6일 북한 대사관 2등서기관 김명호 면담록; 1958년 8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8
년 8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신팔 면담록; 1958
년 8월 25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8년 9월 8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신팔 면
담록; 1958년 9월 1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2등서기
관 허도진 면담록; 1958년 9월 16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
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년 9월 23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
화국 대사관 2등서기관 허도진 면담록; 1958년 9월 28일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8년 10월
1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록; 1958
년 10월 10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환 면담
록; 1958년 12월 1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참사 박덕
환 면담록; 1958년 12월 22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신
팔 면담록; 1958년 12월 31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이신
팔 면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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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 면담록; 1959년 3월 1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관
김연규 면담록; 1959년 3월 2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덕화 면담록; 1959년 3월 26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덕화 면담록; 1959년 4월 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
관 김우종 면담록; 1959년 5월 1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관 김원룡 면담록; 1959년 5월 1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
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9년 5월 1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
사관 박덕화 면담록; 1959년 6월 3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9년 6월 5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
사관 박덕화 면담록; 1959년 6월 1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영
사 김동택 면담록; 1959년 6월 15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
김동택 면담록; 1959년 7월 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임시대리
대사 박덕화 면담록; 1959년 7월 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
김동택 면담록; 1959년 7월 4일 북한 외무상 남일 면담록; 1959
년 7월 8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덕화 면담록; 1959년
7월 14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9
년 7월 15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9년 7월 28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
록; 1959년 8월 2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박덕화 면담록;
1959년 8월 2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이신팔 면담록; 1959년 9
월 7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1등서기관 강병률 면담록; 1959년
10월 1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이신팔 면담록; 1959년 11월 13
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박덕화 면담록; 1959년 11월 17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박덕화 면담록; 1959년 11월 19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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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소 소개 및 소장 자료 현황

➊ 개요
■소속관청: 러시아연방 국방성
■주소: 142100 모스크바 주, 파돌스크, 키로바 거리 74번지
■전화: 4967-69-90-05
■열람실 이용시간: 월~목 9:00~17:00, 금 9:00~15:45
■지부: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
부, 하바롭스크 지부, 사마라 지부 등 전국에 19개
■문서보관소 변천사
•1936년 소련 국방인민위원부 문서과 조직
•1941년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오렌부르그 주 부줄루크 시로 이전
•1943년 소련 국방인민위원부 역사-자료과로 명칭 변경
•1945년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파돌스크로 이전 준비
•1946년 모스크바 주 파돌스크 시로 이전한 후 개축 건물로 재이
전하여 현재에 이름
•1947년 소련 국방성문서보관소로 재조직
•1975년 모든 군 기관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위상을 확보하여, 소
련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로 개칭
•1992년 잠시 독립국가연합 연방군문서보관소로 명명되다가, 러
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로 바뀌어 현재에 이름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연방예산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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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문서보관소 변천과 소장 자료 현황
국방성문서보관소는 1936년 7월 모스크바에서 소련 국방인민
위원부 문서과를 편성하여 문서보관소 체제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문서보관소는 잠시 모스크바를 떠나 오렌부
르그 주에 있는 부줄루크 시로 이전하였다가 2년 여 뒤에 다시 모
스크바 주 파돌스크 시로 옮겨오게 되었다. 그 사이 1943년에 그
명칭을 한번 더 역사-자료과로 변경하였다.
모스크바 근교로 이전해온 국방성문서보관소는 1946년에 파돌
스크 시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보존시설을 갖춘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왔다. 1947년 7월
부터 기관 명칭을 소련 국방성문서보관소로 새롭게 부여받았다.
그 이후로 소련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국방성문서보관소의
명칭이 몇 차례 약간씩 변경되다가 소련 붕괴 이후 1992년 잠시
독립국가연합 연방군문서보관소 명명되었다가, 러시아연방 국방
성중앙문서보관소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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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문서보관소는 사라토프스크 주 푸가초프 시에 국방성중앙
문서보관소의 분소를 개관하였다.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에는 소련 시기와 그 이후 현
재까지 국방 관련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문서보관소에는 1958
년까지의 소련군의 일체 문서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기부터 전
후 시기까지를 포괄하는 영구보존가치를 지닌 소련-러시아연방
국방성 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문서보관소에는 소련군 최고지휘
기관—국방성, 연방군 총사령부, 해군을 제외한 각 군 총사령부,
모든 종류의 특수부대 사령부—의 문서와 총정찰국 문서가 보관
되어 있다. 문서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군의 편성은 군 조직
자체의 편제(군관구-전선-군-사단-부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군은 대략 9만여 개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문서군에 포함
되어 있는 문서철은 약 1,800만 개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접근
하기 가장 어려운 문서보관소 중 하나이다. 자료 공개 절차가 까
다롭고 오래 걸린다. 하지만 국방성문서보관소에는 가장 많은 양
의 북한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물론 문서 자료의 전체 목록
과 각 문서군의 문서철 목록도 아직은 파악되어 있지 않다. 현재
까지 문서군의 경우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비서부>, <연해주군관
구 군사평의회>, <연해주군관구 정치지도부>, <25군사령관 비서
부>, <25군 군사평의회>, <25군 정치부>, <북한 주둔 소련 민정
청>, <북한 주둔 소련군 경무사령부>,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
단 비서부> 정도가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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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비서부 문서군은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문
제와 관련하여 북한 주둔 소련 민정청에서 작성된 문서로 구성되
어 있다. 1946년, 1947년, 1948년에 걸친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
한 문서철을 보면, 북한의 화폐개혁, 북조선 노동당 2차 대회, 북
조선천도교청우당 제2차 대회,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
석회의,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등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포함하
고 있다.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문서철에는 우선 군사평의회 결정과
명령 관련 문서들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소련군 부대의 운영과 관
련된 내용이지만,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과 연관된 내용도 적지
않다. 일제 시기 공장, 기업소 및 은행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양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국유화 법령 초안,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로 소련군이 접수했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이관 등
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46년 9월 28일 여운형이 김일성을 방
문했을 때 작성된 보고서와 여운형과 소련군 민정청장 로마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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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담기록 등이 주목할 만하다.
연해주군관구 정치국 문서군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 1945년
9~10월 소련 제1극동군 정치국과 제1극동군 사령관 바실레프스
키 원수 비서부에서 기록한 소련군 점령지역의 정치와 경제 상황,
조선 좌익운동 정세 등에 대한 보고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군의 자료들은 주로 연해주군관구 정치국에서 작성되어
소련군 총정치국에 제출되었고, 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
지하는 집회와 시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6차 확대집행위원
회, 북한의 라디오 방송,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
등에 관한 보고서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군에는 조선과 만주에 주둔한 소련군의 주민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위한 다양한 성명서, 전단지, 포스터들도 들어
있다. 소련군 장교를 위한 편람, 소련군 경무사령관을 위한 편람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편람은 소련군 장교들의 행적을 확인
하거나, 경무사령부의 북한 내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들이다.
25군 정치부 문서군에는 25군 참모장 팬코프스키가 작성한 대
일전 참전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1945년 8월 9~19일 소련
25군 전투활동 일지, 소련 제25군의 일본군 격퇴 전투활동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군에는 북한 주민 대상으로 한 정치
선전 사업 관련 자료가 특히 많다. 소련군 정치부의 특별 선전활
동, 북한 거주 일본인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사업, 수감자들에 대
한 정치사업, 조선어 라디오 방송, 일제의 반동사상 근절 대책, 북
한 내 간행물 검열사업 등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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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재 소련 민정청 문서군은 북한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서군이다. 북한 내 각도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
관련 문서철들은 해방 직후 북한 정치와 경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는 1945년 10월 10일자 소련
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명령서, 각도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 기록,
북한 보안기관 설립과 사업 방침, 25군 사령관과 연해주군사평의
회에서 작성된 총괄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조선 행정 10국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자료, 북조
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을 위해 1946년 2월에 개최된 북조선제정
당사회단체 각도인민위원회 대표자협의회 자료, 북조선인민위원
회 선거 관련 자료, 산업국유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민정청 문서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주둔 소련 민정
청 총괄보고서, 1945~1948>이다. 이 보고서는 민정청장 레베제
프를 중심으로 1945년 8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3년 동안 소련
군정 시기를 제1권 정치편, 제2권 경제편으로 나누어 작성한 결산
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남한의 미 군정청이 <미 군정 3년사>
를 남겼다면, 북한의 소 민정청은 <소련 민정청 총괄보고서>를 남
겼다고 할 수 있다.
문서군 가운데 또하나 주목할 것이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문서
철들이다. 이 문서군은 각도의 경무사령관이 소련군 민정담당 부
사령관에게 보고한 각도 경무사령부의 사업보고로 구성되어 있
다. 대부분 이 보고는 월간보고 형식을 갖고 있다. 각도 경무사령
관의 사업보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종교 등 도내
의 거의 모든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하는 형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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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화폐개혁 등 시기별로 주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되었다. 마
지막으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 문서군의 경우에는
러시아 외무성 문서보관소의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
의 그것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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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2_03C0001

문서번호

ф.19 оп.560 д.8

세부목록

1948년 3월 5일자 남북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3_01C0001

문서번호

ф.25A оп.166654 д.1

세부목록

1946년 2월 초 북한 토지개혁에 관한 상황보고; 북

한 토지개혁 법안(안); 1946년 3월 4일자 북한 토지개혁 법안;
1946년 6월 6일자로 소련 민정청장에게 보고된 김일성 서한;
1946년 3월 19일자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 관한 보고; 1946년 3월
12일자 김구, 이승만과 미·중 정부의 비밀협약에 관한 <조선인민
보> 기사 보고; 1946년 12월 22~30일 북한 보병사단에 대한 소
련 25군 사령부의 검열 결과 보고; 북한군 1보병사단 검열 의견;
1946년 12월 30일자 조선 국가 건설하는 데 개개 인사의 정치-도
덕적 상황에 관한 보고; 1947년 3월 26일자 북한 내무성 조직 관
련 보고; 1947년 4월 19일자 북한 해경 조직 관련 보고; 1947년 4
월 19일자 신의주 인민위원회 내무국장이 신의주 소련군 사령부
군사고문에게 보낸 편지; 1947년 4월 15일자 김일성이 25군 사령
관에게 보낸 편지; 1947년 5월 23일자 25군 사령관의 몇 가지 지
시사항; 1947년 7월 21일자 쉬티코프 성명과 관련된 지도급 인사
들의 반응에 대한 민정청 보고; 1947년 7월 22일자 김일성이 소련
사령관 코로트코프에게 보낸 보고; 1947년 7월 23일자 북조선 민
정청장 이그나치예프 보고; 1947년 4월 13일자 김일성이 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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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 법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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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민정청장에게 보고된
김일성 서한
(1946년 6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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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47년 8월 9일자 북한 주둔 소
련군 사령관 코로트코프가 연해주군관구 사령관에게 보낸 보고;
1947년 8월 1일자 김일성이 소련군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1947
년 8월 11일자 북한 민정청장 보고; 1947년 10월 20일자 북한 민
정청장 직무대리 이그나치예프의 보고; 스탈린에게 보고된 북한
농업 관련 보고서; 1946년 소련의 북한 관개 시스템 건설 원조에
관한 결정; 1947년 9월 16일자 38선 경계에 관한 내무국장 명령;
1948년 1월 27일자 북한 철도 수송력에 관한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3_02C0001

문서번호

ф.25A оп.532092 д.1

세부목록

1946년도 소련 25군 결정서 목록; 1946년 1월 15일

자 북한 내 일본인 물질-일상생활 개선에 관한 결정; 1946년 2월
4일자 북한 지방에서 채소와 감자의 가격 결정; 1946년 4월 15일
자 북한 주둔 소련군 군표 축소에 관한 결정; 1946년 6월 26일 평
양 펌프장과 급수장 검사 관련 결정; 1946년 6월 3~6일 평양 급
수 상황 점검 결과보고; 1946년 6월 28일 북한에서 철도로 수송되
는 석탄 공급 문제에 관한 결정; 1946년 7월 17일 북한에서 농산
물 준비 조달 조직에 관한 결정; 1946년 8월 6일 쿠쿠루즈 화학공
장에 고용된 직원의 급료 문제에 관한 결정; 1946년 7월 14일 일
본 피난민 급식 보장 문제에 관한 결정; 1946년 8월 20일 사리원
곡물 하적장 조직에 관한 결정; 1946년 9월 25일 1946년 북한에
서 채소 수매 가격 확정에 관한 결정; 1946년 10월 16일 북한에서
나무통 수매 가격에 관한 결정; 1946년 10월 16일 감자와 채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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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북한에서 채소 수매 가격 확정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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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한 짐마차 운임 확정에 관한 결정; 1946년 11월 20일 함경
북도에서 여물(비료) 매점 그룹(반, 부대) 조직에 관한 결정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2C0001

문서번호

ф.32 оп.11306 д.581

세부목록

1945년 10월 8일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 회의

개최에 관한 소련군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2C0002

문서번호

ф.32 оп.11306 д.682

세부목록

조선공산당 상황에 관한 보고(칼라시니코프); 1945년

9월 19일 북한에서 일간지 <조선신문> 발간 지시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2C0003

문서번호

ф.32 оп.11306 д.687

세부목록

1945년 9월 20일 한반도 소련군 주둔지역 상황에

관한 정보 요약(메크레르)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2C0004

문서번호

ф.32 оп.11306 д.692

세부목록

1945년 9월 13일 한반도 상황 정보 요약; 1945년 9

월 22일 소련군 주둔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에 관한 보고(크라스
케비치); 1945년 8월 24일 일본군 철수 과정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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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24일 일본군
철수 과정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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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3C0001

문서번호

ф.32 оп.11318 д.196

세부목록

조선 (장교를 위한 정보수첩); 군사령관을 위한 편

람(1945); 극동군 제7국에서 발간된 선전 자료 목록; <조선인들이
여!>(한국어 / 러시아어); 1945년 8월 8일자 <일본 정부에 보내는 소
비에트 정부의 성명>; 일본군 소속 조선인 병사들을 위한 소련군
통신문 No.1; 군경무관의 명령서 제1호; 1945년 8월 17일자 붉
은군대 총참모부의 발표; 포스터; 소련군 통신문 No.3; 스탈린 초
상화; 조선 주민들을 위한 소련군 통신문 No.2; 표어 No.1; 표어
No.6; 조선남녀들이여!; 조선남녀들이여! 청년남녀들이여!; 조선
사람들이여!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4C0001

문서번호

ф.32 оп.11542 д.235

세부목록

1947년 6월 15일 25군 정치국과 소련군 민정청에서

공동으로 작성된 북한 사회-정치 및 경제 상황 보고; 1947년 7월
21일 쉬티코프 성명과 관련한 상황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3C0002

문서번호

ф.32 оп.11542 д.241

세부목록

1947년 북한 인민경제 발전의 공식통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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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군 제7국에서 발간된 선전 자료, <조선사람들이여!>

군경무관의 명령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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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소속 조선인 병사들을 위한 소련군 통신문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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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7일자 붉은군대 총참모부의 발표

소련군 선전 전단지, <조선사람들이여!>

사료참조코드

ARU008_07_01C0001

문서번호

ф.127 оп.468007c д.4

세부목록

1948년 1월 14일 천도교 청우당에 관한 보고; 1947

년 11월 18~19일 개최된 제3차 북조선인민회의 활동 보고; 1948
년 1월 28일자 유엔 위원회 활동과 조선 주민의 정치 여론에 관한
보고; 1948년 2월 4일자 25군 정치국에서 작성된 천도교 청우당
에 관한 보고; 청우당에서 낡은 사조의 활동 강화 사실과 그같은
사조에 대한 공산당의 관계에 관한 보고; 1948년 2월 13일자 청우
당 당원과 천도교인에게 보낸 북조선 청우당 중앙위원회의 호소
문; 1948년 No.29 세계일보 기사 번역문; 1948년 2월 4일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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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청년대회 북조선 대표단 명단 보고; 1948년 2월 6~7일에 개
최된 제4차 북조선인민회의에 관한 보고; 1948년 5월 29일자 제
2차 북조선 노동당 회의 활동 결과 보고; 1948년 4월 2일자 북한
에서 라디오 방송망 조사서; 1948년 7월 17일자 제2차 청우당 대
회 결과 보고; 1948년 3월 5일 제1차 “천도교”당 중앙위원회 간부
회 결과 보고; 1948년 8월 10일자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준비 과
정에 관한 보고; 1948년 8월 10일자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 대
표자 회의 제2차 통합회의 결과 보고; 1948년 9월 9일자 조선최고
인민회의 선거에 관한 보고; 북한에서 해방 3주년 기념 행사 관련
보고; 1948년 8월 14일 북조선 민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스탈린에게 보낸 감사 전보문; 1948년 9월 14일자 조
선최고인민회의 선거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성원에 관
한 소련 민정청 자료; 1948년 5~9월 조선신문 평가에 관한 보고;
1948년 11월 11일자 소련군 39보병부대의 북조선 주민을 위한 사
업부서 관련 보고; 1948년 2월 12일자 조선인민군 열병식에 관한
보고; 1948년 1월 13일자 남한에서 유엔 위원회 방문 관련 주민
여론에 관한 보고; 1948년 2월 20~26일 인도에서 개최된 남동아
시아 청년대회에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대표단 참석에 관한 보고;
1948년 4~11월 일본군 포로 본국 송환 관련 연해주군관구 정치
국 특별선전과 업무계획 보고 공문; 1948년 11월 11~14일 북조
선민주청년동맹 3차대회 활동 보고; 1948년 12월 10일자 조선인
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소속 민족간부양성학교 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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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1C0001

문서번호

ф.142 оп.106479 д.1

세부목록

1947년 1월 10일 북조선인민위원회에게 전리품 양

도에 관한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 결정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2C0001

문서번호

ф.142 оп.106601 д.1

세부목록

1948년 6월 2일자 소련 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 대

학생 및 대학원생 교육에 관한 북조선인민위원회와 협약 체결 결
정; 소련 교육부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소련 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 대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안); 소련 교육부와 북조선인민위원
회의 1948년 소련 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 대학생 교육에 관한 협
약 프로토콜; 1948년 6월 26일자 소련 대학 교원 12명의 북한 파
견에 관한 명령서; 1948년 6월 26일자 크라스키노-호니오 철로
건설에 협약 체결 관련 명령서; 1947년 12월 23일자 북한 교수용
참고서, 설비, 대학 교재 제작에 관한 소련 내각회의 결정서; 소련
대외무역부의 북한 대학교를 위한 설비, 자료, 교수용 참고서 등
일람표(1947년 12월 23일자 소련 내각회의 결정서 붙임 자료 1); 1948
년 1분기 소련 대외무역부의 북한 대학교를 위한 교재, 참고서, 정
치 서적 일람표(1947년 12월 23일 소련 내각회의 붙임 자료2); 1948
년 1월 27일자 북조선인민위원회 인민경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관련 명령서; 1948년 1월 27일자 수풍(수이호)
수력발전소 댐 복구를 위한 기술자 지원 관련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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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 전리품의
양도에 관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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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3C0001

문서번호

ф.142 оп.107494 д.3

세부목록

1946년 10월 12일자 소련에 파견된 북한 민족 간부

를 위한 생필품 제공에 관한 연해주군관구 결정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4C0002

문서번호

ф.142 оп.432240c д.9

세부목록

1948년 10월 22일자 여순사건 관련 보고; 1947년 1

월 9일자 소련 방문 북한 대표단의 귀국 관련 보고; 1948년 5월
25일자 헌법안 검토 및 확정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차 특
별회의 활동 결과에 관한 보고; 1948년 3월 27~30일 북조선 노동
당 제2차 대회 활동 결과 보고; 1948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
회 제1차 간부회의에 관한 보고;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 활동
시작에 관한 정보;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 둘째날 활동에 관한
정보;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 셋째날 활동에 관한 정보; 노동
당 제2차 대회 일정 계획표 및 집행부 명단; 대회에서 낭독된 스탈
린에게 보내는 편지;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게 보내는 편지;
김일성이 낭독한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 북조
선 노동당 제2차 대회 결정(안); 북조선 노동당 규약의 수정 및 보
완에 관한 보고; 북조선 노동당 규약; 당 제2차 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및 후보 명단; 1948년 4월 3~4일 북조선 청우당 제
2차 대회 결과에 관한 보고; 1948년 3월 5일 “천도교” 당 중앙위
원회 제1차 간부회의 결과에 관한 정보; 청우당 제2차 대회 일정
계획; 청우당 제2차 대회에서 청우당 중앙위원회 결산보고; 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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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 결산보고에 대한 결정; 북조선 청우당 규약; 북조
선 청우당 강령; 청우당 2차 대회에서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 명
단; 청우당 2차 대회에서 채택된 남한 정부 분할 및 분리선거에 반
대하는 항의문;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 청우당 중앙위원회 당통제
위원회 활동 보고; 청우당 중앙위원 명단; 1948년 4월 19~23일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 1948년 7월 26일
자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준비와 관련된 북한 주민의 계층
별 상황 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수립에 관한 북조선
인민회의 6차 대회 결정 채택과 관련한 보고; 1948년 7월 북한 경
제 및 정치 상황에 관한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4C0001

문서번호

ф.142 оп.432240c д.11

세부목록

1948년 4월 28~2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안)에 관한 연해주군관구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5C0001

문서번호

ф.142 оп.432241c д.3

세부목록

1946년 11월 서울 언론 발췌; 1947년 2월 20일 북

조선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스탈린에게 보내는 편지; 1946년 8
월 남한 정치 상황에 관한 보고; 1947년 8월 22일자 북한에 미국
기자의 방문에 관한 보고; 1947년 7월 21일 쉬티코프 성명과 관
련된 정치 지도자들의 반응에 관한 보고; 1947년 11월 4일자 25
군 사령관에게 보낸 일본의 조총련 전권대표의 편지; 1947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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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안 검토 및 확정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차 특별회의 활동 결과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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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월 29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안)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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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안)(러시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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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일자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 정치위원회 결정 관련 북한 각
계층의 반응에 관한 보고; 1947년 12월 25일자 북한 화폐 교환 준
비 및 시행 결과 보고; 북한 화폐 교환에 관한 훈령; 1947년 12월
1일 북조선 민전의 호소문; 화폐 교환-주요 경제-정치 정책; 북
조선 신화폐 발행 및 구화폐 교환 방식에 관한 결정; 1947년 12월
1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의 성명; 1947년 11월 국제
정세와 9개국 공산당 대표자 협의회에 관한 주다노프 보고에 대한
북한 각 계층의 반응과 평가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6C0001

문서번호

ф.142 оп.540934 д.1

세부목록

1946년 7월 서울언론 공보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6C0002

문서번호

ф.142 оп.540934 д..2

세부목록

1946년 12월~1947년 1월 연해주군관구 쉬티코프

에게 보낸 전보문; 1947년 1월 24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1월 29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1월 30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3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4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7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
취록; 2월 10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11일자 서울 라
디오 방송 녹취록; 2월 12~13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15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2월 18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2월 25일 북한 농촌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2월 24

86

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2월 27일자 서울 언론 동
향; 3월 4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3월 5일 서울 라
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3월 6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3월 11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3월 11일
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3월 12일자 서울 라디오 방
송 녹취; 1947년 3월 25일 군정청 장관 회의 관련 정보보고; 1947
년 4월 1일 국제노동조합연맹 대표단 활동에 관한 보고; 1947년 4
월 7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11일자 서울 언론
동향; 1947년 4월 12일자 남한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정책에 관한
보고; 1947년 4월 13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14
일자 서울에서 정보보고; 1947년 4월 14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
취록; 1947년 4월 15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17~18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6C0003

문서번호

ф.142 оп.540934 д.4

세부목록

1947년 5월 4일자 남한 상황에 관한 자료; 1947년

4월 19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20~21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13~15일 북조선민주당 2차 대
회 활동 결과 보고; 1947년 4월 22~23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
록; 1947년 4월 4일 천도교당 1차 대회 활동 결과 보고; 1947년 4
월 24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24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첨부자료); 1947년 4월 24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
록(첨부자료); 4월 27~28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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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4일자 서울로부터 전
송된 정보보고; 1947년 4월 29일자 남한 정세보고; 1947년 5월 1
일 남한 정세보고; 1947년 5월 1일 북한 상황 보고; 1947년 5월
2~3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6일 남한 정세보고;
1947년 5월 6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7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9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
취록; 1947년 5월 14일자 군정 활동에 관한 남한 정세보고; 1947
년 5월 14일자 군정 활동에 관한 남한 정세보고; 1947년 5월 14일
자 구 총독부 전직 관료 동향에 관한 남한 정세보고; 1947년 5월
15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16일자 북한 내 주
둔 소련 사령관이 하지에게 보낸 편지; 1947년 5월 15일 북한 인
민위원회 2차 대회 활동 보고; 1947년 5월 16일자 미소공위 활동
재개에 대한 남한 정계 인사들의 반향 보고; 1947년 5월 16~20일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0일 미소공위 소련 대표
단 서울 방문 관련 정보보고; 1947년 5월 16일자 서울 라디오 방
송 녹취록; 1947년 5월 22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3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4일자 서울 라
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6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7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8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9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29일자 미소공위 활동 재개 관련 북한 각계
인사들의 반향에 관한 보고; 1947년 5월 30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5월 31일~6월 1일자 서울 언론보도 개관; 1947
년 5월 31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1일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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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2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3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3~5일
자 서울 언론보도 개관; 1947년 6월 4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
록; 1947년 6월 5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6일
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6~9일자 서울 언론보도
개관; 1947년 6월 7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9
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11일자 서울 라디오
방송 녹취록; 1947년 6월 10~13일자 서울 언론보도 개관

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7C0001

문서번호

ф.142 оп.540936 д.1

세부목록

김일성 평가서; 박헌영 평가서; 김책 평가서; 홍명

희 평가서; 정준택 평가서; 최용건 평가서; 최창익 평가서; 김원봉
평가서; 박민규 평가서; 허성택 평가서; 박일우 평가서; 법무부 장
관 이승엽 평가서; 장시우 평가서; 백남운 평가서; 보건부장관 이
병남 평가서; 이영 평가서; 김정주 평가서; 허정숙 평가서; 장해우
평가서; 김익선 평가서; 김두봉 평가서; 홍기주 평가서; 홍남기 평
가서; 강량욱 평가서; 이기영 평가서; 박정애 평가서; 나승규 평가
서; 유영준, 조운 평가서; 강수 평가서; 성주식 평가서; 김병제 평
가서; 임인정 평가서; 정순명 평가서; 구재수 평가서; 이구훈 평가
서; 장권 평가서; 김창준 평가서; 박윤길 평가서; 최경덕 평가서;
강진건 평가서; 김달현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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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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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8C0001

문서번호

ф.142 оп.551975c д.5

세부목록

1946년 2월 21일자 연해주군관구 병참관에게 보낸

서신; 1946년 2월 22일자 남한 미 군정 명령서 관련 보고; 1946
년 2월 23일 “천도교 청우협회” 대회 관련 보고; 1946년 3월 3일
북한 농민대회에서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 북한 농민대회 관련 보
고;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 관한 25군 사령부의 보고; 제2차
북한 농민대회 대표자들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 서울에서 개최
된 미소공위 회담에 관한 서울 언론 개관; 미소공위 회담 안건들;
1946년 3월 5일 채택된 북한 토지개혁 법안 추진 방법에 관한 훈
령; 미소공위 회담 내용에 관한 미 군정청의 보도 요약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1C0001

문서번호

ф.172 оп.614630 д.3

세부목록

북한 라디오 방송 및 간행물 현황 보고; 북한 법원과

검찰 현황 보고; 1945년 10월 20일 북한 보건 현황 보고; 북한 인
민교육과 문화-교양 기관 현황 보고; 남북한 지방 권력기구 상황
보고; 1945년 10월 24일자 중국 인민에게 보내는 장제스의 메시
지 번역문; 1945년 10월 20일자 조선 재정 및 재정제도 상황에 관
한 보고; 조선 철도 노선도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1C0002

문서번호

ф.172 оп.614630 д.4

세부목록

공산당 내부 해산과 3당 합당 문제; 스탈린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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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도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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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남조선 민전 호소문; 1946년 10월 20일 남한 미군사령부 관련
보고; 1946년 7월 15일 북한 당국에 보낸 여운형 서신; 1946년 7
월 15일 쿠즈네초프에게 보낸 메모; 1946년 7월 22일 쉬티코프에
게 보낸 문서; 쉬티코프에게 보낸 문서; 1946년 8월 15일 스탈린
에게 보낸 서신들; 1946년 9월 13일 소 군정 정치고문의 ‘1927년
조선공산당에 대한 재판 자료’에 관한 보고; 1946년 9월 27일 여
운형-로마넨코 대담록; 1946년 10월 7일자 이그나치예프의 허성
택 면담록 보고; 1946년 10월 19일자 3당합당 관련 자료; 1946년
10월 22일 박헌영의 서울 정보 보고; 1946년 10월 4일자 좌우합
작 7대 원칙(번역문); 1946년 10월 4일자 좌우합작위원회의 제안;
1946년 10월 18일 남한 파업운동 관련 간행물 개관 보고; 1946년
11월 28일 입법의원 명단 보고; 1946년 12월 13일자 <서울신문> 기
사 발췌 번역;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입법의원 개원에 관
한 하지의 인사말; 1946년 12월 17일자 남한 라디오 방송 발췌 보
고; 1947년 1월 1일자 북한에서 예산 지출 신규정; 1946년 12월
13일 소 군정청장 이그나치예프의 남한 입법의원 선거 여론 평가
에 관한 보고; 1946년 12월 14일자 남한 민주 단체에 관한 보고;
1946년 12월 23일자 남로당 기관지 <해방> 기사 발췌 보고; 북조
선 지방자치기관조직에 대한 근본원칙; 1946년 12월 23일자 <해
방>; 1946년 8월 16일자(?)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1946
년 8월 16일 박헌영의 원칙적이고 전술적인 오류(강진); 1946년
12월 23일자 남한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민전의 관계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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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지방자치기관조직에 대한 근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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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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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1946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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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1C0003

문서번호

ф.172 оп.614630 д.5

세부목록

노동당 대회 결정서(안) 비준 관련 보고; 정치노선에

관한 결정-조선공산당 재조직위원회(1945년 8월 20일); 1945년 8
월 27일 소련군 사령관에게 보낸 하얼빈 한인협회장의 서신; 하얼
빈 한인협회 규약; 1945년 8월 18일 조선에 현존하는 정당에 관한
조사 보고; 조선 민족-사회당 요약(1045년 9일 9일); 부르주아 민
족주의자 참고자료(1945년 9월 19일); 조선공산당 강령(1945년 9월
12일); 평안남도 공산당위원회 지도부 요약보고(1945년 9월 10일);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결정(8월 20일)에 관한 보고;
1945년 9월 20일 북한 공산당 조직회의 정보 요약; 1945년 9월
29일 조선공산당 종파투쟁 정보 요약; 1945년 9월 24일 서울에서
간행된 <소련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 1945년 10월 13일 평
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5도국 공산당 대회 정보 요약; 상공업에 대
한 결정(안); 토지 문제에 관한 결정(1945년 10월 13일 북조선 5도분
국회의); 평북 정치조직 및 사회단체; 프로레타리아 분파 활동가로

서 박헌영 폭로(조선공산당 선전부에서 작성되고, 1945년 9월 16일자
번역); 1945년 9월 12일자 당 개혁 방해 활동에 대한 노동자와 농

민을 향한 성명서; 조선 정부 수립의 방향성에 관한 훈령(1945년 8
월 25일 함남 공산당위원회에 의한 공포); 조선민주당에 의한 정부 구

성 명단(1945년 9월 23일 발표); 1945년 9월 21~29일 서울 상황
정보보고; 최익한 그룹의 테제(194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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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현존하는 정당에 관한
조사 보고(1945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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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1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16

세부목록

1946년 2월 9일자 모스크바 차란킴 동지를 위한 메

모; 1946년 3월 7일자 미소공위 활동을 위한 필수요원 구성안;
1946년 3월 14일 몰로토프에게 발송된 쉬티코프 전문; 로소프스
키에게 발송된 쉬티코프 전문; 1946년 3월 12일자 미소공위 회담
개최에 관한 소련 대표단장의 인사말; 1946년 3월 15일자 김구,
이승만 신상정보 전달 메모; 김구의 정치적 성향; 이승만 정치적
성향; 1946년 3월 29일자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의 훈령; 1946년
3월 24일자 몰로토프의 미소공위 관련 전문; 1946년 4월 2일자
로조프스키 전문; 1946년 4월 3일자 몰로토프 전문; 1946년 4월
6일자 호젠코 전문; 1946년 4월 9일자 로조프스키 전문; 1946년
4월 10일자 코로바노프 전문; 1946년 4월 14일 이그나치예프 전
문; 1946년 4월 16일자 로조프스키 전문; 1946년 4월 20일자 멘
쉬코프 전문; 1946년 4월 30일자 로조프스키 전문; 1946년 5월 3
일 로조프스키 전문; 1946년 5월 7일자 이반첸코 전문; 1946년 5
월 6일자 불가닌 전문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2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17a

세부목록

1945년 9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결정-정

치노선에 관한 결정; 조선에서 공산당 상황에 관한 요약 보고(수
신자: 불가닌); 조선에서 공산당 상황에 관하여(수신자:메레츠코프);

1945년 8월 9일~10월 15일 조선 및 만주에서 대민사업 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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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0월 27일(3~5시)
박헌영-하지 1차 면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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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45년 10월 7~11일 해지오(해주)에서 개최된 도 자치기구 대
표자 회의 결정에 관한 보고; 1945년 10월 14일에 평양에서 개최
된 신민주주의 조선 건설을 위한 집회 관련 보고; 1945년 10월 12
일자 북한 행정, 경제, 문화 상황에 관한 보고; 1945년 10월 8일
북한 각도 대표자 임시위원회 개최를 위한 치스차코프 축사; 1945
년 11월 25일자 조선 정치 상황에 대하여(발신자:쉬티코프, 수신자:
말렌코프); 1945년 9월 27일자 이영, 최익한의 정치적인 조서; 조

선 정세(1945년 9월 25일자 신문); 서울 대표단 방문 면담; 1945년
9월 25일 황해도당 위원회 비서 최경택 조서; 1945년 9월 27일 평
양 및 평남도 공산주의 조직에 관한 보고; 조선인민공화국 중앙
인민위원회 명단(1945년 9월 27일); 정강; 정치 활동에 관한 방책;
조선 노동대중을 위한 호소문(1945년 9월 7일); 조선인민공화국 인
민-정치 위원회 명단(1945년 9월 25일); 서울에 위치한 조선인민
공화국 중앙위원회 서류들(1945년 9월 14일); 대중 팸플릿-용감하
게 전진; 조선민주당 대표의 성명에 반대하는 항의문(1945년 9월
11일); 조선에서 공산당 상황에 관하여; 미 군정과 회담 결과(1945
년 11월 26일); 1945년 10월 27일(3~5시) 박헌영-하지 1차 면담

록; 1945년 11월 15일 박헌영-하지 2차 면담록; 1945년 11월 26
일 박헌영 뉴욕타임지 인터뷰; 우익 반동 민족주의자들에 관하여
(1945년 11월 26일)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3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18

세부목록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1946년 3월 16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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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설립일자, 대표, 회원수 포함); 1946년 7월 소련 전
문가 북한 파견 요청(수신자: 파뉴쉬킨); 파견자 명단; 1946년 9월
30일 남로당 지도부 강진의 편지; 1946년 10월 24일 청우당 관련
자료; 1946년 10월 31일 조선에서 전반적인 상황과 소련군사령부
의 활동에 관한 보고; 1946년 11월 23~24일 남조선 노동당 대회
결과 보고; 1946년 12월 12일 소련군 지도부의 물질적 조건과 정
치 도덕적 상황에 관한 보고; 조선인민군 창설에 필요한 병사 및
하사관 정치 면담 자료; 북조선인민위원회 대회 준비 및 추진 계
획(1946년 12월 31일)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4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19

세부목록

1946년 11월 15일 북조선 도, 시, 읍 인민위원회 선

거에 관한 결과 보고; 1946년 11월 26일 개최된 북조선임시인민
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보고; 1947년 4월 7~11일 개최된 북조선
농민연맹 읍, 면 농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 1947년 2월 25일 북
조선 농촌 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 1947년 1월 11일 개최된
북조선 민전 대회 보고; 소련과 미국 정부에 보낸 북조선인민위원
회 대회의 호소문(1947년 2월 20일)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5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0

세부목록

1946년 9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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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거 결과 통계 자료; 선거 결과에 관한 중앙선출위원회 통보;
도, 시, 읍, 면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에 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
회 결정(1946년 9월 5일); 북조선 도, 시, 읍, 면 인민위원회에 관
한 규정; 북조선 읍, 시, 도 인민위원회 선출 인원에 관한 규정;
1946년 9월 14일 선거 방식에 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946년 9월 18일 북조선 민전 선거 정강; 북조선 민전 주영하 위
원장의 보고서에 대한 민전 중앙위원회의 결정; 북조선 민전의 슬
로건; 1946년 11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호소문;
1946년 9월 북조선 도, 시, 읍 인민위원회 선거를 위한 선전소 설
립에 관한 결정; 임기고(?) 목사 설교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6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1

세부목록

평양 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 관련 자료(1946년 1

월); 북한 주민들의 정치 상황과 반동 투쟁 방안에 관한 정보(작성
자: 민정청 정치과장 이그나치예프); 1946년 5월 31일 북한 계성에

서 발생한 반소 테러 사건 관련 보고; 1946년 12월 4일 미소공위
관련 여론 정보; 일제하 조선 주민의 식량 공급 규준 관련 보고;
1947년 1월 18일 농민 자발적인 곡물 판매에 관한 동향 정보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7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2

세부목록

북조선 노동당원 정치학습을 위한 계획 방안; 조선 건

설을 위한 선서 번역문 발송(1946년 12월 31일); 194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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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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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사노프가 쉬티코프에게 발송한 자료들; 1946년 9월 26일 이
강국의 <남한 미 군정의 반동정치에 관한 보고>(초안); 1946년 9월
25일 여운형의 북한 방문에 관한 보고; 이강국의 <남한 미 군정의
반동정치에 관한 보고>(사본1); 1946년 9월 30일 조선 군사학교를
위한 정치 교양과 러시아어 강의안; 1946년 10월 9일 남한 미 군
정의 반동정치에 반대하는 북한 군중집회 결과 보고; 1946년 10
월 11일 김두봉의 남한 신민당 상황에 관한 보고; 1946년 10월 20
일 서울로부터 온 정보; 1946년 10월 3일자 한성일보 기사 번역
문; 1946년 10월 15일 서울로부터 온 정보; 1946년 11월 12일 중
국 요동반도 소련군 행정조직 건설에 관한 보고; 1946년 12월 10
일 북조선 임시 형법 법전 안과 북조선 읍면 인민위원회 선거 상
황에 관한 보고; 1946년 12월 27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엔
의 조사 보고 실시와 관련해서 쉬티코프의 의견 검토 요청; 1946
년 12월 27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엔의 조사 보고 추진 현황
에 관한 자료; 1946년 12월 29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엔 조
사 보고 실시와 관련해서 북한 민정청장 로마넨코에게 통지; 1946
년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 활동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6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3

세부목록

1948년 5월 16일 조선 정치 상황에 관한 보고; 스탈

린에게 발송된 조선공산당 상황에 관한 보고; 소련군에 의해 조사
된 북한 공업 기업(공장)에 관한 정보;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관한
정보; 소련 고등교육기관에 파견된 북조선 청소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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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14일 소련 정부의 북한 파견 명단; 1946년 11월 13일
북한에 인쇄소 설립을 위한 물자 지원 요청; 1946년 11월 13일 북
한 선거와 임시인민위원회 자료 촬영 필림의 우송; 북조선 공산당
정보 자료(말렌코프, 불가닌, 쉬킨에게 발송)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6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4

세부목록

1946년 5월 1일 북한 경제 및 정치 상황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8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5

세부목록

1946년 5월 3일 북한 정당에 관한 정보보고; 1946

년 7월 15일 남한 사회노동당과 관계에 관한 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안); 8월 30일에 채택될 노동당의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
문(안); 1946년 9월 1일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통계; 조선공산당
에서 종파투쟁에 관한 보고; 하지 미 군정청장에게 보내는 북조
선민전위원회 호소문; 남북한 민주 단체가 입법기관을 보이코트
하다; 1946년 9월 18일 민전위원회 대회 보고; 11월 22~24일 남
조선 노동당 대회 결과 보고; 1946년 11월 1일 미 군정의 탄압 강
화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 북조선 노동당 규약(안); 조선공산당 강
령; 당 중앙위원회 강화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정당과 그 평
가; 북조선 정당; 1946년 12월 31일 공산당 요약 정보; 1946년 12
월 10일 태평양직업동맹 조직에 관한 조선 및 일본 직업동맹의 제
안; 1946년 12월 29일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하지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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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편지; 북조선 노동당 강령(안); 합당에 관해 조선인민당 중앙위
원회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메시지; 3당 합당 선언문; 북
조선 신인민당과 공산당의 합당 계획; 신인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보낸 편지; 남한에서 노동당으로 합당 계획; 남한에서 3당 합당 선
언; 남한에서 3당 합당 관련 인민당 중앙위원회 메시지에 대한 공
산당 중앙위원회 답변; 3당 합당 관련 인민당 중앙위원회의 메시
지; 남조선 노동당 강령; 북조선 노동당 강령; 남조선 노동당 강령
(안); 북조선 민전 규정; 북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에서 북

조선 신인민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답신; 북조선 신인민당과 공산
당 합당 선언; 남조선 공산당과 인민당 합당 과정에 관한 보고; 북
조선에서 당면과제 추진계획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09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6

세부목록

1946년 8월 19일 북조선 공산당 조직국 인사과장

무정의 소련 유학 파견에 관한 공문; 1946년 10월 20일 소련에서
파견된 고려인 현황 보고; 고려인 파견 명단; 1946년 11월 1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를 위한 지원 장교 명부; 북조선 소비협동
조합 조직 관련한 정보; 1946년 11월 29일 남조선 노동당 간부 평
가서; 1946년 12월 10일자 북조선 공업국 경리의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보고; 1946년 1월 2일자 북한 민정청장 앞으로 보낸 북조선
보안국 직원의 민원; 1946년 2월 25일 북조선 보안국 직원 민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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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10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д.27

세부목록

사회-경제, 군역사, 예술 및 교과 서적 목록; 1947~

1948년 북한에 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문 요원 명부; 북한 인민교
육 및 문화 건설에 관한 정보; 1946년 10월 5일자 북한에 대학 설
립 관련 소련 전문 요원 파견 건; 북한에 대학 설립 관련 소련 정
부의 회신 내용; 1946년 10월 25일자 북한에 대학 설립에 필요
한 전문 요원의 대우 조건; 북한에 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문 요원
의 대우 조건을 소련 교육성 장관에게 전송; 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문 요원 대우조건을 쉬티코프에게 전송; 1946년 9월 1일자 북
한의 학교 수와 학생 수에 관한 정보; 1946년 10월 1일자 북한에
고등교육기관 정보; 1946년 10월 1일자 북한의 성년 학교 정보;
1946년 10월 1일자 북한 대학에서 접수 결과에 관한 보고; 1946
년 9월 1일자 북한의 교육기관 교원에 관한 정보; 북한 지방 관청
의 교재 인쇄 및 신문, 잡지 발간에 관한 정보; 북한의 대학 내 직
원 수; 1946년 10월 30일자 북한 대학 설립을 위한 교재 및 과학
도서 우송 관련 레닌국립대학교 공문; 1946년 10월 4일자 북한 대
학 설립에 필요한 교재 및 과학 도서 협조 요청; 1946년 10월 26
일자 북한 내 교재, 정치, 예술 서적 인쇄를 위한 협조 요청; 쉬티
코프에게 발송된 대학 설립 관련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서, 대학 설
립에 관한 정보, 김일성, 김두봉이 서명한 편지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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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11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8

세부목록

북한 철도에 관한 정보; 북한 금융기관에 관한 정

보; 1946년 12월 1일자 생필품과 공업제품의 시장가격에 관한 정
보; 농업, 보건, 통신, 유통, 재정, 공업, 교통 등 각 분야 과제들;
북조선 공업성 조직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 하지에게
보낸 김일성 편지(붙임: 1945년 8월 15일~1947년 1월 1일 전력 계
산서); 1946년 4월 27일자 토지개혁 결과보고의 숫자 불일치 관

련 수정 요청; 북한 토지개혁 결과; 북한에 소련군 진주 이전의 일
본 물자 목록; 북한에서 노획된 부동산 목록; 1946년 8월 30일 북
한에서 관개시설 건설에 관한 정보; 1946년 하반기 북한 중공업
기업체의 생산 계획; 1946년 9월 12일 원산 석유증류 공장 계량
용 계기의 설비와 관리 등에 관한 보고; 1946년 9월 11일 북한 산
림 및 임업 현황에 관한 정보; 1946년 9월 12일 북한에서 일본 공
업, 철도, 도로, 통신 등에 관한 정보; 북한 중공업 기반에 관한 정
보; 북한에서 이전 일본 기업에 관한 정보; 1946년 8월 1일자 북
한 철도, 운수 공장, 자동차 운송 등의 평균 가치; 북한 공업성 제
철공업국 정원 및 봉급표; 비철금속국 정원 및 봉급표; 광업국 정
원 및 봉급표; 화학공업국 정원 및 봉급표; 발전소국 정원 및 봉급
표; 공업-기술과 정원 및 봉급표; 경공업 식료품업국 정원 및 봉
급표 등; 제철공업국의 기업체 목록; 비철금속국 기업체 목록; 광
업국 기업체 목록 등; 북조선 공업성 조직도; 북한 공업 원조를 위
한 소련 전문가 파견 현황; 1946년 10월 북조선 중앙은행에서 소
련 화폐 업무 점검 결과에 관한 보고; 1946년 12월 21일 쉬티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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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에게 보낸 김일성
편지(러시아어 번역본)

110

가 로마렌코에게 보낸 공문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12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29

세부목록

북조선인민위원회 규정; 북조선인민위원회 대회를

위한 치스차코프 사령관의 축사; 소련과 미국 정부에게 보낸 북조
선인민위원회 메시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족 간부에 관한
결정; 북조선 도, 시, 읍, 면 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1946년 9월 5
일); 북한 민전 선거 강령; 북조선 노동법 논의 과정에 관한 보고

들; 1946년 9월 14일 도, 시, 읍 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1946년 11월 11일자 북조선 시, 읍, 도 인민위
원회 선거 결과에 관한 보고; 북조선 도, 시, 읍 인민위원회 선거
에 관한 정보;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 집회에 관한 보
고; 1946년 11월 3일(자정) 북조선 도, 읍, 시 인민위원회 선거 투
표 사전 결과에 관한 정보; 치스차코프 장군의 북한 인민에게 보
내는 신년 메시지 초안; 1946년 12월 9일자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역사교육 관련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지시; 남한 입법기관, 선
거 등에 관한 자료 수집에 관한 지시; 남한의 미군사령부 정책 폭
로에 관한 지시

사료참조코드

ARU008_10_02C0013

문서번호

ф.172 оп.614631 д.30

세부목록

미국 제7보병사단장 아놀드 등 미군 지휘관들에 대

한 신상정보(1946년 1월 7일); 1946년 5월 8일 쉬티코프와 하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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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록; 미소공위 활동 중단의 원인에 관한 보고(1946년 5월 14일);
서울에서 미소공위 활동에 관하여(1946년 5월 16일); 남한 주둔 미
제24군 사령관 하지에게 보낸 편지; 1946년 7월 16일 미소공위
소련 대표 쉬티코프에게 보낸 편지; 1946년 8월 12일 하지가 치
스차코프에게 보낸 편지; 미소공위 대표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미소공위 활동 재개의 난관 등 신문 기사 번역문들; 1946년 10월
3일 평양에서 개최된 미소공위 회담 보고; 1946년 10월 5일 번즈
와 조만식 대담 기록; 1946년 10월 6일 번즈와 김일성 대담 기록;
1946년 10월 19일 치스차코프에게 보낸 편지; 미소공위 활동 재
개 요청(1946년 10월 17일); 1946년 10월 26일 하지에게 보낸 편
지; 1946년 11월 1일 치스차코프에게 보낸 편지; 1946년 11월 26
일 하지에게 보낸 편지; 1946년 11월 24일 치스차코프에게 보낸
편지; 1946년 12월 24일 치스차코프에게 보낸 편지; 치스차코프
의 답신;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 모스크바 3상회의 1주년 관련 정
세보고(1946년 12월 15일); 임시정부 수립 관련 정보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11_01C0001

문서번호

ф.234 оп.3225 д.28

세부목록

제25군 제7과의 대민사업 소련 병사와 주민들 간의

사업 보고(1945년 9월 14일)

사료참조코드

ARU008_11_01C0002

문서번호

ф.234 оп.3225 д.47

세부목록

1945년 8월 21일 일본군 포로의 분위기와 행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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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군 당-정치사업 보고; 북한 주민 정세보고(1945년 9월 25일);
평남 도당위원회 조직구조에 관한 보고(1945년 9월 21일); 1945년
9월 24일~10월 6일 신의주 경무사령부 정치사업 보고

사료참조코드

ARU008_13_01C0001

문서번호

ф.379 оп.11019 д.8

25군 전투일지(1945년 8월 9~19일); 1945년 8월 9~19일 소련 25
군 전투일지

사료참조코드

ARU008_13_01C0002

문서번호

ф.379 оп.11019 д.9

25군 전투일지 부록

사료참조코드

ARU008_13_08C0002

문서번호

ф.379 оп.532092 д.2

세부목록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의 결정과 지시;

1945년 12월 25일 연해주군관구 군부대에 의한 만주와 북한 지역
조달; 1946년 연해주군관구 내 군부대 부업 경영에 대하여; 북한
주민의 30가지 종류 질병 퇴치, 예방 대책; 소련군 25군 군수 및
병참 업무 상황 보고; 1946년 8월 12일 주정공장 현황 보고; 1946
년 7월 13일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가 25군 사령관 치
스차코프에게 보낸 공문; 1946년 8월 14일 감자와 야채의 급양 문
제에 대하여; 1946년 9월 24일 소련군 25군 군사평의회 레베제프
소장에게 보낸 편지; 소련군 25군 군사평의회 레베제프 소장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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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1946년 8월 25일 소련군 25군 군사평의회에 보낸 보고; 1946
년 8월 28일 839연대장 코무니쉰 신상문제 보고; 1946년 1월 30
일 트랙터 수리 문제에 대하여; 1946녀 5월 20~30일 남한 정보
자료 보고(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 폴라스키); 레베제프 소장이 남한
정보 자료를 연해주군관구 정치부장 소로키 중장에게 보고; 남한
으로부터 38선 월경자에 대하여(1946년 6월 22일); 신화폐 견본 발
송에 대하여(1946년 8월 12일); 소련군 25군 군사평의회 레베제프
소장이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쉬티코프에게 보낸 서신(1946년
8월); 북한 주둔 소련군 장교의 가족 초청 건에 대하여(1946년 9월
18일); 1946년 9월 27일 로마넨코와 여운형 대담 기록; 원산 주둔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고(1946년 9월 4일
원산시 군경무사령부 알렉산드로프 소령의 보고); 소련군 25군 사령부

이즈마일로프 중좌의 부인 특사 요청 건(1946년 10월 1일); 소련군
25군 사령부 푸할스키 중위 모친의 북한 입국 요청 건(1946년 11
월 27일); 북한 기업체와 은행의 양도에 대하여(1946년 12월 3일);

1946년 12월 11일 운전 규칙 위반사건에 대한 보고; 1946년 12월
24일 세계 각국 헌법 발송에 관한 보고; 1946년 11월 연해주군관
구 25군 군사재판소장 마르첸코 중령의 근무평가서; 소련군 장교
들의 편지(1946년 9월 20일); 소련군 장교들의 편지(1946년 9월 24
일); 신화폐에 관한 보고(1946년 8월 2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유화 법령 초안 발송(1946년 8월 5일); 소련군 관할 일본인
재산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양도에 대하여(194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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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정치사
국립문서보관소

문서보관소 소개 및 소장 자료 현황

➊ 개요
■소속관청: 러시아연방 기록청(Феде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Агенство)
■주소: 125609, 모스크바, 발리사야 드미트로프카 거리 151번지
■전화: 495-694-51-12
■팩스: 495-692-90-17
■E-mail: rgaspi@inbox.ru
■근무시간: 월 12:00~20:00 / 화·목 11:00~17:00 / 수 10:00~
17:30 / 금 9:30~16:30
■소장: А. К. 소로킨
■문서보관소 변천사
•1919~1943년: 제3(공산주의)인터내셔널 문서보관소(코민테른
문서보관소) 설립

•1920~1928년: 전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부설 10월혁명 /
러시아 공산당사 문서보관소 설립
•1921~1931년: 소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부설 K. 마르크스·F. 엥
겔스 연구소 설립
•1923~1931년: 전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부설 V. I. 레닌 연
구소 설립
•1931~1954년: 전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 부설 마르크스·엥
겔스·레닌 연구소 중앙당문서보관소로 통합
•1954~1956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설 마르크스·엥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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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닌·스탈린 연구소 중앙당문서보관소로 명명
•1956~1991년 3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설 마르크스주
의-레닌주의 연구소 중앙당문서보관소로 명명
•1991년 4~10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이론 및 역
사 연구소 중앙당문서보관소로 명명
•1991~1999년: 러시아 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로 명명
•1999~현재: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로

명명

➋ 소장 자료 현황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에는 1760~1993년 시기에
생산된 500여 개의 문서군, 150만여 개 문서철을 소장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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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 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유럽 사회·정치사
관련 문서(17∼19세기 초), 근현대 러시아 정치사 관련 문서(19세
기 말∼20세기), 국제노동운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 관련 문

서(1860년대∼1950년대 말)가 그것이다.
서유럽 사회·정치사 관련 문서(17~19세기 초)들은 주로 사회사
상사, 노동운동사 관련 문서군과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군과 컬렉션은 주제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가
프랑스대혁명, 파리코뮌(1871), 1830년과 1848년 프랑스, 독일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적 사건 및 19세기 서유럽의 노동
자운동, 사회운동 및 그 단체들에 대한 문서들이다. 두 번째가 마
르크스와 엥겔스의 문서 컬렉션이다. 여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
스의 가족들, 후계자 및 지지자들의 문서군과 컬렉션도 포함된다.
이들 문서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운동, 노
동운동 지도자들의 개인 문서군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현대사 관련 문서(19세기 말∼20세기)들은 크게 세 부류
로 나뉜다. 첫째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문서들(볼셰비키와 멘셰
비키)이다. 두 번째는 레닌의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레닌의 필사

문서, 레닌의 비서부 자료, 인민위원회의 의사록, 노동국방위원회
등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부분은 소련 공산당의 최고 지
도기관들, 중앙당 조직들에서 생산된 문서들, 1917∼1991년 시
기 당 교육 및 학술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진다. 부하
린, 보로쉴로프, 제르진스키, 쥐다노프, 지노비예프, 칼리닌, 카메
네프, 스탈린, 트로츠키 등 볼셰비키 정당의 지도자들의 문서들로
이루어진 개인 문서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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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운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 관련 문서들에는 제
1, 제2, 제3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노동자인터내셔널,
공산당·노동당 정보국(코민포름)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민테
른 집행위원회 문서들은 13만여 개 문서철로 이루어진 방대한 문
서군을 이루고 있다. 그 외 문서군은 코민테른 대회, 각국 공산당,
코민테른에 가입한 국제조직들―국제공산청년동맹, 적색노동조
합인터내셔널(프로핀테른), 국제혁명운동자구원회(모프르)의 문서
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2년 이후부터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는 현대 러
시아 정당 사회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조
직된 노동자 노동조합운동 정보센터로부터 노동조합 및 정당 자
료와 약 400건에 달하는 지하 비밀 출판물 컬렉션을 수집했다.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에는 1918~1953년 시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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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을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
서부 문서철들이 보관되어 있다. 1918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문
서군 가운데 보다 중요한 개인 문서철들(예를 들면 부하린과 트로츠
키 문서군의 일부 문서철과 일부 스탈린 문서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러

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대
통령문서보관소로부터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로 1952
년 이전 시기의 상당한 양의 문서철 컬렉션이 이관되었고 이중 일
부는 이미 비밀해제 작업이 종료되었다.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 가운데 조선공산당 관련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제 시기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거나,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대
해 분석할 때 코민테른과 조선공산당 관련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코민테른 문서는 조선공산당이 직접 생산한 문서뿐만
아니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 조선위원회 등 코민테
른 기구들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임
시정부,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천도교, 노동·농민·청년·학생
운동 등 일제 시기 한국 독립운동 전반에 걸친 사료도 포함한다.
소련 공산당 문서에는 해방 이후 남북한 현대사, 6.25전쟁, 소련
의 대한정책 관련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코민테른(공산주의인터내셔녈, 제3인터내셔널)은 세계 각국 공산당
을 통합시키는 국제적인 공산주의운동 조직이다. 코민테른은 대
회에서 채택되는 강령적 문서들과 규약에 기초하여 활동했다. 코
민테른은 1919년 3월 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공산주의협의
회(코민테른 창립대회)에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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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코민테른의 최고기관이다. 대회는 1919~1935년 사이
에 7차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채택되는 결정들은 코민테른에 가
입한 공산당들과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대회는
코민테른의 지도기관인 집행위원회를 선거했다. 코민테른에는 그
지부 자격으로 국제공산청년동맹이 가입해 있었다. 코민테른에는
대중적인 국제조직들―적색노동조합인터내셔널, 국제혁명운동자
구원회, 국제노동자원호회, 농민인터내셔널 등도 가입했다.
코민테른은 1943년 5월 13일 코민테른의 해산에 대한 집행위원
회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그 활동을 중지했다. 코민테른에서 생성
된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문서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민테른 대회,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그 기구, 코민테른에 가입
한 국제조직들, 코민테른의 교육기관들, 코민테른에 가입한 세계
각국 공산당 문서 등이다.
코민테른은 그 활동 기간 동안 세계 67개국의 공산당을 지부로
구성되었다. 각국 공산당 문서군은 코민테른의 지부로서 활동한
각국 공산당이 생산한 문서자료를 모아 놓은 것인데, 여기에 일제
시기 코민테른의 지부로 활동한 조선공산당 문서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공
산당 문서군(ф.495)은 하위 문서군 2개(оп.135, оп.136), 문서철
207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된 자료는 문서철
167개 정도다.
코민테른 자료는 조선공산당이 직접 생산한 자료뿐만 아니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 조선위원회 등 코민테른 기구
들에서 생산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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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조선공산당, 천도교, 노동·농민·청년·학생 운동 등 일제
시기 한국 독립운동 전반에 걸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
련 공산당 문서에는 해방 이후 남북한 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은 한국 독립운동사
와 남북한 현대사 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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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

세부목록

니쥐니 니꼴라예프스키 고려인협회 총회 의사록 및

고려공산당 옴스크 시 야체이카의 창설과 러시아 공산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성명(1919년 11월 21일); 옴스크
시 고려공산당 14인 성명(1919년 11월 21일); 니쥐니 니콜라예프
스키 고려인협회 총회 의사록(1919년 12월 28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2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4

세부목록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치타그룹과 상해그룹

에 대한 관계)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

세부목록

대한국민의회 의장, 조선독립선언(1919년 3월 17일);

전러시아한족총회규약(1919년 9월)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8

세부목록

공산당 한인부에 대한 결정서(안)(1920년 1월 29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결정서(192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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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독립선언문(191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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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9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 동양민족부

와 조선인 부대 대표들의 극비 회의 의사록(1920년 9월 13일); 러
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이 지노비예프에게 보낸 전
문, 박진순에 대하여(1920년 10월 18일); 부르트만의 전문(1920년
12월 17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0

세부목록

동양민족부 간부회와 한인과 합동회의 의사록(1920

년 9월 19일); 동양 민족부 한인과 기술직원 명부(1920년 9월 25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 동양민족부 사업에 대한
보고(1920년 10월 7일);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국 동양민족부 간

동양 민족부 한인과 기술직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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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학교 조선인 명부

이동휘가
레닌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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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합동 회의 의사록(1920년 11월
29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1

세부목록

대한국민의회 의장 문창범이 포타포프 장군에게 보

낸 서한(1920년 1월 20일); 이동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포타포
프 장군에게 보낸 서한(1920년 1월 20일); 당학교에서 수학중인 조
선인 명부(1920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
가 레닌에게 보낸 서한(1920년 5월 2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가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 전권위원 얀손에게 보낸 서한(1920년 5
월 29일); 곤차로프가 외무인민위원 카라얀과 동양과 얀손에게 보

내는 서한;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한인노동자회 규약; 포타포프가
1920년 11월 25일 외무인민위원부에 제출한 조선어 문서 목록;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대한국민의회 의장 문창범이 포타포프 장군
에게 보낸 서한; 톰스크 시 한인회가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및 시베리아 전권위원에게 보낸 성명서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8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2

세부목록

러시아 각 지역 한인단체 대표자들과 러시아 외무인

민위원부 대표 얀손 동지의 연합회의 의사록(1920년 5월 30일); 러
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고려부 회의 의사록 No.4(1920년
12월 29일); 러시아 공산당 고려부 명부

03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

127

러시아 공산당
고려부 명부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0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3

세부목록

김동한, 이동휘 등 고려공산당 연합 중앙위원회 위

원들이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에 제출한 특별 견해
(1920년 6월 6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한인부 총무

과장 박애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19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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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4

세부목록

고려공산당 야체이카 회의 의사록 No.1(1920년 3

월 7일); 고려공산당 야체이카 회의 의사록 No.2(1920년 3월 18
일); 러시아 공산당 이르쿠츠크 주위원회 산하 한인부 회의 의사록

No.3(1920년 3월 21일); 러시아 공산당 이르쿠츠크 주위원회 산하
한인부 총회 의사록 No.4(1920년 3월 23일); 이르쿠츠크 시 러시
아 공산당 한인부 임시 정원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5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간부회,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극동과 코르뷰로, 연해주의 조선인 책임일꾼들 연합회의
결정서; 결정서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2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

세부목록

공산당 이르쿠츠크 위원회 의사록 발췌(1920년 3월

25일); 전권위원 대리, 러시아 공산당 주위원회 한인부 동지들에

게(1920년 4월 28일); 소수민족과장, 러시아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한인부 서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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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 동양민족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보고서(1920년 10월); 고려공산단체 중
앙위원회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서한(1920년 11월
1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

세부목록

고려공산당 규칙; 고려공산당 강령 초안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9

세부목록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1920

년 7월 2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1920년
8월 2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3(1920년 8
월 5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4(1920년 8월
6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5(1920년 8월 12
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6(1920년 8월 19
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긴급회의 의사록 No.7(1920년 8월
20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특별회의 의사록 No.8(1920년 8
월 25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9(1920년 8
월 26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0(1920년 9
월 2일); 의사록(1920년 9월 5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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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No.11(1920년 9월 7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
사록 No.12(1920년 9월 9~10일); 연계 확립과 정치적 문제의 해
결을 위해 극동에서 온 김 동지가 1920년 9월 9~10일 고려공산
단체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보고서;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
회 비서의 보고; 동양민족부 한인과의 사업에 대하여; 9월 10일
치따에서 온 안의 동지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행
한 보고(1920년 9월 10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3(1920년 9월 14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남만춘 동지의 보고서에 보낸 보고서; 중앙위원회 각과 사업 조정
및 중앙위원회의 권위 강화에 대하여(1920년 9월 14일); 고려공산
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4(1920년 9월 16일); 고려공산
단체 중앙위원회와 동양민족부 회의 의사록(1920년 9월 17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5(1920년 9월 23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6(1920년 10월 22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7(1920년 10월 28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8(1920년 11월 2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위원 남만춘 동지의 보고서; 베르네우진
스크 파견 결과에 대하여(1920년 11월 13일); 상하이에서 온 이괄
동지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와 서한(1920년 9
월 22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9(1920년 11
월 4일); 고려인중앙선전의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1920
년 11월 2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0(1920
년 11월 11일); 고려공산당 극동위원회 위원 박창인의 보고; 연해

주의 정세에 대하여(1920년 11월 13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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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을 위해 극동에 파견되는 대표들을 위한 훈령;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와 조선인 당 활동가 회의 의사록 No.21(1920년 11
월 17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2(1920년 11
월 18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와 동양민족부 한인과 책임 일

꾼들과의 연합회의 의사록 No.23(1920년 11월 22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4(1920년 11월 24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5(1920년 11월 26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6(1920년 12월 1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7(1920년 12월 3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8(1920년 12월 13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9(1920년 12월 24일); 고려공산단
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30(1920년 12월 27일); 채, 전로고
려공산단체 대표자대회 보고서; 당대회에서 채택된 현단계에 대
한 결정서(1920년 7월 12일); 우르기 출신 이괄 동지의 서한(1920
년 8월 30일); 이성, 박승만, 김철훈, 채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

회에 보낸 서한(1920년 12월 23일); 1920년 고려공산단체 중앙위
원회 출판부 신문 “동아공산” 보고(1920년 12월 30일); 고려인중앙
선전의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3(1920년 11월 26일); 고려
인중앙선전의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4(1920년 12월 20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1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한인부 대표의 보

고서(19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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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2

세부목록

박진순이 카라한에게 보낸 공개서한(1920년 1월 18

일); 사회당 규약(1920년 1월 25일); 한인사회당 중앙위원회 조선

대표단 전권위원 박진순의 보고서(1920년 1월); 박진순이 레프 미
하일로비치에게 보낸 서한(1920년 4월 5일); 박진순이 지노비예
프에게 보낸 서한(1920년 6월 30일); 한형권, 동아시아의 일반정
세, 조선어에서 번역(1920년 6월 28일); 박진순, 조선에서의 여성
운동(1920년 8월 16일); 박진순, 위대한 진보(1920년 8월); 박진순
이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 부위원 카라한에게 보낸 전문(1920년
10월 17일); 한인사회당 대표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낸 보고

서(1920년 11월 11일); 김동한, 김성우, 아파나시, 공진우, 장기영,
이노만, 이누일, 고려공산당 창설 문제에 대한 보고서; 조선노동
당 대표 리의 보고서(1920년 11월 23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8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5

세부목록

이르쿠츠크 한족회 규약; 옴스크 한족회 소비조합

규약; 옴스크 한인청년회 규약; 치타한족회 특별총회 회의록(1923
년 1월 28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1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6

세부목록

조선대표단 대표들과의 대담; 극동의 정세와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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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권, 동아시아의 일반 정세(러시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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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운동; 조선인 단체 “신민단”에 대한 이인섭 동지의 보고(1920
년 7월 13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8

세부목록

박애가 핀쿠안 동지에게 보낸 서한(1921년 4월 30

일); 김동한, 장기영, 홍진우, 김성우, 이르쿠츠크 당 대회에 참여

한 러시아 공산당 프리모르, 프리아무르, 아무르 주 위원회 조선
공산단체 대표자들의 보고서; 조선 문제에 대한 회의 의사록(1921
년 11월 12일); 김동한이 트로츠키 동지에게 보낸 서한(1921년 10
월 28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9

이르쿠츠크에서 온 전문, 코민테른 서기 코베츠키, 코민테른 국제
협력과장 베르크, 외무인민위원 카라한, 외무인민위원부 얀손, 러
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양과장 트릴리세르에게(1921년 5월 21
일); 한인부 서기가 트릴리세르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1921년 7
월 10일); 모스크바 코민테른 동양과장 트릴리세르 동지에게 보내

진 유학생 명단; 이르쿠츠크에서 온 전문, 코민테른 서기 코베츠
키, 퍄트니츠키, 외무인민위원 치체린, 외무인민위원부 극동과장
두호프스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과장 트릴리세르에게(1921
년 7월 13일); 이르쿠츠크에서 온 전문, 치체린, 두호프스키, 트릴

리세르에게(1921년 9월 23일); 이르쿠츠크에서 온 전문, 코베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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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조선공산단체
대표자 보고서(김동한,
장기영, 홍진우, 김성우)

136

김동한이 트로츠키에게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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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 외무인민위원 카라한, 외무인민위원부 극동과장 두호프
스키,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동양과장 트릴리세르에게(1921
년 6월 20일); 슈마츠키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사파로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1921년 12월 3일); 코민테른 전권위원 슈마츠키, 코민
테른 동양비서부 사파로프에게 보내는 공용전문, 극동과장 호침
스키와 의장 지노비예프 참조(1921년 12월 17일); 코민테른 전권
위원 슈마츠키, 코민테른 동양비서부 사파로프에게 보내는 공용
전문, 극동과장 호침스키와 의장 지노비예프 참조(1921년 12월 18
일); 슈마츠키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사파로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1921년 12월 21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2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0

세부목록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한인사회당에게(초안); 고려

공산당(구 한인사회당) 중앙위원회 대표들, 이르쿠츠크 공산당 그
룹 반대 성명; 고려공산당(구 한인사회당) 중앙위원회 대표들, W.
슈마츠키 반대 성명; 벨라쿤, 쿠시넨, 사파로프가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 간부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1921
년 11월 15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1

세부목록

이영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과에 보내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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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2

세부목록

회의 의사록, No.1~7(1921년 6월 24일~12월 4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3

세부목록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려부 주간업무보고 No.1

(1921년 3월 20일);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려부 주간업무보고

No.2(1921년 3월 20~26일);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려부 주간업
무보고 No.3(1921년 3월 27일~4월 2일);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
려부 주간업무보고 No.4(1921년 4월 3~9일); 코민테른 극동비서
부 고려부 주간업무보고 No.5(1921년 4월 10~1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4

세부목록

전조선대회 소집 준비위원회 회의 의사록(1920년 12

월 18일); 전조선대회 소집 준비위원회 회의 의사록(1921년 1월 5
일); 전조선대회 소집 준비위원회 회의 계획, 조선공산당 당원(후
보)의 신상 정보 내역 등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6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이만한인공산당 지방회 총회 결정

(1921년 5월 30일); 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자대회 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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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자
대회 회의 의사록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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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921년 6월 15일); 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자대회 회의 의사
록 No.2(1921년 6월 17일); 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자대회 회의 의
사록 No.3(1921년 6월 17일); 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자대회 회
의 의사록 No.4; 이만지방 한인근로인민대표자대회 회의 의사록
No.5(1921년 6월 29일); 이만지방 한인근로인민대표자대회 회의
의사록 No.6(1921년 6월 29일); 이만지방 한인근로인민대표자대
회 회의 의사록 No.7(1921년 6월 30일); 이만지방 한인주민대표
자대회 회의 의사록 No.2(1921년 6월 17일) 2면.; 러시아 공산당
이만 한인공산당 지방회 당원 및 후보당원 대회 의사록(1921년 6
월 22일); 러시아 공산당 이만 한인공산당 지방회 당원 총회 의사

록 No.7(1921년 7월 7일); 러시아 공산당 이만 한인공산당 지방회
에 보내는 보고서(1921년 7월 7일); 이만 한인회가 국가정보국 프
리아믈 지부장에게(1921년 7월 15일); W. 사비츠키가 소크라트 동
지에게; 김덕응 부대장이 국가정보국 군사과장 소크라트 동지에
게(1921년 8월 11일); 러시아 공산당 이만 한인공산당 지방회 회의
의사록 No.32(1921년 7월 30일); 이만 한인공산당 당원 명부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8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37

세부목록

박진순, 이동휘, 홍도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

내는 성명서(1921년 11월 27일); 코민테른 극동과에 보내는 성명
서(1921년 7월 10일); 한인부 서기가 자바이칼 주 검열위원회에 보
내는 한규성과 김원혁에 대한 평가서;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위원
장 김철훈,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사업성적 보고의 첨부서,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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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순, 이동휘, 홍도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낸 성명서

142

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2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42

세부목록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1921

년 1월 1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1921년
1월 12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3(1921년 1
월 18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4(1921년 1월
20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5(1921년 1월 29
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6(1921년 2월 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7(1921년 2월 20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8(1921년 3월 20일); 고려
공산단체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 소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르쿠츠크를 방문한 치타 특별회의 대표자들과의 연합 회의 의사
록 No.9(1921년 3월 2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0(1921년 3월 2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1(1921년 3월 22일); 군사위원회와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및 고려인 빨치산부대 대표자들의 연합회의 의사록 No.12(1921년
3월 23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3(1921년 3
월 26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4(1921년 3
월 28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5(1921년 3
월 29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6(1921년 3
월 30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7(1921년 3
월 31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8(19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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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19(1921년 4월
4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0(1921년 4월 6
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2(1921년 4월 8
일); 고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3(1921년 4월);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4(1921년 4월 12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5(1921년 4월 14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6(1921년 4월 18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7(1921년 4월 19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8(1921년 4월 23일); 고
려공산단체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29(1921년 4월 25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43

세부목록

고려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들, 구 중앙위원회

위원들, 한인부 비서들 연합회의 의사록(1921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록(1921년 12월 24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46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한인부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1921년 1월 31일); 고려공산당 대표가 코민테른 소
위원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보낸 보고서-조선의 혁명
운동에 대하여; 러시아 공산당 모스크바 위원회 산하 한인부가 코
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과에 보내는 보고서(1921년 4월 30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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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휘가 쿠시넨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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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공산당 대표 한명세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
(1921년 10월 25일); 고려공산당 대표 한명세가 코민테른 집행위

원회 간부회에 제출한 보고서(1921년 11월 16일); 고려공산당 연
합중앙위원회 위원들-이동휘, 홍도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
낸 서한(1921년 11월 24일); 고려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들이동휘, 홍도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과장 사파로프 동지에
게 보낸 서한(1921년 12월 29일); 이동휘가 쿠시넨 동지에게(1921
년 12월 31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49

세부목록

외무인민위원회 극동과에 보낸 극동인민대회 한인

대표단의 편지(1921년 2월 8일); 외무인민위원장에게 보낸 한형권
의 보고서(1921년 8월 2일); 치체린에게 보낸 이동휘, 박진순의 보
고서(1921년 10월 1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2

세부목록

조선빨치산부대 조직에 대하여(1921년)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3

세부목록

1921년 7월 20일 설립된 조선 당학교에 대한 보고;

당학교 및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인 유학생 명단; 고려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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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원직제 초안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4

세부목록

조선, 중국, 러시아 영토 내 빨치산 현황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5

세부목록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관

한 결정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8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6

세부목록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조선과 보고서

(1922년 2월 31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조선과 정

보서신(1922년 5월 12일); 통합당대회에 관한 보고(수신자:보이친스
키); 통합당대회 의사록; 한인사회당(이루크츠파) 회의록(1922년 10
월 4일); 당통합 관련 코민테른 집행위윈회 지시사항(1922년 10월
4일);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에서 지노비예프에게 보낸

문서(1922년 12월 23일); 코민테른 극동국장이 러시아 공산당 중
앙위원회 학술-보급과에 보낸 문서(1922년 12월 28일)

03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

147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3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7

세부목록

극동민족대회 관련 코민테른 극동과장에게 발송된

문서(1922년 1월 2일);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에서 발송된 극동민
족대회 조선대표단 관련 문서(1922년 2월 7일); 고려공산당 문제에
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보고(1922년 5월); 한형권에 대한 코민
테른 극동국 보고(1922년 10월 1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발송
된 ‘조선노동자동맹’ 관련 보고(1922년 10월 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59

세부목록

조선공산당 재정 문제 조사 관련 자료들(영문 필사

본); 조선공산당 수입과 지출 회계 자료(1921년 5월 31일); 조선공

산당 수입과 지출 회계 자료(1922년 5월 31일); 모스크바 카라한이
치타 얀손에게 보낸 문서(1922년 6월 2일); 조선공산당 회계보고
(1921년 7월~1922년 1월); 박진순 그룹의 회계 문제에 관한 보고
(1922년 6월 7일); 고려공산당 재정 문제 조사위원회에 의해 제시

된 문제들(1922년 8월 15일); 고려공산당 재정 문제 조사위원회 활
동 결과 보고 사본, 왕복 문서,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회의 의사록 발췌 등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60

세부목록

극동민족대회에 출석한 조선대표단이 코민테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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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에 보낸 각서와 서한; 고려공산당에 대하여, 동양에서의
혁명운동과 기타 문제에 대하여(1922년 2월 8일~4월 5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64

세부목록

고려공산당 치타 대회 자료들; 대회일지, 베르흐네

우진스크 시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통합대회에서 탈퇴하여 치타
시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당 대회를 소집한 이르쿠츠크 파 등 4개
정파 대표들의 보고서와 기타 당 대회 자료들(1922년 10월 2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66

세부목록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고려공산당 연합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보낸 회의 의사록, 보고서, 보고자료 및 기타 자료, 고
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외무인민위
원부 및 기타 단체들·인사들과의 왕복문서-극동민족대회에 대하
여, 당적·조직적·인적·기타 문제에 대하여(1922년 1월 27일~11
월 21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01

세부목록

천도교 비밀중앙혁명위원회 대표가 소련 외무인민

위원에게 보낸 서한(1924년 8월 25일); 최동희, 편산선생(片山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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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淸鑑)(1924년 11월 24일)(필사, 일본어); 최동희, 편산선생 청감
(1924년 4월 20일)(필사, 일본어)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4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1

세부목록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조선의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

에게(1929년 1월 3일);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일체 맹원들과 조선의
청년 근로자들에게(1929년 6월 8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2

세부목록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 기타 인물들이 코민

테른 집행위원회와 전연방공산당(볼) 중앙위원회로 보낸 선언서,
보고서, 성명서, 서한; 조선공산당 건설에 대하여, ‘ML파’에 대하
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대표의 활동에 대하여, 인
적·사적·기타 문제에 대하여(1929년 1월 2일~12월 5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4

세부목록

고려공산청년동맹 만주총국 책임비서 안일이 고려

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보고, No.40(1929년 6월 1일);
고려공산청년동맹 만주총국 책임비서 안일이 고려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보고, No.35(1929년 4월 25일); 고려혁명군
3대대장 한영진 선언(1929년 2월 7일); 고려공산청년동맹 만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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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희, 편산선생 청감
(19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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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별지역위원회, 민족해방일 1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
영내에 거주하는 조선 청년 근로자들에게(1929년 3월 1일); 조선공
산당 중앙위원회 만주총국 군사부장 박윤세가 코민테른 집행위원
회 간부회에 보내는 보고(1929년 10월 1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2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5

세부목록

박윤세가 소닌과 코르킨 동지들에게(1929년 3월 2

일); 명수, 명극 형에게(1929년 1월 5일); 김대원이 원명에게(1929
년 2월 12일); 김규열, 소닌 동지에게(1929년 7월 7일); 임순복, 홍

신부님 앞에(1929년 7월 9일); 김규열, 소닌 동지에게(1929년 7월
26일); 이동휘, 소닌 동지에게(1929년 9월 2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6

세부목록

조선혁명운동자구원회 의장 김호 동지의 주요 보고

(1929년 11월 19일); 국제혁명운동자구원회 집행위원회로(1929년
11월 25일); 공청원들과 당원들 명부(1929년 1월 11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7

세부목록

만주 민족단일당 촉성회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김원

식, 명령서 No.2(1928년 10월 30일); 만주 민족단일당 촉성회 해
체 성명서(1929년 1월 30일); 조선 선원 그룹의 격문(192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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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휘가 소닌에게
보낸 편지

29일);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투쟁하는 근로자 동지들에게(1929년
4월 5일); 조선혁명군 3대대장 한영진 선언서(1929년 2월 7일); 고

려공산청년동맹 만주총국 특별지역위원회, 민족해방일 10주년 기
념일에 즈음하여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조선 청년 근로자들에게
(1929년 3월 1일); 중국 소재 조선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삼원

보 사건에 대하여 중국 거주 200만 조선인에게 격함(192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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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8

세부목록

이스크린(조두원),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의 발생과

발전(1929년 5월 6일); 국내정세(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번역)(1929년 5
월 25일); 김단야, 조선공산당 약사(1929년 3월 8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68а

민중운동자대회 각 분과 결정서 초안(1929년)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1

세부목록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 책임일꾼 김철수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로 보낸 —보고서 No.5 —조선
의 학생운동에 대하여(1930년 1월 25일); 조선에 대한 K의 보고서
(1930년 1월); 김정하, 사업보고(1930년 1월 27일); 김정하, 코민테

른 집행위원회 동양과로 보낸 보고(1930년 3월 26일); 이종희, 만
주에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로 보낸 보고(1930년 3
월 19일); 김한이 쿠시넨과 마지야르에게 보낸 보고(1930년 4월 4
일); 김단야의 조사보고(1930년 4월 11일); 김단야가 코민테른 집

행위원회 동양과에 보낸 보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1930년
4월 19일); 박 니키포르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과로 보낸 보

고(1930년 5월 12일); 박진순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
로 보낸 성명서(1930년 5월 12일); 박진순, 천도교에 대한 조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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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간략한 테제(1930년 5월); 박진순, 존경
하는 쿠시넨 동지에게(1930년 5월 13일); 김영만, 박진순이 코민테
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로 보낸 성명서(1930년 6월 4일); 김영
만, 최근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1930년 4월 11일); 김영만, 공
개서한, 친애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 동지들에게(1930년 7월 10
일); 김영만, 국제공산당 동양부 콤미씨야 책임자 동무 앞(1930
년 8월 22일); 침략을 위한 무력-표도르, 친애한 동지들에게(1930
년 9월 7일); 스베초프, 서한(1930년 10월 8일); 김규열, 국제공산

당 동양부 쿠시넨에게(1930년 9월 7일); Lee Chun, To comrade
Mediar(1930년 12월 20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친애하는 동
포들에게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8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4

세부목록

A. 솔츠, 조선혁명운동의 볼셰비키화를 위하여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5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5

세부목록

미프에게 보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의 사업에 대한 제안; 미프에게 보낸 “태평양노동자”에 대한 제안;
실천적 제안; 조선인 당활동가 양성 과정 입학 조건 초안; 조선위
원회 회의록(193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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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8

세부목록

함흥의 화학공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직사업(1931

년 5월 18일); 연맹조직은 어떠했는가(1931년 5월 21일); 북만주에

서의 조선인 공산주의운동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79

세부목록

조선의 현정세와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임무(1931년

5월 26일); 최성우, 조선의 최근 정세에 대한 보고서(1931년 7월
25일); 이빈이 아르비스, 미프, 마지야르 동지들에게 보낸 성명서
(1931년 8월 21일); 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 블라디보스토크 총국

장 아르비스가 미프와 마지야르에게(1931년 8월 28일); 조선공산
당 재건설준비위원회 해산 성명서(1931년 7월 11일); 이상희, 조선
방문 보고(1931년 5월 2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2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0

세부목록

조선에서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 만주

성위원회의 결정서(1931년 2월 23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3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1

세부목록

심문조서(193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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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4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3

세부목록

공장위원회 조직의 재건운동(1932년)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5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6(185는 오기)

세부목록

최성우 동지의 보고서, 조선 문제; 카펠로비치, 고려

공산청년동맹의 현황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1932년 10월 2일); 지
나 동지의 이력과 성향, 카펠로비치(1932년 10월 3일); 조직 배치,
카펠로비치(1932년 10월 3일); 인쇄노동조합 조직에 대하여(1932
년 10월 28일); 노조 파업 계획에 관한 보고, 카펠로비치(1932년
10월 2일); 이단이 미프 동지에게(1932년 12월 15일); 박진순, 조선

문제와 동양 문제에 대한 논문; 아흐메토프(안문신) 동지와의 대담
기록(1932년 12월 4일); 김정하가 미프 동지에게(1932년 6월 17일);
이단, 존경하는 쿠시넨 동지에게(1932년 6월 22일); 이단, 미프 동
지에게(1932년 9월 25일); 이단이 쿠시넨에게(1932년 6월 22일);
이단이 미프에게(1932년 9월 25일); 정인에 대한 조회서(1932년 9
월 26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6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87

세부목록

청진 부두노동자 파업(1932년 6월 16일); 적색노동

조합 조직준비위원회, 조선의 노동자 농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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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91

세부목록

정민의 보고(1933년 2월 23일); 김정하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에 보고(1934년 2월 19일); 카젤리니코프,
조선인 간부 문제에 대한 보고(1933년 11월 10일); 카젤리니코프,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아흐메토프에 관한 보고(1933년 11월 3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7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91

세부목록

최성우, 조선공산당 해산 이후 정세와 현안 보고

(1933년 12월 22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69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94

세부목록

카젤리니코프가 동양비서부 쿠시넨과 간부과 크라

예프시키 동지에게(1934년 5월 10일); 조선공산당 조직위원회 지
령(1934년 10월 10일); 최성우, 미프 동지에게(1934년 6월 23일);
사파로프 동지에게 보낸 보고서(1934년 10월 15일); 픽둔 야체이
카 비서가 사파로프에게 보낸 보고(1934년 10월 15일); 타냐예프
가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에 관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비서부
미프 동지에게 보낸 서한(1934년 12월 15일); 조선공산당 “행동강
령”에 대한 동양 동지들의 논평 검토위원회 회의 의사록(193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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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70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199

세부목록

쿠시넨에게, 조선의 합법적 대중단체(1935년 9월 23

일); 김 바실리, 보고(1935년 9월 4일)

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2C0071

문서번호

Ф.495, Оп.135, Д.218

세부목록

간도에서 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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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6

33

1946

42

1947

406

1964

17

1964

12

1946

24

1965

17

1965

13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Совместного Советско-

ARU003_01_01C0001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과보고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совеш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и
ARU003_01_01C0002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결과보고서

Доклад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ARU003_01_02C0001 комиссии по Корее (21 мая-21 октября
1947 г.)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과보고서

Вырезки из газеты по вопросу совмесной
ARU003_01_02C0002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미소공동위원회 관련 신문철

По вопросу о полномочиях на
заключение и подписание хозяйственных
ARU003_01_02C0003 соглашений с временным народным
комитетом СК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경제협정 체결 문제

Совеш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го и
ARU003_02_01C0001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관련

Директива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ARU003_02_02C0001 комиссии по корее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사절단의 지령

Справка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еи и
маньчжурии, затронутым в заявлении
ARU003_02_02C0002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от 30 мая 1948г.
1948년 5월 30일 미 국무성이 발표한 조선과 만주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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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1964

33

1945

11

1947

43

ARU003_04_01C0002 1946년 북소 경제관계 관련 문서

1946

27

ARU003_05_01C0001 1947년 소련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 청원서 등

1947

59

ARU003_05_02C0001 1948년 남조선 정세보고

1948

102

ARU003_02_03C0001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ект временной конститутии КНДР
북한 헌법 수정 관련 문건, 헌법 초안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ARU003_03_01C0001 붉은군대 총정치국장 쉬킨(Щикин)이 외무인민위원
부 부부장 로조프스키(Лозовский С. А.)에게 보내
는 북한 정치현황 보고서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просу второй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ARU003_04_01C0001 комиссии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관련 자료

ARU003_05_03C0001

소련 외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3년 1월 13일~12월 28일)

1953

12

ARU003_05_03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소련 외무성에 보
낸 각서(1953년 1월 7일~11월 30일)

1953

38

ARU003_05_03C0003

주 북한 소련 대사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무성에 보낸 각서(1953년 5월 1일~11월 6일)

1953

5

ARU003_05_03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소련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3년 2월 21일~12월 9일)

1953

66

소련 외무성 부상 및 극동과 직원들과 모스크바 주재
ARU003_05_03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대표들과의 면담 기
록(1953년 4월 22일~12월 26일)

1953

25

1953

214

ARU003_05_03C0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의
면담 기록(1953년 1월 31일~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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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제3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문제
ARU003_05_03C0007 로 진행된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3년
6월 23일~8월 16일)

1953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상황(1953년 5월 14
일~7월 31일)

1953

41

1960

3

1960

1

1960

2

1960

2

1960

2

1960

1

ARU003_05_03C0008

ARU003_05_04C0001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МИД КНДР тов. Пак
Сен Чером 3 Февраля 1960г.
1960년 2월 3일 북한 외무상 박성철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Прием временного порвеменного в делах
КНДР в москве Пак Док Хва 26 августа
ARU003_05_04C0002 1960г.
1960년 8월 26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임시대리대사
박덕화 동지 접견 기록

ARU003_05_04C0003

Прием посл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Ли Сон
Уна 19 августа 1960г.
1960년 8월 1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이송운 동지
를 접대한 기록문

Прием послов и повременных в дела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азии в СССР 13
ARU003_05_04C0004 апреля 1960г.
1960년 4월 13일 소련 주재 사회주의 아시아 국가
들의 임시대리공사와 대사들을 접대한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18 марта
ARU003_05_04C0005 1960г.
1960년 3월 18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
덕화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4 мая
ARU003_05_04C0006 1960г.
1960년 5월 4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덕
화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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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16 мая
ARU003_05_04C0007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1

1956

18

1956

14

1954

4

1954

23

1954

21

1954

28

1960년 5월 16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
덕화 동지와의 대담록

Обсу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на Ⅹ

ARU003_05_04C0008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й ООН
제10차 유엔총회의 한국 관련 안건 심의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и возможные позиции основных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ри
ARU003_05_04C0009 обсужд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а ⅩⅠ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조선 문제의 현황과 제11차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
가 토의될 경우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가능한 입장

Сведения 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ARU003_05_04C0010 южной кореи
남한의 인구 조사보고서

Справка о план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повышению
ARU003_05_04C0011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трудящихся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북한 정부의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ARU003_05_04C0012 на 1954г.
1954년도 북한 인민경제의 회복과 발전 계획 관련
결정사항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к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а 3-летнего пла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ARU003_05_04C0013 на 1954-1956г.г.
1954년~56년 북한 인민경제 회복과 발전 3개년 계
획 작성의 기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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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щие размеры ущерба, нанесенного
народному хозяйству КНДР за период
ARU003_05_04C0014 войны 1950-1953г.г.

생산연도

쪽수

1954

21

1954

13

1953

74

1956

129

1953

7

1953

2

1953

9

1953

2

1950~1953년 전쟁 동안 북한 경제가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

Общереспубликанское совещание

ARU003_05_04C0015 передовиков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국농업선구자대회

Образы по отд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ARU003_05_04C0016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북한 경제의 분야별 조사보고서
ARU003_05_04C0017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за 1956г.
1956년 북한의 경제보고서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улуш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бедняцких
ARU003_05_04C0018 хозяйств
빈농계급의 경제적 입지 향상 정책

О снижении обложения натуральным
налогом с поздних культур и о
сокращении вохвращения ранее
ARU003_05_04C0019 выд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ссуд зерном для
крестьян районов
만기작물에 대한 현물세 부담 저하 및 과거 국가가
농민에게 대부한 양곡의 상환 감면에 관하여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улучшению и
стабилизации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ARU003_05_04C0020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강원도 주민의 생활 안정화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
하여

ARU003_05_04C0021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крестьян от уплаты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натуральному налогу
농민의 현물세 납부 및 종곡과 양곡 상환 면제에 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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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редставлении бедным крестьян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в целях
улучшения их жизни и проведения
ARU003_05_04C0022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

생산연도

쪽수

1954

2

1954

6

1954

21

1954

19

1954

17

1956

6

1956

5

빈농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업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재정적 원조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надбавок для
улучш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бытового уровня рабочих и служащих в
ARU003_05_04C0023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전후 노동자 및 사무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의 향
상을 위한 임금 인상에 관하여

ARU003_05_04C0024

О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г.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계획에 관하여

О гасударственном бюджете КНДР на

ARU003_05_04C0025 1954г.

1954년도 북한의 국가 예산 관련 보고서

ARU003_05_04C0026

Справка о работе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Вестник” и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ВОКС в КНДР за 1953г.
1953년 “소비에트신보”의 편집진과 북한 주재 전소
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의 전권대표 업무에 관한 조사
보고

Об изучении советс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еред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пыта
ARU003_05_04C0027 КНДР
소련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전수한 선진 생산기술 관
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метери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ARU003_05_04C0028 населения КНДР
북한의 인구 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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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правка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ТП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повышению
ARU003_05_04C0029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населения

생산연도

쪽수

1956

20

1956

11

1956

27

1956

6

1956

10

1956

24

1956

4

1956

5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방안과 중공업 육성 정책
보고서
ARU003_05_04C0030

О положении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КНДР
북한의 농업경제 관련 자료

Состояние кооперативно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хозяйств и
мероприятия ЦК ТП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ARU003_05_04C0031 КНДР по их организационнохозяйственному укреплению
북한의 협동농업경제 실태, 중공업 정책 및 북한 정
부의 조직적인 경제 체제 강화 정책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успехи выполнения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КНДР в
ARU003_05_04C0032 1955г.
1955년 북한 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결과 관련
약식 보고서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ARU003_05_04C0033 КНДР
북한의 금속공업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по основным вопросам

ARU003_05_04C0034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КНДР
북한의 중요한 경제 문제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советской стороны по соглашению между
ARU003_05_04C0035 СССР и КНДР
조소협정서에 제시된 소련 측의 의무실행 관련 보
고서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экономики

ARU003_05_04C0036 КНДР
북한의 경제 상황 관련 약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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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04C0037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за 1955г.
1955년 북한의 경제 개관

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 кооперировании в
ARU003_05_04C0038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56

16

1956

9

1956

16

1956

66

1954

11

1960

2

1960

2

1960

1

북한의 농업생산부문 조합결성화 관련
ARU003_05_04C0039

Состоян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в КНДР
북한의 축산업 실태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за первое

ARU003_05_04C0040 полугодие 1956г.
195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 개관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технических кардов

ARU003_05_04C0041 в КНДР
북한의 전문기술요원 양성 시스템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1 августа
ARU003_05_04C0042 1960г.
1960년 8월 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
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9 августа
ARU003_05_04C0043 1960г.
1960년 8월 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
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20
ARU003_05_04C0044 октября 1960г.
1960년 10월 2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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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27
ARU003_05_04C0045 октября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1

1960

3

1960

2

1960

2

1960

2

1960

2

1960

3

1960년 10월 27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12 ноября
ARU003_05_04C0046 1960г.
1960년 11월 1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20
ARU003_05_04C0047 декабря 1960г.
1960년 12월 2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советнико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Пак Док Хва 30
ARU003_05_04C0048 декабря 1960г.
1960년 12월 3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박동하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ARU003_05_04C0049

ARU003_05_04C0050

ARU003_05_04C0051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ослом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Ли Сон Уном 28 апреля 1960г.
1960년 4월 28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리성운 동지
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ослом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Ли Сон Уном 6 октября 1960г.
1960년 10월 6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리성운 동지
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ослом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Ли Сон Уном 20 сентября 1960г.
1960년 9월 2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 리성운 동지
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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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У
ARU003_05_04C0052 Зоном 18 января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1

1960

2

1960

1

1960

2

1960

2

1960

2

1960년 1월 18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1서기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У
ARU003_05_04C0053 Зоном 2 Февраля 1960г.
1960년 2월 2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1서기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У
ARU003_05_04C0054 Зоном 6 апреля 1960г.
1960년 4월 6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1서기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У
ARU003_05_04C0055 Зоном 29 Февраля 1960г.
1960년 2월 2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1서기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первы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У
ARU003_05_04C0056 Зоном 1 сентября 1960г.
1960년 10월 0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1서기
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временным поверенным
в делах КНДР в москве тов. Пак Док Хва
и 1-й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тоа. Ким У
ARU003_05_04C0057 Зоном 23 августа 1960г.
1960년 8월 23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임시대리대사
박동하 동지와 제1서기관 김우정 동지와의 대담 약
식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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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третье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Хван Сен
ARU003_05_04C0058 Маном 21 января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1

1960

6

1960

1

1960

1

1960

1

1960

1

1960

1

1960년 1월 2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3서기관
황선만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ARU003_05_04C0059

Зпаись беседы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Д КНДР
Ким Тхэ Хи 28 июля 1960г.
1960년 7월 28일 북한 대외부 차관 김태희 동지와
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третье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Дон
ARU003_05_04C0060 Тхэком 4 августа 1960г.
1960년 8월 4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3서기관
김동혁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третье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Дон
ARU003_05_04C0061 Тхэком 3 октября 1960г.
1960년 10월 3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3서기관
김동혁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третье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Дон
ARU003_05_04C0062 Тхэком 13 октября 1960г.
1960년 10월 13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3서기
관 김동혁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третьем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Дон
ARU003_05_04C0063 Тхэком 29 ноября 1960г.
1960년 11월 29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제3서기
관 김동혁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Гю Чером 21
ARU003_05_04C0064 сентября 1960г.
1960년 9월 21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보좌관 김
규철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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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Гю Чером 24
ARU003_05_04C0065 сентября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1

1960

1

1957

27

1958

20

1957

12

1958

10

1958

22

1958

42

1960년 9월 24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보좌관 김
규철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паись беседы с атташе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СССР тов. Ким Гю Чером 27
ARU003_05_04C0066 сентября 1960г.
1960년 9월 27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 보좌관 김
규철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Рабочий класс КНДР на современном
ARU003_05_04C0067 этапе
오늘날 북한의 노동자 계급 관련 보고서

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ARU003_05_04C0068 торговле КНДР
북한의 공업과 상업 부문에서의 사회주의 전환 관련
보고서

Об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и хозяйственном
укрепл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и усилении
ARU003_05_04C0069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реди их членов
협동조합의 조직력과 생산력 강화와 조합회원의 사
상교육 강화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оездке в

ARU003_05_04C0070 провинтию Канвон
강원지방 방문 기록문
ARU003_05_04C0071

Справка о КНДР
1958년도 북한의 상황 관련 보고서

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ARU003_05_04C0072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북한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 전환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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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итогах выполнения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КНДР в
ARU003_05_04C0073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1958г.

생산연도

쪽수

1958

16

1958

22

1958

7

1954

193

1958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개발계획 집행 결과 보
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оездке в

ARU003_05_04C0074 чехословакии

1958년 9월 20~21일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기록문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о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ARU003_05_04C0075 КНДР
북한의 경제 관련 보고서

О трехлетн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лан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ARU003_05_04C0076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4-1956г.г.
1954~1956년 북한 경제발전 3개년 계획
ARU003_05_05C0001

소련 외무성 극동과 과장 및 직원들의 면담 기록
(1954년 1월 16일~12월 30일)

1954

108

ARU003_05_05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와 공사의
일기(1954년 1월 5일~11월 24일)

1954

160

ARU003_05_05C0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3년 12월 17일~1954년 11월 19일)

1953~
1954

104

ARU003_05_06C0001

소련 외무성 부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5년 1월 27일~11월 30일)

1955

21

ARU003_05_06C0002

소련 외무성 극동과 과장 및 직원들의 면담 기록
(1955년 1월 18일~12월 26일)

1955

60

ARU003_05_06C0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기
(1955년 3월 12일~12월 21일)

1955

175

ARU003_05_06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4년 11월 22일~1955년 4월 14일)

1954~
1955

201

ARU003_05_06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상황(1955년 1월 17
일~12월 26일)

195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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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들 및 소련 외무성 외무상 부상
ARU003_05_07C0001 과 조선 동지들의 대담 기록(1956년 2월 27일~9월
30일)

1956

39

소련 외무성 극동과 및 다른 과 직원들과 소련 주재
ARU003_05_07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
(1956년 1월 6일~12월 27일)

1956

103

ARU003_05_07C0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기
(1956년 1월 21일~11월 30일)

1956

145

ARU003_05_07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국가일꾼의
소련 방문(1956년 6월 21일~10월 8일)

1956

25

ARU003_05_07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 정치상황(1956년 4
월 14일~12월 28일)

1956

30

ARU003_05_08C0001

소련 외무상, 외무성 부상, 재무성 부상과 조선 동지
들의 대담 기록(1957년 2월 7일~11월 12일)

1957

18

극동과 직원들과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ARU003_05_08C0002 화국 대사관 대표들과의 대담 기록(1957년 1월 24
일~12월 31일)

1957

10

극동과 직원들과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ARU003_05_08C0003 화국 대사관 대표들과의 대담 기록(1957년 1월 24
일~12월 31일)

1957

27

ARU003_05_08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기 및
대담 기록(1957년 4월 13일~12월 17일)

1957

349

ARU003_05_08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대담 기록(1956년 12월 15일~1957년 12월 17일)

1956~
1957

376

ARU003_05_08C0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대담 기록

1955

24

ARU003_05_08C00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정부대표단과의 대담
(1957년 10월 22일)

1957

8

ARU003_05_08C0008

1957년 소련 외무성이 주 북한 소련 대사관에 보낸
서신

195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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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소련 방문
ARU003_05_08C0009 과 소련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1957년 10월 26일~11월 30일)

생산연도

쪽수

1957

10

ARU003_05_08C0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상황(1957년 6월
19일)

1957

8

ARU003_05_09C0001

주북한 소련 대사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
성에 보낸 각서(1955년 1월 29일~8월 8일)

1955

7

ARU003_05_09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5년 10월 8일~11월 2일)

1955

19

1959

5

1955

95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ARU003_05_10C0001 화국 대사관에 보낸 각서(1959년 4월 20일~8월
24일)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11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5г.
1955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ARU003_05_12C0001

소련 외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6년 1월 6일~8월 9일)

1956

3

ARU003_05_12C0002

소련 외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6년 1월 6일~8월 9일)

1956

16

ARU003_05_12C0003

소련 외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6년 1월 6일~8월 9일)

1956

1

ARU003_05_12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소련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5년 12월 29일~1956년 11월 10일)

1955~
1956

46

ARU003_05_12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6년 1월 11일~12월 18일)

1956

81

1960

27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8 января по 29
ARU003_05_13C0001 января 1960г.
1960년 1월 8~29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
자노프의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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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 Февраля по 15
ARU003_05_13C0002 Февраля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32

1960

50

1960

18

1960

17

1960

15

1960

21

1960년 2월 1~15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
자노프의 업무일지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6 Февраля по 24
ARU003_05_13C0003 марта 1960г.
1960년 2월 16일~3월 24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업무일지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25 марта по 11
ARU003_05_13C0004 апреля 1960г.
1960년 3월 25일~4월 11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업무일지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2 апреля по 27
ARU003_05_13C0005 апреля 1960г.
1960년 4월 12~27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
자노프의 업무일지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29 апреля по 30
ARU003_05_13C0006 мая 1960г.
1960년 4월 29일~5월 30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업무일지

Дневник посла СССР в КНДР А. М.
Пузанова за период с 1 по 11 июня
ARU003_05_13C0007 1960г.
1960년 6월 1~11일 동안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
자노프의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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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апись инФорм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Тхэ Хи по вопросу о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южной корее,
ARU003_05_13C0008 23 марта 1960г.

생산연도

쪽수

1960

6

1960

4

1960

10

1956

128

1957

5

1956~
1957

145

1957

151

1958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태희가 남한
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의 기록
문(1960년 3월 23일)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тов. Ким Ир Сеном, 2
ARU003_05_13C0009 мая 1960г.
1960년 5월 2일, 김일성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Запись инФормации заведующег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ЦК ТПК Пак
Ен Гука посла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стран,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м в г.Пхеньяне, 10
ARU003_05_13C0010 Февраля 1960г.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용국이 평양에서 신
임장을 부여받은 사회주의 국가 대사들에게 제공한
정보 기록문(1960년 2월 10일)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14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6г.
1956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ARU003_05_15C0001 소련 외무성에 보낸 각서(1957년 2월 22일~8월
17일)
ARU003_05_15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6년 12월 10일~1957년 12월 17일)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16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7г.
1957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ARU003_05_17C0001

소련 외무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
낸 각서(1958년 1월 6일~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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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3_05_17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소련 외무성에 보
낸 각서(1958년 1월 8일~12월 31일)

1958

22

ARU003_05_17C0003

북한 문제 담당 소련외무성 극동과 직원 면담 기록
(1958년 2월 12일~12월 22일)

1958

32

ARU003_05_17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7년 12월 25일~1958년 11월 17일)

1957

179

1958

159

1956~
1959

193

1959

6

조선 문제로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들
에 보낸 각서(1959년 11월 11일~11월 17일)

1959

18

조선 문제로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
ARU003_05_20C0003 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보낸 각서(1959년 11월
11일~11월 17일)

1959

18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ARU003_05_20C0004 소련 외무성에 보낸 각서(1959년 1월 13일~11월
11일)

1959

14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ARU003_05_20C0005 소련 외무성에 보낸 각서(1959년 1월 13일~11월
11일)

1959

14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이
ARU003_05_20C0006 소련 외무성에 보낸 각서(1959년 1월 13일~11월
11일)

1959

6

소련 외무성 극동과 직원들과 소련 주재 조선민주주
ARU003_05_20C0007 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9년
1월 13일~12월 7일)

1959

74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18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8г.
1958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19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6-1958г.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1956~1958년 증보)
소련 외무성이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ARU003_05_20C0001 화국 대사관에 보낸 각서(1959년 3월 14일~11월
2일)
ARU003_05_20C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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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소련 외무성 직원들과 소련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
ARU003_05_20C0008 공화국 대사관 직원들의 면담 기록(1958년 12월 30
일~1959년 12월 23일)

생산연도

쪽수

1958~
1959

53

1959

138

1960

270

1962

159

1962

166

1963

140

1964

77

1964

149

1965

152

1965

127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1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59г.
1959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ARU003_05_22C00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의 정치서
한 및 보고서(1960년 5월 2일)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3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2г.[I]
1962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3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2г.[II]
1962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3г.(в 2-х
ARU003_05_24C0001 томах) [I]
1963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I]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3г.(в 2-х
ARU003_05_24C0002 томах) [II]
1963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II]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5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4г.
1964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6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5г.[I]
1965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6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5г.[II]
1965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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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66

135

1967

119

1967

122

1968

198

1970

181

1971

150

1971

119

1972

152

1972

136

1973

116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7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6г.
1966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8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7г.[I]
1967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8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7г.[II]
1967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29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68г.
1968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0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0г.
1970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1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1г.[I]
1971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1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1г.[II]
1971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2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2г.[I]
1972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2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2г.[II]
1972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3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3г.
1973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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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74

148

1974

157

1976

150

1976

101

1977

189

1977

160

1978

150

1978

118

1979

147

1979

97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4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4г.[I]
1974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4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4г.[II]
1974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5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6г.[I]
1976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5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6г.[II]
1976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6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7г.[I]
1977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6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7г.[II]
1977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7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8г.[I]
1978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7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8г.[II]
1978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8C0001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9г.[I]
1979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1권)

Сборник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ARU003_05_38C0002 материалов по корее за 1979г.[II]
1979년도 조선에 대한 주요 문서 자료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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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60

4

1960

6

1960

6

1960

11

1960

20

1960

2

1960

26

1960

4

1960

7

Экономика КНДР и Южной Кореи в

ARU003_05_39C0001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전쟁 이후 북한과 남한의 경제
ARU003_05_39C0002

Экономика КНДР
북한의 경제 관련 보고서

О положении и дальнейшем направлении
ARU003_05_39C0003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тройтельства в КНДР
북한의 경제상황과 경제건설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Изменения в направлении развития
машино-строй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ARU003_05_39C0004 КНДР
북한의 기계제작공업 발전 방향의 변화

ARU003_05_39C0005

ARU003_05_39C0006

Справка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КНДР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국가경제협력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Движение за ускорение строй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КНДР-“ЧОЛЛИМА”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속화 운동-“천리마” 관
련 보고서

Итоги работы седьмо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и КНДР
ARU003_05_39C0007 2-го созыва
제2기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 사업총결보고서
ARU003_05_39C0008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조선 문제 조사보고서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서한과 답신[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서한과 이에 대한
ARU003_05_39C0009 대사관들의 답신과 관련한 반향에 대해 통보해줄 것
을 요구하는 서한, 푸쉬킨 동지가 대사관에 보내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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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60

6

1960

14

1960

21

1960

6

1960

4

1960

8

1960

8

Вопрос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и

ARU003_05_39C0010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НДР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와 북한의 대외정책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서한과 답신[남한의 미터법협정 가입에 대한 소련 각
ARU003_05_39C0011 료회의의 표준화규격측량기구위원회의 서한, 제6차
세계불교인대회 괸련 외무성 극동과가 대사관에 발
송한 서한 등]

Отчет о командировке в КНДР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ГК по культурным
связям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при
ARU003_05_39C0012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Тихвинского С.
Л.
국가문화 교류위원회 과장 치흐빈스키 동지의 북한
공무출장 관련 보고서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ARU003_05_39C0013 서한과 답신[소련과 북한 간의 학술교류사업 조직에
서 드러난 결함들에 대한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서
한 등]

ARU003_05_39C0014

ARU003_05_39C0015

Справка 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ве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북한과 소련 간의 과학기술협력 실행사업 관련 보
고서

Справка 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ве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북한과 소련 간의 과학기술협력 관련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Материалы 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ве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ARU003_05_39C0016 소련과 북한 간의 과학기술협력 관련 자료들[국가과
학기술위원회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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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3

23

1953

36

1953

34

1953

29

1953

8

1953

7

1953

25

1953

41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весеннего сева в

ARU003_05_39C0017 КНДР
북한의 봄 파종 결과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развит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ARU003_05_39C0018 КНДР
북한의 국영 농기업 발전 관련 보고서

Заключение на справку т. Федорова
П.И. “развит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ARU003_05_39C0019 КНДР”
표도로프 동지의 “북한의 국영 농기업 발전 관련 보
고서”에 대한 평가서
ARU003_05_39C0020

ARU003_05_39C0021

Состояние внутрен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북한의 대내 무역 상황

Письмо[о создании госхозов ]
서한[국영농장 설립 관련]

Состоя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авод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в г. Аоди и
неФтеперерабо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в г.
ARU003_05_39C0022 Вонсан КНДР
북한의 아오지에 위치한 인공액체연료 공장과 원산
에 위치한 정유공장의 복원 가능성과 실정 관련 보
고서
ARU003_05_39C0023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
북한의 식량 문제 관련 보고서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ARU003_05_39C0024 КНДР
북한의 국가기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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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7-1961
ARU003_05_39C0025 гг.

생산연도

쪽수

1955

33

1955

166

1955

32

1956

15

1956

11

1956

5

1956

8

1956

8

1957~1961년, 북한 경제발전지수

Обзор состоян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ARU003_05_39C0026 КНДР
북한 경제보고서

Важнейшие задачи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ARU003_05_39C0027 по отраслям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문제점

Ⅹ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ARU003_05_39C0028 собрания КНДР
제10차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고서

ⅩⅠ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ARU003_05_39C0029 собрания КНДР
제11차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Филиппова П.С. и
Оконишникова О. В. об их поездке в г.
ARU003_05_39C0030 Нампхо
필립포프와 아코니쉬니코프 동지의 북한 남포시 방
문 약식 기록문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выборах в местные
ARU003_05_39C0031 органы власти КНДР
북한 정부의 지방선거 관련 약식 기록문

Справка о 2-м съезде корейских

ARU003_05_39C0032 писателей
북한 작가협회의 제2차 집회 관련 보고서

01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189

189

2015-12-21 오후 7:33:06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ARU003_05_39C0033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56

19

1956

12

1956

4

1956

10

1956

7

1956

13

1955

23

1955

4

북한 무상원조협약 실행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 교환
목적으로 소련 외교단의 북한 방문 의정서

Справка о расшир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ARU003_05_39C0034 связ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외교관계 확장 관련 보고서

ARU003_05_39C0035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бывании делегации
ВОКС в КНДР с 16 по 31 августа 1956г.
1956년 8월 16~31일 동안 전소대외문화협회 사절
단의 북한 방문 관련 정보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ARU003_05_39C0036 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북한 정부 사절단의 유럽 사회주의국가 방문 보고서

ARU003_05_39C0037

ARU003_05_39C0038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боте ВОКС с
делегацией КОПС в СССР
소련을 방문한 북한 대외문화협회 사절단과 전소문
화협회 간의 업무 관련 정보

Справка о ходе весеннего сева в КНДР
북한의 봄 파종 진행 상황 관련 보고서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исправлению положения, сложившегося
ARU003_05_39C0039 в результате ошибок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북한 정부 경제정책 분야의 과실 부분 수정 정책안

Письмо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и развертывании
всенародного движения за экономию
ARU003_05_39C0040 зерных продуктов
육류제품 절약운동 전개 관련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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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5

21

1955

82

1953

33

1953

61

1953

39

1955

12

1955

16

1955

15

1954

24

1955

29

Итог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года и

ARU003_05_39C0041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
북한 농업경제 분야 총결보고와 식량배급 상황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ARU003_05_39C0042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 조직 강화 제안 보고서
ARU003_05_39C0043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КНДР
북한의 철도 선로

Действу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КНДР и

ARU003_05_39C0044 возможности 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북한의 현공업과 공업 발전 가능성
ARU003_05_39C0045

Стройтельство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в КНДР
북한의 철도 선로 건설

Справка о комиссии народного контроля

ARU003_05_39C0046 КНДР
북한의 인민통제위원회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КНДР в
ARU003_05_39C0047 1954г. и начале 1955г.
1954년부터 1955년 초까지 북한의 국가기관 재조
직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работе органов суда и
ARU003_05_39C0048 прокуратуры КНДР
북한의 사법기관과 검찰기관의 업무 관련 보고서

Расстановка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ARU003_05_39C0049 1954г.
1954년 남한 인민회의의 정치 세력 구조
ARU003_05_39C0050

Измен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남한의 개헌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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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5

28

1955

19

1955

5

1955

4

1955

8

1955

7

1955

21

1954

19

Изменение структу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ARU003_05_39C0051 южной кореи
남한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보고서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ARU003_05_39C0052 южной кореей
북한과 남한의 경제·문화적 관계 회복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 방안

План даль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ARU003_05_39C0053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조선의 상황에 대한 차후의 대책

ARU003_05_39C0054

ARU003_05_39C0055

Запись беседы с заместителя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КОКС Ли Хо Гу
북한 대외문화협회부의장 이호구와의 대담 약식기
록문

О работе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по
расширению связей с КНДР
북한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북한 주재 소련 대사
관의 업무 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работе местных
ARU003_05_39C0056 Филиалов КОКС
북한 대외문화협회 지부의 업무 관련 약식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работы и о мерах
укрепл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ARU003_05_39C0057 СССР и КНДР
소련과 북한 간의 문화 협력 관계 강화 업무의 현 상
황과 차후의 강화 방안

Печать КНДР о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

ARU003_05_39C0058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소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북한의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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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39C0059

ARU003_05_39C0060

ARU003_05_39C0061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서한과 답신[북한과학 아카데미 관련]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조선 문제

Справка 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조선의 총인구 보고서

생산연도

쪽수

1955

7

1955

52

1955

2

1953

60

1953

28

1953

51

1955

12

1953

10

1953

4

1953

10

Состояние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в

ARU003_05_39C0062 КНДР, по данным на 1 января 1953г.
1953년 1월 1일 자료에 근거한 북한 인민교육 실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осещении

ARU003_05_39C0063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КНДР
북한의 대학 방문 관련 약식 보고서
ARU003_05_39C0064

О состоян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КНДР
북한의 보건 실정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ARU003_05_39C0065 서한과 답신[조선 광복 10주년 기념 명목으로 소련
대외문화협력 사절단 북한 파견 외]

Справка о помощи народов стран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борющемуся
ARU003_05_39C0066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사회주의 국가들의 조선 원조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высказываниях населения
по поводу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КНДР со
ARU003_05_39C0067 сторон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북한 원조에 대한 소련 측의 입장 표명 보고서

Справка о поездке Эйзенхауре в южную
ARU003_05_39C0068 корею
아이젠하우어의 남한 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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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правка о назначении генерала Хэлла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м вооруженными
ARU003_05_39C0069 силами СШ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생산연도

쪽수

1953

4

1954

29

1955

24

1955

16

1955

23

1955

15

1958

126

1958

143

1957

55

극동지역 미군 장교 존 에드윈 헐(John Edwin
Hull) 임명 관련 보고서
ARU003_05_39C0070

ARU003_05_39C0071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
북한의 식량 실정

Важнейшие задачи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пятилетнем плане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중요 임무 관련 보
고서

О подведении итогов работы по закупкам
хлеба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усилению
ARU003_05_39C0072 работы на селе
곡물 수매의 총결과와 농촌지역 작업 강화 정책

Справк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КНДР за 1954г. и о
ARU003_05_39C0073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бюджете на 1955г.
1954년 국가예산 집행 결과와 1955년 국가예산 관
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кооперирования
ARU003_05_39C0074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КНДР
북한 농업의 조합 결성 결과 보고서

Обз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НДР за

ARU003_05_39C0075 1957г.[I]
1957년 북한의 경제발전 보고서(제1권)

Обз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НДР за

ARU003_05_39C0076 1957г.[II]
1957년 북한의 경제발전 보고서(제2권)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НДР,
ARU003_05_39C0077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북한의 경제발전 통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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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увеличен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ов
народ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и повышению
ARU003_05_39C0078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населения

생산연도

쪽수

1955

28

1957~
1961

27

1957

20

1957

8

1954

8

1954

63

1954

26

북한 정부의 생필품 생산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 정
책 보고서

Замечания Госплана СССР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у проекту контрольных
циФр первого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ARU003_05_39C0079 1957-1961годы
1957~1961년도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년
차 통계 지수에 대한 소련 측 국가계획위원회의 평
가서

Положение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ARU003_05_39C0080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ах КНДР
북한 농업생산조합의 실정 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осещении
Титоренко Е. Л.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 Ким
ARU003_05_39C0081 Ир Сена
티토렌코 동지의 김일성대학 방문 관련 약식 보고서

ARU003_05_39C0082

ARU003_05_39C0083

Справка о некоторых трудностях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 КНДР
북한의 경제 회복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관련 보
고서

Справка о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КНДР
북한의 경제 관련 보고서

Справка о выполнении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КНДР за
ARU003_05_39C0084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1954 года
1954년도 상반기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 실행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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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05_39C0085

사료명/번역사료명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
1954년도 북한의 경제적 상황 관련 보고서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вязи с приездом
в москву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ARU003_05_39C0086 КНДР и письма

생산연도

쪽수

1954

16

1953

11

1953

25

1953

38

1952

80

1951

42

1951

60

1945

12

1945

13

북한 정부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 관련 일정 계획서
와 서한
ARU003_05_39C0087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выходящие в КНДР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관련 보고서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ARU003_05_39C0088 서한과 답신[소연방 소비조합중앙연합과 북한 대사
관과의 업무 교환 서한]

Доклад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армии,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и ЦК корейско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ARU003_05_39C0089 Февраль 1951г.
의용군, 인민군 그리고 조선노동당 증앙위원회의 대
표자회의 보고서(1951년 2월)

Материалы совещания актива трудовой

ARU003_05_39C0090 партии г. Пхеньяна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결성 당대회 자료

Материалы 4-го пленум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г.
ARU003_05_39C0091 Пхеньяне 1-4 ноября 1951
1951년 11월 1~4일 동양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
당 제4차 총회 자료
ARU003_06_01C0001

ARU003_06_02C0001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иссия
극동위원회 관련 자료
얄타회담 시 조선의 후견 또는 독립 문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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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1945

35

1945

7

1946~
1948

421

1946

29

ARU003_09_01C0003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경제 현황

1946

31

ARU003_09_01C0004 1946년 1/4분기 북한 결산보고서

1946

255

ARU003_09_01C0005 1946년 북한 정치경제현황 관련 문서

1946

181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выборов в сельские и
волост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Северной
ARU003_09_02C0001 Кореи

1947

32

1947

100

1947

149

1946~
1947

55

1947

18

ARU003_07_01C0001

사료명/번역사료명
종전후 일본 처리를 위한 미, 영, 소 간의 왕복 서신
및 관련 문서

ARU003_08_01C0001 전후 일본 처리 관련 문서
ARU003_09_01C0001 1946년 북한 정치, 경제 및 사회 현황

Справка о работ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отдела

ARU003_09_01C0002 за время с 15 по 30 января 1946 г.
1946년 1월 15~30일 산업국 활동 보고

Доклад о 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북한 면 및 리 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서

Доклад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ARU003_09_02C0002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947년 북한 정치경제현황 보고서

Доклад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ARU003_09_02C0003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947년 북한 정치경제현황 보고서

ARU003_09_02C0004 1946~47년 북한 종교 관련 제 보고서
ARU003_09_03C0001

1947년 북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들의 활동 보고서,
소련 파견 기술자 내역, 반민행위정책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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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8

72

1948

107

1948

136

1948

193

1948

34

1948

18

1948

43

1948

345

1958

8

1957

4

Производство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

ARU003_09_03C0002 электропромышленность
북한의 전력생산 및 전력산업
ARU003_09_03C0003

ARU003_09_03C0004

ARU003_09_03C0005

ARU003_09_03C0006

ARU003_09_03C0007

Черная металлургия
문서군 0480, 시리즈 4, 박스 40 : 북한의 철강산업

Цветная металлургия
북한의 유색금속산업

Хи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북한의 화학산업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북한의 기계산업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троиматериалов
북한의 건설업

Лег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еверной

ARU003_09_03C0008 Кореи
북한의 경공업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Управления
Совет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 три года(август
ARU003_09_03C0009 1945 г.-ноябрь 1948 г.)
소련 민정청 사업총괄보고서(1945.8~1948.11) : 정
치편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ARU003_10_01C0001 보고서[제3서기관 불가코프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 동지에게 보냄]
ARU003_10_01C0002

Справка о корее
조선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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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7

11

1951

3

1951

3

1951~
1952

2

1953

1

1952

8

1953

2

1952

27

1952

23

Справка о соврем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ARU003_10_01C0003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조선 상황에 대한 보고서

Резолюция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т 1

ARU003_10_01C0004 Февраля 1951г.
1951년 2월 1일 유엔 총회 결의서

Резолюция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т 18
мая
1951г.
ARU003_10_01C0005
1951년 5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서

Выписка из проекта резолюции “о
мерах против угрозы новой мировой и
по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дружбы между
ARU003_10_01C0006 народами”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들간의 평화정책”에
대한 결의서 발췌문

Письмо Кларка Ким Ир Сену
ARU003_10_01C0007 국제연합군 사령관 미 육군대장 클라크가 김일성에
게 보내는 서신

Доклады комиссии ООН по объединению

ARU003_10_01C0008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ореи
조선의 복구와 통일에 대한 유엔 위원회 보고서

Резолюция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принял 11 марта
ARU003_10_01C0009 1953г.
조선 문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서(1953년 3월 11일)
ARU003_10_01C0010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в корее
조선의 휴전 협정 의안

Корея : доклады комиссии ООН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ореи,
ARU003_10_01C0011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я
조선의 복구와 통일에 대한 유엔 위원회 의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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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К предстоящему обсужд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на 9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ARU003_10_01C0012 Ассамблеи ООН

생산연도

쪽수

1954

8

1954

8

1954

9

1954

18

1954

28

1958

11

1958

7

1958

15

제9차 유엔 총회에서 제기된 조선의 당면 문제 심의
기록문

Краткий отчет о работе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ARU003_10_01C0013 “Мортранс” за 1953г.
1953도 조소주식회사 “모르트랜스” 업무 관련 보
고서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телеграФно-телеФонных сношений
ARU003_10_01C0014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소련과 북한과의 전신-전화망 설치 관련 협의 문서

Соглашение о почтовом и посылочном

ARU003_10_01C0015 обмене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소련과 북한과의 우편물 교환 관련 협의 문서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средств связи в

ARU003_10_01C0016 КНДР и перспективы их развития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 개선 전망 보고서
ARU003_10_01C0017

Справка о пере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КНДР
북한의 정기간행물 관련 보고서

Перечень переодических печатей КНДР

ARU003_10_01C0018 в 1958г.

1958년도 북한의 정기간행물 목록

Подлинник и перевод памятной запис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 13-й сессии
ARU003_10_01C0019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й ООН
제13차 유엔 총회에서 다룬 조선 문제 관련 비망록
의 원본과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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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9

8

1958

6

1959

9

1959

6

1959

22

1959

7

1959

7

1959

29

Справк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 14-й

ARU003_10_01C0020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й ООН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다룬 조선 문제 관련 보고서

Подлинник и перевод предложений МИД
КНДР в связи с обсужде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на 14-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ARU003_10_01C0021 Ассамблей ООН
제14차 유엔 총회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 내용 관련
원본과 번역본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ARU003_10_01C0022 и позиции США
조선 문제의 현 상황과 미국의 입지 관련 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экскурсии
ARU003_10_01C0023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в уезд Сунчон
소련 외교단의 평안남도 순천 견학 보고서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КНДР за 1958г. и задачах
ARU003_10_01C0024 на 1959г.
1958년도 북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결산 보고서와
1959년도 업무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оездке в

ARU003_10_01C0025 провинцию Чаган
북한 자강도 방문 보고서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довыборов в

ARU003_10_01C0026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북한 최고인민회의 보궐선거 결과 보고서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и развитии
ARU003_10_01C0027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НДР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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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Запись беседы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стран
НДАН СССР т. Прасолова С. И. с атташе
ARU003_10_01C0028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москве т. Ханом

생산연도

쪽수

1959

3

1959

5

1959

7

1959

11

1953

20

1954

132

1954

115

소련 과학아카데미 원장 프라솔로프 동지와 모스크
바 주재 북한 대사관 한 동지와의 대담 약식 기록문

Отчет о совеща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опаганды и контрпропаганды на
ARU003_10_01C0029 южную корею 26 мая 1959г.
1959년 5월 26일 남한에 대한 소련 측의 선전운동
과 反선전운동 보고서

Письмо А. Пузанова А. А. Громыку МИД
СССР
ARU003_10_01C0030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가 소련 대외부 그로
믜코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소련 영화 상영의 임대
방법 관련]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бывании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делегации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ARU003_10_01C0031 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대표단의 소련 방문 자료

ARU003_10_01C0032

ARU003_10_01C0033

ARU003_10_01C0034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3г.]
서한과 답신[1953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고
받은 서한 등]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Ⅰ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4г.]
서한과 답신 Ⅰ[1954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
고 받은 서한 등]

Письма и их ответы Ⅱ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4г.]
서한과 답신 Ⅱ[1954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
고 받은 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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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3_10_01C0035

ARU003_10_01C0036

ARU003_10_01C0037

ARU003_10_01C0038

ARU003_10_02C0001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аиихответы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7г.]
서한과 답신 [1957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고
받은 서한 등]

Письмаиихответы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8г.]
서한과 답신 [1958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고
받은 서한 등]

Письмаиихответы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59г.]
서한과 답신 [1959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고
받은 서한 등]

Письмаиихответы [переписка с МИД
КНДР и СССР в 1960г.]
서한과 답신 [1960년 소련과 북한의 대외부가 주고
받은 서한 등]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
료 13건 [MF]

생산연도

쪽수

1957

78

1958

14

1959

12

1960

27

19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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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8_01_01C0001 한국전쟁 시 군사행동 관련 제문서

1951

300

외무인민위원부 부위원장 로조프스키(А.
Лозовский)가 붉은군대 총참모장 안토노프
ARU008_02_01C0001
(Антонов А. И.) 원수와 붉은군대 총지휘부장 쉬킨
(Шикин И. В.) 대장에게 보내는 북한 관련 서한

1945

2

1946

6

1948

47

1946~
1947

112

1946

25

1945

9

1945

8

1945

10

1945

4

О порядк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ARU008_02_02C0001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남북한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
와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

Доклад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ARU008_02_03C0001 Корее(по указанию тов. Молотова В. М.)
남북한의 정치 및 경제현황 보고서
ARU008_03_01C0001

1946~1947년 조선 현황 관련 문서(토지개혁, 군사,
정치, 사회 등)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25

ARU008_03_02C0001 армии за 1946 год
1946년 제25군 군사위원회 결정
ARU008_04_01C0001

ARU008_04_02C0001

칼라슈니코프(П.П.Калашников)가 붉은군대 총정
치국장에게 보내는 전신문

Стенограмма речи генерал-полкозника
Чистякова
1945년 10월 8일 북한 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진
행된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상장의 연설문

Положен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

ARU008_04_02C0002 корее
조선공산당의 상황

Положение в зоне размещения советских

ARU008_04_02C0003 войск в корее
조선의 소련군 배치 지역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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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4_02C0004

사료명/번역사료명

Пололжение в корее
조선의 상황

Полит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в зоне размеще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ARU008_04_02C0005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45

13

1945

7

1945

3

1945

124

1904

54

1946

29

1902~
1909

54

1951

50

조선의 소련군 배치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ARU008_04_02C0006

Ход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ских войск
일본군의 항복 과정

Приложение к докладу(Листовки,
плакаты, лозунги для войск противника
ARU008_04_03C0001 и населения Манжурии и Кореи)
보고서 부록(적 병력 및 만주와 조선 거주민들을 위
한 리플릿, 포스터, 표어)

Справка о социальн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ARU008_04_04C0001 연해주군관구 정치국 제7과장 마르모르슈테인
(Марморштейн) 중령이 소연방 총정치국 제7과장
바이코프(Байков) 대령에게 보내는 북한 사회, 정
치, 경제 현황 보고서

Доклад о контральных циФрах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ARU008_04_04C0002 1947 году
1947년 북한 인민경제 발전 통계수치 보고
ARU008_05_01C0001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전투명령과 지시시항

Доклад командира соединения полевая
почта 45144 гвардии генерал-майора
ARU008_05_02C0001 авиации Лобова
45144 야전부대 소장 로보프의 총지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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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1

34

1950~
1951

66

1951

61

1951

54

1952~
1953

32

ARU008_05_05C0001 корпуса
군단 예하부대들의 전투 기록

1953

396

ARU008_06_01C0001 해방 직후 대일전 전황

1945

85

Справочны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просам военноARU008_07_01C0001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Корее

1948

174

1953

54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324 ИА

ARU008_05_03C0001 свирск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дивизии
324 비행군단의 전투명령과 지시시항

Отчет о боевой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62506 за период с 1 декабря 1950г. по 5
ARU008_05_04C0001 Февраля 1951г.
1950년 12월 1일~1951년 2월 5일 동안 62506 야
전부대의 전투활동 보고서

Действия авиации США по аэродромам

ARU008_05_04C0002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의 비행장에서 미군 전투기의 군사활동
ARU008_05_04C0003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64 ИАК
64 비행군단의 전투명령과 지시사항

Описание ноч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в период
30.12.52~12.01.53г. истребителями 64
ARU008_05_04C0004 ИАК
1952년 12월 30일~1953년 1월 12일 동안 실시된
64 비행군단의 야간비행기술 자료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1948년 조선의 군사-정치 관련 참고자료
ARU008_08_01C0001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전투명령 및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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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7

4

1948

54

1946

5

1946

53

1947~
1948

356

1947

120

1946

195

1947

294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ARU008_09_01C0001 примо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결정

Руководящие указания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главного военного
ARU008_09_02C0001 совета
소련 정부와 중앙군사평의회의 지도적 지시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ARU008_09_03C0001 примо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결정

Доклад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Ким Ду Бона на специальной
сессии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верной
ARU008_09_04C0001 Кореи
북조선인민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헌법안에 대한 헌법
위원회 의장 김두봉의 보고

Переписк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ARU008_09_04C0002 вопросам
1947~1948년 경제, 정치 문제와 관련한 북한 및
중국과의 서신
ARU008_09_05
ARU008_09_05C0001

ОП.432241c
Переписка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еи
조선 문제 관련 왕복 문서

Бюллетень Сеульской прессы(июль 1946
ARU008_09_06C0001 года)
1946년 7월 서울 언론 보도

Теле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мо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ARU008_09_06C0002 Округа
1947년 1~4월 조선 문제 관련 연해주군관구 군사
위원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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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09_06C0003

ARU008_09_06C0004

사료명/번역사료명

Теле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1947년 조선 문제 관련 전문

Теле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1947년 조선 문제 관련 전문

생산연도

쪽수

1947

278

1947

63

1951

83

1946

134

1945

54

1945

170

1945

148

1946

42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ARU008_09_07C0001 деятел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정치지도자 평가서
ARU008_09_08C0001

Телеграммы по 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1946년 조선 문제 관련 전문

Материалы по радио и печа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Финансы и Финансовая
ARU008_10_01C0001 схе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1945г.
북한의 라디오, 출판, 보건의료, 인민교육, 재정 및
재정체계에 관한 자료, 1945년

Положение в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1945
ARU008_10_01C0002 조선공산당 내부상황에 대한 자료 : 제1극동전선
군 정치지도부와 연해주군관구의 보고 및 정보보고,
1945년

Документ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ARU008_10_01C0003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1945г.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자료 및 평가, 1945년

ARU008_10_02C0001

Совместная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иссия по Корее
미소공동위원회 활동 문제와 관련하여 모스크바로부
터 수취한 지령(1946년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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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екретариант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йсками
ПримВо-документ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литичесую обстановку Южной Кореи в
ARU008_10_02C0002 1946 г.

생산연도

쪽수

1946

138

1946

65

1946

141

1946

93

1946

95

1946

99

1952

178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비서부-1946년 남한의 정치적
상황 평가 문서

Спискихарактерстикиполитическихпар
тиииобщественныхорганизацииСевер
нойКореии их решения по отделеным
ARU008_10_02C0003 вопросам
북한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 평가와 개별적인 문제들
에 대한 해결책

О подготовке и ходе выборов в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ские и уездны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Севрной Кореи в
ARU008_10_02C0004 1946г.
1946년 북한의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선거 준비와
진행 과정

Об итогах выборов в провинциальне
городские и уездные Народные
ARU008_10_02C0005 Комитет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946년 북한의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선거 결과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Корее
ARU008_10_02C0006 북한 주민의 정치적 동향 관련 자료; 소련 공산당 중
앙위원회에 대한 보고; 1946년 5월 1일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에 관한 보고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и, их программное и
ARU008_10_02C0007 уста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정당, 그들의 강령 및 규약에 대한 평가 자료

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ия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ARU008_10_02C0008 организация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의 정당과 사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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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раз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ступившие за отдела кадров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еверной
ARU008_10_02C0009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46

56

1946

54

1946

105

1946

72

1946

164

1946

35

1946

39

북한 주재 민정청 간부부에 들어온 다양한 성격의 자
료들
ARU008_10_02C0010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의 교육

Справки 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м

ARU008_10_02C0011 хозяйстве и Финанских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 산업, 농업 및 재정 관련 보고서

Постановлениея 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ARU008_10_02C0012 преобразовании за 1946г.
1946년 민주개혁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Переписка между командующими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Америка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в Южной
ARU008_10_02C0013 Корее за 1946г.
1946년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과 남한 주둔 미군
사령관 간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касающаяся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СССР с Кореей за
ARU008_10_02C0014 1946г.
1946년 조소 문화협회 관련 서한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
ARU008_10_02C0015 1946г.
1946년 북한 보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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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правки и доклады о подготовке
ипроведении выборов в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и городски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за
ARU008_10_02C0016 1946г.

생산연도

쪽수

1946

130

1946

34

1946

29

1946

17

1946

87

1946

116

1946

76

1946년 도/시/군/면 북조선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및
실시 관련 자료

Положениеовыборахвволостныеи
сельски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и
материалы по суду и прокуратуре за
ARU008_10_02C0017 1946г.
1946년 면, 리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법령 및 사법
관련 문서

С материал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ARU008_10_02C0018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Кооперции за 1946г.
1946년 북한 보건 및 소비조합 관련 자료

Программы политическое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ARU008_10_02C0019 Кореи
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강령

Раз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ступившие в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еверной
ARU008_10_02C0020 Кореи
1945~1946년 북한의 민정청에 들어온 다양한
자료

Раз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ARU008_10_02C0021 1946г.

1946년 북한 관련 자료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ARU008_10_02C0022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의 경제 및 정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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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тенограммы Совместных заседании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ARU008_10_02C0023 Комиссии

생산연도

쪽수

1946

232

1946

174

1946

27

1946

130

1945

68

1945

46

조선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 회의록(1946년 2~
5월)

ARU008_10_02C0024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я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조선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의사록, No.
1~No. 24(1946년 3월 20일~5월 6일)

Списк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й
ARU008_10_02C0025 Кореи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Списк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й и
ARU008_10_02C0026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1946г.
1946년 남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ARU008_10_02C0027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과 남한 주둔 미군 사령관의
대표자 회담 결과 보고서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ARU008_10_02C0028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과 남한 주둔 미군 사령관의
대표자 회담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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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Денежные отчеты и счеты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за
ARU008_10_02C0029 1946г.

생산연도

쪽수

1946

172

1946

177

1946

81

1946

62

1947

571

1947

256

1948

13

1946년 미소공위 소련 대표단의 예산 및 요금계
산서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выборы
и демократич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по
ARU008_10_02C0030 Юго-востоку Европы
1946년 남동유럽의 선거와 민주적 개혁 관련 자
료들

Раз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ARU008_10_02C0031 восточным Европам
동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 상황 관련 자료

Совместная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иссия по Корее
ARU008_10_02C0032 쉬티코프 대장이 불가닌에게 보낸 전문, 1946년
3~5월 미소공동위원회 사업 총괄에 대한 공동성명
문안

ARU008_10_03C0001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я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의사록(1947년 5월 21일~10
월 18일)

Стенограммы заседани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ии за
ARU008_10_03C0002 период с 21 мая по 18 июля 1947г.
1947년 5월 21일∼7월 28일 미소공위 속기록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партии Чен-ДоГ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ARU008_10_03C0003
북한 천도교 청우당의 현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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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тенограммы заседани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за
период с 22 июля по 18 октября 1947 г.
ARU008_10_03C0004 том 2-й

생산연도

쪽수

1947

258

1947

122

1947

69

1947

131

1947

69

1947

35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속기록(1947년 7월 22일~10
월 18일)

Совместные коммюнике, бюллетени и
односторонние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Советской и Американской делегаций
в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ARU008_10_03C0005 комиссии по Корее с 21 мая по 20
октября 1947г.
한국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대표단의
공동 성명 및 일방의 성명(1947년 5월 21일~10월
20일)

Списки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давших заявления на участие в
ARU008_10_03C0006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ей
미소공동위원회 협의회 참가를 신청한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명부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о работе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за период с 20 мая по 20
ARU008_10_03C0007 октября 1947 г.
1947년 5월 20일~10월 20일 시기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에 대한 소련 대표단의 보고

О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ARU008_10_03C0008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남북한의 경제 및 정치 현황

О социаль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ARU008_10_03C0009 Кореи
1947년 6월 15일자 북한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조사보고서

02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217

217

2015-12-21 오후 7:33:10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7

64

1947

22

1947

44

1947

89

1947

119

1947

41

1947

11

1946

36

Справки о состоянии промысленности,

ARU008_10_03C0010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Финансах
공업, 농업, 재정 상황 보고서

Осно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й на
ARU008_10_03C0011 1947г.
1947년 북한 인민 경제발전계획의 기본 지표

Доклад о плане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ARU008_10_03C0012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й на 1947 г.
1947년 북한 인민 경제발전계획 관련 보고서

Переписка между командующими
войскам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еверной
ARU008_10_03C0013 корее и Американски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과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과의 서신

Справка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Северной
ARU008_10_03C0014 Корее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 관련 보고서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политическое

ARU008_10_03C0015 положение провинц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й
북한 각도의 경제, 정치 상황

Штат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ARU008_10_03C0016 Корее
한국 관련 미소공동위원회 소연방 사절단의 구성원
명단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ARU008_10_03C0017 1947г.
1947년 북한 농업 발전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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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8_10_03C0018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екты положений, схем и шта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Кореи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각 성의 규정, 구조, 정원 기
획안

Письма, петиции и заявления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ц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и
ARU008_10_03C0019 отдельных лиц Южной Кореи

생산연도

쪽수

1947

111

1947

195

1947

111

1947

71

남한의 정당, 조직 그리고 개별 인물로부터 받은 서
신, 청원서, 성명서

Доклад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и
ARU008_10_03C0020 Южной кореи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1947г.
1947년 남북한의 경제, 정치 상황 관련 보고서와 기
타 자료

Письма, петиции, заявления от парций,
организацийи отдельных лиц Южной
Кореи в Совместное Коммюнике по
ARU008_10_03C0021 Корее
남한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이 미소공동위원
회 소련 대표단에 보낸 서한, 청원서 및 성명(1947년
5~10월)

Доклад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ARU008_10_03C0022 кореи

134

북한의 경제, 정치 상황 관련 보고서

Доклад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ARU008_10_03C0023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47г.

1947

35

1947

43

1947년 북한의 정치상황 관련 보고서

Доклад о политико-мора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ARU008_10_03C0024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인민의 정치-정신적 상태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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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С документам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ми
Кадры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
ARU008_10_03C0025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в 1947г.

생산연도

쪽수

1947

143

1947

269

1947

24

1947

46

1947

11

1947

35

1947

70

1947

90

1947년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 요원의 인적사
항 문서

Крат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 руководящих
партработников и инженерно
ARU008_10_03C0026 тех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간략한 당 지도일꾼 평가와 기술조직 구성원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 политических

ARU008_10_03C0027 дея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남한 정치가 평가서

Крат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х важнейшие
ARU008_10_03C0028 решения пленумов
북한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그 전원
회의 주요 결정

Справка о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к выборам
в сельские и волостные народные
ARU008_10_03C0029 комитеты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 진행 과정 보고서

С документами о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ARU008_10_03C0030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인민위원회대회 준비와 진행 관련 문서들

С документами хаарактеризующими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ARU008_10_03C0031 в 1947г.
1947년 북한 인민교육 관련 문서들

С материалами по печати Северной

ARU008_10_03C0032 Корее в 1947
1947년 북한의 언론에 관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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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С материалами о работе корейской
печати и цензуры управления
ARU008_10_03C0033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생산연도

쪽수

1947

55

1947

47

1947

203

1947

24

1947

77

1947

195

1947

209

1947

56

한국의 간행물 및 민정청 검열 사업에 관한 자료들
ARU008_10_03C0034

ИнФормация с Юга Кореи, Январь 1947г.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보고(1947년 1월)

ИнФормация с Юга Кореи, Февраль~
ARU008_10_03C0035 май 1947г.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보고(1947년 2~5월)

С радиоперехват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в май

ARU008_10_03C0036 месяц 1947г.
남한 라디오방송 탐지(1947년 5월 13~15일)

ARU008_10_03C0037

С материалами и документам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Юге Кореи за 1947 г.
1947년 남한 정치 정세에 대한 자료들과 문서
들-1947년 1월 24일 쉬티코프가 몰로토브에게 보
낸 보고서/남조선으로부터 정보보고/해방신문

Радиопередачи из Сеула за январь,
Февраль, март, апрель, май, ноябрь и
ARU008_10_03C0038 декабрь 1947г.
서울 라디오방송 녹취(1947년 1~5월, 11월, 12월)

Радиопередачи из Сеула за

ARU008_10_03C0039 апрель~сентябрь 1947г.
서울 라디오방송 녹취(1947년 4~9월)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Юге Корее
ARU008_10_03C0040 в 1947 году
남한의 정치상황에 대한 자료들(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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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Южная Коре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работы
Американской воен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ARU008_10_03C0041 администрации

생산연도

쪽수

1947

138

1948

59

1947

34

1947

44

1947

141

1947

25

1948

23

1948

28

남한, 미국의 군정 및 민정 활동 평가서(1947년)

Стенограмма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Ⅵ сессии
ARU008_10_03C0042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인민회의 제6차 회의 사업 총결에 관한 속기록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обмена денежных

ARU008_10_03C0043 знак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의 화폐교환 결과 보고서

Матери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состояние

ARU008_10_03C0044 частей корей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и в 1947г.
1947년 조선군 부대의 현황 관련 자료

Разныематериалыпоступившиеотуправле
ниягражданскийадминистрациивСеверн
ARU008_10_03C0045 ом Корее и из 39 армии
북한 주재 민정청 및 39군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자료들

Разные переписки по войскам и доклад

ARU008_10_03C0046 о задачах войск и недочетах войсках
군 관련 서신 및 군부대의 임무와 손실 관련 보고서

Копии донесении Т.Т. Сталину и
ARU008_10_04C0001 Молотову за 1948г.
1948년 스탈린과 몰로토프에게 올린 보고서 사본

Директивное указание по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а двухлетнего плана на 1949ARU008_10_04C0002 1950гг.
1949~50년 2개년 계획안 작성 관련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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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ARU008_10_04C0003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생산연도

쪽수

1948

34

1948

55

1947

80

1948

170

1948

59

1948

27

1948

7

1947

20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합회의 결과 보고서

Доклад о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июнь
1948г. и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ARU008_10_04C0004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ореи
1948년 6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현황 관련 보고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관련 자료

Доклад о планирован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ARU008_10_04C0005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1948г.
1948년 북한 인민경제 복구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

Обзор центральных газет Северной

ARU008_10_04C0006 Кореи за 20.6. 1948г.
1948년 6월 20일자 북한 중앙신문 검열 관련 자료

С документами о положении в Южной
ARU008_10_04C0007 Корее за 1948г.
1948년 남한의 상황 관련 문서

С материалами о подготовке сепаратных
выборов на юге Кореи и деятельность
ARU008_10_04C0008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남한 단독 선거 준비 과정 관련 자료와 “국회” 활동
관련 자료
ARU008_10_04C0009

ARU008_10_04C0010

Справки-доклады
조사보고들

ИнФормация с Юга, Февраль 1947г.
1947년 2월, 남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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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8_10_04C0011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о Ким Гю Сик к Ким Ир Сену
и настро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га
прибывших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와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회의에 참석차 북한에 도착한
남측 대표들의 동향

Итоги первого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и
ARU008_10_04C0012 Южной Кореи 19-23 апреля 1948г.

생산연도

쪽수

1948

23

1948

162

1948

128

1948

235

1948

16

1948

282

1945

1

1948년 4월 19~23일, 1차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결과보고서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выборах

ARU008_10_04C0013 10 мая 1948 г. в Южной Корее
1948년 5월 10일 남한 선거 관련 문서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б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ARU008_10_04C0014 собрание Кореи 25 августа 1948г.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 보고서

Материал по делу члена ВКП/б/
партий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управления
Совет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ARU008_10_04C0015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 주재 소련 민정청 내부의 소련 공산당 당단체
당원 문제 관련 자료

Радио-перехват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за
ARU008_10_04C0016 1948г.
1948년 남한으로부터 도청한 무선 전신 목록

ARU008_11_01C0001

만주통일조선회(Объединенное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에서 말리노프스키(Малиновский) 원
수에게 보내는 감사서한
만주 조선인연합회(Объединенное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에서 말리노프스키(Малиновский) 원
수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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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3

18

1945

1

1945

5

1945

7

1945

7

1945

67

1945

39

1945

201

Работа среди войск и населения

ARU008_12_01C0001 противника
제25군 정치국 제7과의 대적 및 대민 활동

Политдонесение о партий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в войсках 25
армии настроениях и поведении
ARU008_12_01C0002 военнопленных на 21 августа 1945г.
1945년 8월 21일 일본군 포로의 동태에 관한 25군
당정치사업 보고

Донесение о 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ARU008_12_01C0003 населения СК
북한 주민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보고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структура комитета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провинции южной
ARU008_12_01C0004 Пхеньян
조선공산당 평남도당의 조직구조

ARU008_12_01C0005

Политдонесение о поли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военной докумендатуры гор. Синыйджу
1945년 9월 24일~10월 6일 신의주시 군경무사령
부 정치사업에 관한 정치보고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Приложение к
ARU008_13_01C0001 журнал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1945년 8월 9~19일 제25군 전투일지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Приложение к
ARU008_13_01C0002 журнал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1945년 8월 9~19일 제25군 전투일지 부록

Отче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по

ARU008_13_01C0003 разгрому японских войск
일본군 격멸 관련 제25군 전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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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8_13_02C0001

1945년 북한 주둔 제25군 사령관 지시문 및 북한 인
민간부 양성소 교육생 배출에 관한 보고서

1947

7

1946

71

ARU008_13_03C0001

ТроФей и материалы по экономике
전리품 및 경제 관련 문서

Доклады,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командованию
25 армии, о работе Гражданской
1947~
ARU008_13_04C0001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5군 사령부에 제출된 북한 민정청 활동에 관한 보
고서

1948

481

Политдонесения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о

ARU008_13_05C0001 рабо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 업무에 관한 소련군 경무사령관의 정세 보고

ARU008_13_05C0002

ARU008_13_06C0001

ARU008_13_06C0002

ARU008_13_07C0001

Политдонесения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о
рабо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1948)
북한의 업무에 관한 소련군 경무사령관의 정세보고
(1948년)

Донесения о работе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1947)
북한의 업무에 관한 소련군 경무사령관의 보고
(1947년)

Донесения о работе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1947)
북한의 업무에 관한 소련군 경무사령관의 보고
(1947년)

Переписка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погаде
정치 선전선동 관련 서신(1946년)

1948

364

1948

498

1947

437

1947

387

1946

575

1946

469

Переписка по специальной

ARU008_13_07C0002 пропогаде(1946)
정치 선전선동 관련 서신(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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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6

54

1946

59

1947

271

1947

407

1947

119

1945

3

ARU008_14_01C0002 해방 직후 소련군의 대민활동

1945

3

ARU008_14_01C0003 1945년 정치보고서

1945

5

1953

309

1953

150

1953

161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25

ARU008_13_08C0001 армии

1946년 제25군 군사위원회 결정

Постановления и указания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мо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Доклады и запросы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25
ARU008_13_08C0002 Армии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 결의서 및 지시서, 제25군
군사위원회 보고서 및 조회서

Данесения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о

ARU008_13_09C0001 рабо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의 업무에 관한 소련군 경무사령관의 보고
ARU008_13_09C0002

Переписка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погаде
특별 선전운동 관련 서신

ARU008_13_09C0003 1947년 조선 정세 관련 제 보고서
ARU008_14_01C0001

ARU008_15_01C0001

ARU008_15_01C0002

ARU008_15_01C0003

제5군 정치국장 흐라토프(Хратов) 대령의 당정활동
보고서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전투명령 지시서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I]
제133 전투비행사단의 전투명령 및 지시사항 [I]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II]
제133 전투비행사단의 전투명령 및 지시사항[II]

02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227

227

2015-12-21 오후 7:33:12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писание корпусн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соединениями 64 ИАК в сентябре и
ARU008_15_02C0001 октябре месяцах 1951г.[I]

생산연도

쪽수

1951

151

1951

72

1951

51

1952

154

1952

159

1952

116

1952

153

1952

143

1953

152

64 비행군단의 사단 합동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1951년 9~10월) [I]

Описание корпусн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соединениями 64 ИАК в сентябре и
ARU008_15_02C0002 октябре месяцах 1951г.[II]
64 비행군단의 사단 합동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1951년 9~10월) [II]

ARU008_15_02C0003

ARU008_15_02C0004

ARU008_15_02C0005

ARU008_15_02C0006

ARU008_15_02C0007

ARU008_15_02C0008

Действ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авиации по
мостам и переправам на корейском ТВД
한국의 터보프롭 엔진을 이용하여 교량과 하천에서
의 미군 전투훈련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I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09 корпуса[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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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3

150

1953

94

1953

152

1953

150

1953

200

1953

116

1953

153

1953

159

1953

148

1953

151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0 корпуса[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1 корпуса[I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2 корпуса[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3 корпуса[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4 корпуса[III]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I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2C0015 корпуса
공중전 비행기술 자료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2C0016 частей ЗА и ЗПР[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2C0017 частей ЗА и ЗПР[I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2C0018 частей ЗА и ЗПР[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2C0019 частей ЗА и ЗПР[I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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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3

118

1953

157

1953

188

1951

417

1951

126

1951

57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2C0020 частей ЗА и ЗПР[II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II]

Доклад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обеспеч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АК
и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18 АТД с июня
ARU008_15_02C0021 1951г. по сентябрь 1953г.[I]
64비행군단 전투활동 총괄 보고서 및 1951년 6월부
터 1953년 9월까지 제18 항공기술부대의 작업 수행
보고서 [I]

Доклад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обеспеч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АК
и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18 АТД с июня
ARU008_15_02C0022 1951г. по сентябрь 1953г.[II]
64비행군단 전투활동 총괄 보고서 및 1951년 6월부
터 1953년 9월까지 제18 항공기술부대의 작업 수행
보고서 [II]

Переписка п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е(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обзоры и
ARU008_15_03C0001 сообщения)
64 비행군단 정찰국의 왕복 문서, 정보 개관 및 정보
통보

Материал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ARU008_15_03C0002 45144, проведенной 25-26 июля 1951г.
45144 야전부대의 비행전술회의 자료(1951년 7월
25~26일)

Материал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ARU008_15_03C0003 21806, проведенной 16-17 июля 1951г.
21806 야전부대의 비행전술회의 자료(1951년 7월
1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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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ARU008_15_03C0004 29683, проведенной 21-22 июля 1951г.

생산연도

쪽수

1951

99

1951

56

1951

70

1951

164

1951

96

1951

152

29683 야전부대의 비행전술회의 자료(1951년 7월
21~22일)

Материал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53854,
ARU008_15_03C0005 проведенной 21-22 июля 1951г.
1951년 7월 21~22일 동안 열린 53854 비행단의
비행전술회의 자료

Материалы обобщенного боевого опыта
войнской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49772 за
ARU008_15_03C0006 апрель-август 1951г.
49772 비행단의 전투경험 총화 자료(1951년 4~
8월)

Материалы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324 истребитель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свирской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ARU008_15_03C0007 дивизии, проведенной 14-16 августа
1952г.
324 비행사단의 비행전술회의 자료(1952년 8월
14~16일)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оединен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ARU008_15_03C0008 [I]
64전투비행군단 제연대의 전투활동 경험 총화 회의
자료 [I]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оединен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ARU008_15_03C0009 [II]
64전투비행군단 제연대의 전투활동 경험 총화 회의
자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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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вий соединений 64
ARU008_15_03C0010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생산연도

쪽수

1951

243

1951

246

1951

241

1951

224

1951

225

1951

129

64 비행군단 제연대의 전투행동 경험 총화 회의
자료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вий соединений 64
ARU008_15_03C0011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64 비행군단 제연대의 전투행동 경험 총화 회의
자료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вий соединений 64
ARU008_15_03C0012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64 비행군단 제연대의 전투행동 경험 총화 회의
자료

Описание корпусн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соединениями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13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в сентябре и
октябре месяцах 1951 года
1951년 9~10월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부대들의
군단급 및 사단급 공중전 기록

Описание корпусн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соединениями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14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в сентябре и
октябре месяцах 1951г.
1951년 9~10월, 64 비행단의 군단 및 사단 단위의
공중전 개관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ноя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15 1951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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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1

311

1951~
1952

173

1951

425

1951

444

1951

474

1951

316

1952

329

1952

441

1952

398

1952

408

1952

155

Отчеты по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и боевой

ARU008_15_03C0016 готовности
전투훈련 및 전투준비태세 보고(1951년 11~12월)

Отчеты по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и боевой

ARU008_15_03C0017 готовности
전투훈련 및 전투준비태세 보고
ARU008_15_03C0018

ARU008_15_03C0019

ARU008_15_03C0020

ARU008_15_03C0021

ARU008_15_03C0022

ARU008_15_03C0023

ARU008_15_03C0024

ARU008_15_03C0025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8.07-10.09. 1951)
전투활동 정보보고(1951년 7월 18일~9월 10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1.09-16.10. 1951)
전투활동 정보보고(1951년 9월 11일~10월 16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2.10-27.11. 1951)
전투활동 정보보고(1951년 10월 12일~11월 27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28.11-31.12. 1951)
전투활동 정보보고(1951년 11월 28일~12월 31일)

Материалы по допросу военнопленных
포로 심문 자료(1952년 2~11월)

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1952, 2-6)
공중전 개관(1952년 2~6월)

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공중전 개관(1952년 6~9월)

Описание воздушных боев
공중전 개관(1952년 9~11월)

Доклады командиров частей начальников
отделов и служб, материалы разбора
ARU008_15_03C0026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I]
군단 사령부의 활동 보고서, 전투활동 강평 자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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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ы командиров частей начальников
отделов и служб, материалы разбора
ARU008_15_03C0027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II]

생산연도

쪽수

1952

168

1952

125

1952

372

1952

146

1952

156

1952

153

1952

333

1952

289

1882

2

군단 사령부의 활동 보고서, 전투활동 강평 자료 [II]

Доклады командиров частей,
начальников отделов и служб, маериалы
ARU008_15_03C0028 разбор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전투활동 강평 자료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3C0029 ЗА и ЗПр
대공포대의 전투활동 총괄보고

ARU008_15_03C0030

ARU008_15_03C0031

ARU008_15_03C0032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 ПП.54892 [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54892 야전부대 [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ПП.54892 [I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54892 야전부대 [I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ПП.54892 [III]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54892 야전부대 [II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частей ЗА и ЗПр части полевая почта
ARU008_15_03C0033 54892
54892 비행단의 대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에 대한 총괄보고, 1952년 9~12월
ARU008_15_03C0034

ARU008_15_03C0035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02.05-14.06. 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5월 2일~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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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5_03C0036

ARU008_15_03C0037

ARU008_15_03C0038

ARU008_15_03C0039

ARU008_15_03C0040

ARU008_15_03C0041

ARU008_15_03C0042

사료명/번역사료명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22.03-04.05. 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3월 22일~5월 4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
전투활동 정보보고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4.06-20.08. 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6월 14일~8월 20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полевая почта 54892)
전투활동 정보보고(54892 비행단)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12.10-05.12. 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10월 12일~12월 05일)

Боевые донесения(06.12-31.12. 1952)
전투활동 정보보고(1952년 12월 06일~12월 31일)

Боевые приказы и распоряжения 64 ИАК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명령 및 지시서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дека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43 1951 года

생산연도

쪽수

1952

501

1952

407

1952

414

1952

472

1952

366

1952

177

1952

54

1952

129

1952

153

1952

401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1년 12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44 авив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январь 1952 г.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1월)

Материалы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45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64 비행군단 전투활동 총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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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в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Февраль
ARU008_15_03C0046 1952г.

생산연도

쪽수

1952

138

1952

178

1952

135

1952

169

1952

137

1952

126

64 바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2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47 авив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март 1952г.
64 바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3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48 авив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апрель 1952г.
1952년 4월 64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
련 보고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49 авив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май 1952г.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5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июнь месяц
ARU008_15_03C0050 1952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2년 6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март месяц
ARU008_15_03C0051 1952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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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августа месяц
ARU008_15_03C0052 1952 года

생산연도

쪽수

1952

149

1952

185

1952

153

1953

159

1952

437

1952

151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8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сентя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53 1952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2년 9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октя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54 1952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2년 10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март месяц
ARU008_15_03C0055 1953 года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3년 3월)

Краткий обзор боевых дейсвий ЗА и
ЗПр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ARU008_15_03C0056 корпуса за период 6-12 месяцы 1951г.
64 전투비행군단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1951년 6~12월)

ARU008_15_03C0057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64ИАК [I]
64전투비행군단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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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5_03C0058

ARU008_15_03C0059

ARU008_15_03C0060

사료명/번역사료명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64ИАК [II]
64전투비행군단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64ИАК [I]
64전투비행군단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ЗА и ЗПР 64ИАК [II]
64전투비행군단 방공포대 및 고사포대의 전투활동
총결 보고서 [II]

Обзор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штаба
ARU008_15_03C0061 корпуса [I]

생산연도

쪽수

1952

219

1952

152

1952

195

1953

151

1953

77

1953

323

1953

116

1953

334

1953

308

군단 사령부 전투활동 개관 [I]

Обзор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штаба

ARU008_15_03C0062 корпуса [II]
군단 사령부 전투활동 개관 [II]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3C0063 корпуса
군단 예하부대들의 공중전 기록

Описания воздушных боев частей
ARU008_15_03C0064 корпуса
군단 예하부대들의 공중전 기록

ARU008_15_03C0065

ARU008_15_03C0066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частей ЗА и ЗПР
대공포대 및 고사포대 전투활동 총결 보고(1953년
1~3월)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частей ЗА и ЗПР
대공포대 및 고사포대 전투활동 총결 보고(1953년
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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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3

207

1953

149

1953

32

1953

117

Итоговые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ARU008_15_03C0067 частей ЗА и ЗПр
고사포 및 고사탐조등부대의 전투결과 보고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дека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68 1952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2년 12월)

Описание ночных воздушных боев,
проведенных в период 30.12.52г.-12.01.53
ARU008_15_03C0069 года истребителями 64ИАК
1952년 12월 30일~1953년 1월 12일 제64전투비
행군단 전투기들이 수행한 야간전투비행 보고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с
ARU008_15_03C0070 18 по 19 декабря 1952 года
64 비행군단 전투활동 총화자료 경험 총화 회의 자
료(1952년 12월 18~19일)

Доклад о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ом обеспеч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период июнь
1951~
ARU008_15_03C0071 1951г.-январь 1953г.
1953

111

64 비행군단 전투활동의 무선통신기술 확보 관련 보
고서(1951년 6월~1953년 1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янва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72 1953г.

1953

204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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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 ле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73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проведенной
7-8.02. 1953г.

생산연도

쪽수

1953

148

1953

149

1953

141

1953

1

1952

169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경험 총화 비행전술회의
자료(1953년 2월 7~8일)

Материалы лё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74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проведенной 7-8.
02. 1953года
64 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총화자료 경험 총화 비행
전술회의 자료(제2권, 1953년 2월 7~8일)

Материалы лётно-т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ARU008_15_03C0075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проведенной 7-8.
02. 1953года
64 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총화자료 경험 총화 비행
전술회의 자료(제3권, 1953년 2월 7~8일)

Доклады о боевых дейсвий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Февраль месяц
ARU008_15_03C0076 1953г.
1953년 2월 64 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훈련
보고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ноября месяц
ARU008_15_03C0077 1952 года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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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апрель месяц
ARU008_15_03C0078 1953г.

생산연도

쪽수

1953

152

1953

151

1953

128

1953

195

1953

146

1953년 4월, 64 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훈
련 보고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май месяц
ARU008_15_03C0079 1953г.
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서
(1953년 5월)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июль месяц
ARU008_15_03C0080 1953 года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3년 7월)

Краткий анализ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ТВД и предложения
ARU008_15_03C0081 по дальнейшей подготовке наш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분석과 차후의 전투교육훈
련 계획서(1953년)

Доклад о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учебно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е 64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за декабрь месяц
ARU008_15_03C0082 1953 года
64 비행군단의 전투활동 및 전투교육훈련 보고
(195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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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1~
1953

343

ARU008_16_01C0001 평안북도 내 각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5

140

ARU008_16_02C0001 구성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242

ARU008_16_02C0002 강계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01

ARU008_16_02C0003 자성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34

ARU008_16_02C0004 소조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83

ARU008_16_02C0005 위원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206

ARU008_16_02C0006 용천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41

ARU008_16_02C0007 영변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53

ARU008_16_02C0008 북진, 운산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72

ARU008_16_02C0009 삭주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50

ARU008_16_02C0010 박천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452

ARU008_16_02C0011 선천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230

ARU008_16_02C0012 만포시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75

ARU008_16_02C0013 평안북도 내 각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312

1946

319

Доклад по обобщению опыта
обеспеч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ивий 64 ИАК и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18 АТД с июля 1951
ARU008_15_03C0083 г. по сентября 1953г.
1951년 7월~1953년 9월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
투지원 및 제18항공장비사단 수행업무 총결 보고서

ARU008_16_02C0014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도내 각군 경무사령
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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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ARU008_16_02C0015 평안북도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6

167

ARU008_16_03C0001 백동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51

ARU008_16_03C0002 북진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84

ARU008_16_03C0003 영변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49

ARU008_16_03C0004 정주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217

ARU008_16_03C0005 용암포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223

ARU008_16_03C0006 삭주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36

ARU008_16_03C0007 구성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71

ARU008_16_03C0008 선천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366

ARU008_16_03C0009 의주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264

ARU008_16_03C0010 위원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431

ARU008_16_03C0011 강계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7

187

1947

91

ARU008_16_03C0013 위생방역 상황에 대한 도내 각군 경무사령부 보고

1947

255

ARU008_16_03C0014 화폐개혁 실시에 대한 도내 각군 경무사령부 보고

1947

325

ARU008_16_04C0001 용암포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178

ARU008_16_04C0002 자성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123

ARU008_16_04C0003 위원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243

ARU008_16_03C0012

사료명/번역사료명

주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도내 각군 경무
사령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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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8_16_04C0004 박천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104

ARU008_16_04C0005 영변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137

ARU008_16_04C0006 북진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1948

124

ARU008_16_04C0007 위원군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98

ARU008_16_04C0008 경무사령부 사업보고

208

ARU008_17_01C0001

ARU008_17_01C0002

ARU008_17_01C0003

Отчеты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ту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주둔 소련군 경무사령부들의 보고서(1946년 1
월 1일~12월 31일)

Донесения и справки о настроениях
нач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1)
1946년 북한 주민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및 참고자
료 (1)

Донесения и справки о настроениях
нач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2)
1946년 북한 주민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및 참고자
료 (2)

1946

274

1946

253

1946

240

1946

133

1946

116

1946

123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народные

ARU008_17_01C0004 комитеты
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자료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народные

ARU008_17_01C0005 комитеты [II]
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자료 [II]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народные

ARU008_17_01C0006 комитеты [I]
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자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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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6

128

1946

132

1946

100

1946

109

1946

11

1946

320

1946

329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народные

ARU008_17_01C0007 комитеты [II]
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자료 [II]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едаче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банков СК временному
ARU008_17_01C0008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I]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기업 및 은행 이전 자
료 [I]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едаче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банков СК временному
ARU008_17_01C0009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II]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기업 및 은행 이전 자
료 [II]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едаче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банков СК временному
ARU008_17_01C0010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III]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한 기업 및 은행 이전 자
료 [III]

Эконом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ARU008_17_02C0001 территориях Канвондо и Хванхэдо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의 경제 현황

ARU008_17_03C0001

ARU008_17_03C0002

Отчеты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ту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주둔 소련군 경무사령부들의 보고서(1946년
5월 11일~8월 5일)

Отчеты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ту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주둔 소련군 경무사령부들의 보고서(1946년
8월 3일~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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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родных комитетов
ARU008_17_03C0003 провинций и уездов

생산연도

쪽수

1946

79

1947

101

1946

222

1947

361

1945

45

1945

65

1945

230

1948

67

1945

220

1945

8

1941~
1945

78

제 정당, 사회단체, 지방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
자료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выборах в
провинциальные, городские и уездные
ARU008_17_03C0004 комисс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946년 11월 북한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서
ARU008_17_04C0001 1946년 각 지방 경무사령부 보고서, 북한 상황 등

Материалы по выборам в волостные и

ARU008_17_05C0001 сельские народные комитеты
1947년 면 리인민위원회 선거 관련 자료
ARU008_17_06C0001

ARU008_17_06C0002

ARU008_17_06C0003

Переписка по департаменту юстиции
사법국 관련 왕복 문서

Переписка по департаменту юстиции
사법국 관련 왕복 문서

Отчеты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тур
북한 현황 관련 경무사령부 보고서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4 сессии

ARU008_17_07C0001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1948년 북한 인민회의 제4차 회의 보고서
ARU008_17_08C0001

1945년 북한에서의 소련군 활동 관련 문서(연설문,
포고문, 보고서, 지시서 등)

ARU008_17_08C0002 북한 지역자치임시위원회 대표자대회 관련 자료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art

ARU008_18_01C0001 II, 1941-1945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Part II(1941~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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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8_18_01C0002

사료명/번역사료명

В неб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의 하늘에서

생산연도

쪽수

1978

198

ARU008_18_02C0001

러시아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28건 (1) [MF]

1

ARU008_18_02C0002

러시아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28건 (2) [M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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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ARU005_01_01C0001 시베리아 거주 한인대회 관련

Протокол 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й
ARU005_01_02C0001 секции при М.К. Р.К.П.
러시아 공산당 지역 위원회 한인부 총회 회의록

2
1921~
1922

10

ARU005_01_03C0001 연해주 한인 관련 문서
ARU005_01_03C0002

ARU005_01_03C0003

10

Телеграмма

3

연해주 한인 관련 전보

Доклад по поводу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김성우, 김동한, 홍진우, 리로만이 작성한 전한공산
당대의원회의 정황보고

1926

12

1921

3

Доклад о расстреле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ARU005_01_03C0004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아무르 주에서 사살된 한인 빨치산에 대한 보고서
ARU005_01_03C0005

Телеграмма

104

자유시 사변 관련 전보

Доклад полномоч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в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ческой
ARU005_01_03C0006 Партии

1922

10

1922

14

1922

19

이르쿠츠크 소재 한인의병 전권위원 김동한이 러시
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보고서

ARU005_01_03C0007

Доклад о корейском партизанском
движении
극동인민회의 대표단의 최진동, 홍범도, 김동안이 러
시아 군사혁명위원회 참모위원에게 보낸 보고서

Доклад член объединенного ЦК

ARU005_01_03C0008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рции Ли Донхы
고려공산당 통합중앙위원회 위원 이동휘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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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2

21

1930

53

1946

68

1946~
1947

99

1947

138

1946

24

1948

63

1948

122

ARU005_01_04C0007 연해주군관구 정치 분야 부사령관 쉬티코프
(Штыков)가 당중앙위원회 수슬로프(Суслов)에게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 보고서

1948

132

ARU005_01_04C0008 1947년 북한 정치 관련 보고서

1947

147

1951

44

ARU005_01_03C0009 극동 조선인 관련 문서
ARU005_01_03C0010

1930년대 소련 군사학교에서 교육받은 조선인 관련
문서

ARU005_01_04C0001 1946년 남북한 주요 정치인사 및 남한 언론 평가
ARU005_01_04C0002 1946~1947년 조선 정치현황 관련 문서
ARU005_01_04C0003 1947년 조선 관련 제 보고서

Бюллетень бюро информации ЦК ВКП(б)

ARU005_01_04C0004 : Вопрос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당중앙위원회 정보국 회보 : 대외정책 문제

Материалы по итогам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ARU005_01_04C0005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19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자료

Стенограмма объ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шания
лидер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ARU005_01_04C0006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제2차 남북지도자연석회의 속기록

Доклад об итогах выборов в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ореи

Материалы совещания актива трудовой

ARU005_01_05C0001 партии г. Пхеньяна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열성자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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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Материалы 4-го пленум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г.
ARU005_01_05C0002 Пхеньяне 1-4 ноября 1951

생산기간

쪽수

1951

60

1951

102

1951

80

1951년 11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
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자료

Сборник решений Политсовета и
Оргкомитет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за 1951 год
ARU005_01_05C0003 소연방 외무부 총부비서 이바노프(Н. Иванов)가 당
중앙위원회 그리고리얀(В. Г. Григорьян)에게 보내
는 1951년 조선노동당 정치회의 및 조직위원회 결
정집

Доклад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армии,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и ЦК корейско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ARU005_01_05C0004 февраль 1951г.
지원군, 인민군 그리고 조선노동당 증앙위원회 대표
자 회의에서 한 보고(1951년 2월)

Заключ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иморского
Губкома и Корбюро ИККИ по вопросу
ARU005_02_01C0001 о фракционной борьбе среди
коррабо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108

연해주 조선인들간의 당파투쟁에 관한 결정서

Доклад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ческой партии
ARU005_02_01C0002 III-му конгрессу коминтерна

1921

14

1915

9

1915

13

제3차 코민테른에 제출된 고려공산당의 보고서

Доклад Корсекции Губкома РКП 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ARU005_02_01C0003 населения в примгубернии
원동지방의 한인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러시아 공산
당 한인분과의 보고서
ARU005_02_01C0004 연해주 조선인 독립운동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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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1C0001

ARU005_03_01C0002

사료명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омиссии президима
ЦККИ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조선 문제에 관한 국제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1922년 12월)

Сводка по Корее No 1, составлена т.
Пак-Диншунь
박진순이 작성한 한국에서의 6.10 반제국주의 시위
에 관한 보고서

Concerning the Incident of Eastern Region
Committee of Manchurian Bureau of KoreARU005_03_01C0003 an Communist Party

생산기간

쪽수

1922

8

1927

18

1927

20

1919

4

1921

5

1919

5

1920

3

1920

6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구역국 사건 관련

ARU005_03_02C0001

ARU005_03_02C0002

Заявление и список коммунистов в г.
Омске
옴스크 시 소재 러시아 공산당의 조선인 공산주의자
관련 자료

Повеска дня на заседания ЦК Коркомса
고려콤소몰 집행위원회의 회의일정표

Декларац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и у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ARU005_03_02C0003 комитета в России
조선의 독립선언문과 러시아 소재 조선민족위원회의
규정

Резолюция о корейских

ARU005_03_02C0004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секциях
고려공산당 지부에 대한 결의문

Протокол совершенно-секрет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секция восточного народов
ARU005_03_02C0005 сибир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бюро
시베리아 주 동방민족분과의 비밀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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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0

8

1920

18

1920

6

1920

6

1920

9

1920

5

1920

6

1920

6

1921

7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секции

ARU005_03_02C0006 восточного народов с корейским отделом
한인부와 동방민족분과 간부회의 회의 의사록

Письмо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ен.
ARU005_03_02C0007 Потапову
조선 정부가 포타포프 장군에게 보내는 서신

Протокол едине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 всех местных
ARU005_03_02C0008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지방 고려인 단체 대표자들과 외무인민위원부 대표
얀손과의 연석회의 의사록 등

материалы по открытию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при дально-восточном бюро
ARU005_03_02C0009 Ц.К.Р.К.П.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 소속 고려인 분과 개설 관련
자료

Протокол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и

ARU005_03_02C0010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ячейки г. Иркутск
이르쿠츠크 지역의 고려공산당원 집회 의사록

ARU005_03_02C0011

Резолюция о тактике Коминтерн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опросу
러시아 공산당 연해주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코민
테른 집행위원회 극동부 고려국 회의 결의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Ирку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ARU005_03_02C0012 партии коммунистов
이르쿠츠크 공산당 위원회의 결정 등
ARU005_03_02C0013

Материалы по Коркоморганизацию
고려공산당 조직 관련 자료

Платформа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 секцция 3-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ARU005_03_02C0014 интер.
제3차 코민테른 회의에서 제시한 고려공산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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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0

83

1920

6

1920

45

1920

8

1920

4

1921

33

1921

19

1921

13

1921

3

1921

10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ЦК корейских

ARU005_03_02C0015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고려공산당 조직 중앙위원회 회의 의사록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ДальнеARU005_03_02C0016 Восточному бюро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에 대한 고려공산당 대표자들
의 보고서
ARU005_03_02C0017

Письмо Пак Диншунь к Л. М. Карахану
박진순이 카라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외

Устав Иркутского и Ом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ARU005_03_02C0018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이르쿠츠크와 옴스크 고려인회의 규약 외

Положение на Дальном Востоке и
ARU005_03_02C0019 корейское революционное движение
극동지역의 정세와 고려인의 혁명운동 외

Материалы п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му комитету

ARU005_03_02C0020 3-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제3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관련 자료

Материалы по съезду корейских

ARU005_03_02C0021 коморганизаций
고려공산당 조직대회 관련 자료

Доклад делегаты ЦК корейской
ARU005_03_02C0022 компартии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의 보고서

Доклад И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ARU005_03_02C0023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на 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동양부)에 보내는 보고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от 24 июля 1921г. на

ARU005_03_02C0024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고려부 회의 1~7차 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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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1

9

1920

8

1921

37

1921

11

1921

40

1921

15

1921

25

Отчет о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ARU005_03_02C0025 Дальвост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고려부의 정기 보고서들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от 18 декабря
1920г.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ARU005_03_02C0026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г. Чите
1920년 12월 18일 치타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조직
대표자회의 의사록 외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от 5 мая
1921г.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ARU005_03_02C0027 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
1921년 5월 30일 러시아 공산당 산하 한족단체 이
만(伊萬)군위원회 전체대회 결정 등

ARU005_03_02C0028

ARU005_03_02C0029

Письмо от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йии(Ли ДонХи, Хон До) к Исполкому Конминтерна
고려인 대표자(이동휘, 홍도)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에 보낸 서한 등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ЦК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고려공산당 조직 중앙위원회의 회의 의사록(1921년
1월11일~1921년 4월 26일)

Протокол объединенного заседания
ЦК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ARU005_03_02C0030 организаций
고려공산당 통합 중앙위원회 위원, 구 중앙위원, 한
인부 비서들의 회의 의사록

ARU005_03_02C0031

Письмо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при МКРКП
по революционнному движению в Корее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러시아 공산당 모스크
바 위원회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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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

Письмо Федор Иванович Кима к
Революционному военному совету
ARU005_03_02C0032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생산기간

쪽수

1921

5

1921

17

1921

2

1921

7

1921

7

1922

45

1922

23

1922

8

표도르 이바노비치 김이 고려혁명군정위원회에 보내
는 서신 외

ARU005_03_02C0033

Письмо Ли Дон-Хи и Пак Дин-Шунь к
Чечерину
이동휘와 박진순이 외무인민위원 치체린에게 보내는
서신 외

Материалы по организациям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ов в Корее и на
ARU005_03_02C0034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조선과 중국 지역에서 조선인 빨치산 조직

Краткая записка о Корейской Секции

ARU005_03_02C0035 Партшколы Поарма
군정치부 산하 고려인 당학교에 대한 보고서 외

ARU005_03_02C0036

ARU005_03_02C0037

ARU005_03_02C0038

Сведение о партизанских отрядах в
Корее, в Китае и на Рус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조선,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서 조선인 빨치산 조직에
대한 자료 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омиссии президиума
ИККИ по 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간부회에서 다룬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문 외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доклад зав.
Корсекцией Дальбюро ЦКРКП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 한인부장의 보고
서외

Письмо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к зав. отделом
ARU005_03_02C0039 востока Коминтерна тов. Сафарову
대외부 인민대표위원이 코민테른 극동국 책임자 사
파로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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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간

쪽수

1922

67

1922

28

1922

41

1922

64

1922

91

1921

3

ARU005_03_02C0046 조선 독립운동 관련 보고서

1923

8

Письмо особо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делам
Тайн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и общине Чендоге
ARU005_03_02C0047 Народному комиссару

1921

14

ARU005_03_02C0040

사료명

Материалы по денежным отчетам о
приходе и расходе ЦК Коркомпартии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수입과 지출 내역 관련 자
료외

Меморандум о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на конгресс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
революционных партии Дальнего
ARU005_03_02C0041 Востока
극동 공산주의 정당 및 혁명적 당들의 대회에 참석한
조선대표단에 관한 기록 외
ARU005_03_02C0042

Доклад
코민테른 보고서

Протокол совещания в г. Верхне-Удинске
об объединенном съезде в присутствии
ARU005_03_02C0043 4-х групп ККП
베르흐네-우진스크 시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통합
대회 의사록

ARU005_03_02C0044

Письмо Ли Дон-Хи к ген. секретарю
ИККИ тов. Кусиневу.
이동휘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장 쿠시넨 동지
에게 보내는 서신 등

Доклад члена конспиративного ЦК
Чендокио и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заграницей
ARU005_03_02C0045 Цой Донхи ИККИ
천도교 중앙집행위원 및 해외전권위원인 최동희가
3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낸 보고서

천도교 중앙혁명위원회 전권위원 최동희가 소련 외
무상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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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

생산기간

ARU005_03_02C0048 19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 관련

ARU005_03_02C0049

ARU005_03_02C0050

Письмо ИККИ по революционном
движением в Корее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조선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서신 등

Письмо Ли Дон-Хи и Ким Гю-Ер к ген.
секретарю ИККИ тов. Кусиневу.
이동휘와 김규열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장 쿠
시네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 등

쪽수
145

1929

11

1929~
1930

105

1929

20

1929

12

1929

17

1929

22

1929

61

Материалы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и

ARU005_03_02C0051 группировкам в Маньчжурии
만주에서 정치적 그룹 형성에 대한 보고 자료

ARU005_03_02C0052

Письмо Пак Юн-Се к т. Сонину и т.
Корнину по расстрелу коммунистов в
Маньчжурии
박윤세가 소닌동지와 코르닌 동지에게 보내는 서한;
만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처형에 대
하여

Доклад о ЦК Корейской МОПР
ARU005_03_02C0053 고려 모프르[국제혁명운동 희생자 구원회] 중앙위원
회의 보고서 외

Циркуляр зо октября 1928г. от Орбюро
Маньжчу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единой
ARU005_03_02C0054 Партии
만주 민족단일당 촉성회의 1928년 1월 30일자 명령
서외

ARU005_03_02C0055

Материалы по зарожд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е
‘조선에서 공산주의 활동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자
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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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9

9

1930

83

1930

18

1930

9

1931

33

1931

33

1932

3

1931

10

1931

2

Проэкты решения классовую

ARU005_03_02C0056 сплоченность в Корее
조선에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실행 방안

Доклад о всекорейском сткденческом

ARU005_03_02C0057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조선의 학생운동 보고서’ 외

ARU005_03_02C0058

“За Большевистскую линию в корейском
революционном движении”, А. Сольц
솔리츠가 작성한 “조선혁명운동에서 볼셰비키 노선
을 위한 투쟁” 외

Предложение о работе среди кореецев в

ARU005_03_02C0059 Китае.
재중 조선인 대상 활동에 관한 제안 외

Положение рабочих 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ARU005_03_02C0060 работа на химическом заводе в Хамхыне
‘함흥화학공장의 노동자 상황과 조직사업’ 외

Доклад о соврем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в

ARU005_03_02C0061 Корее и задачи корейского Комсомола
‘조선의 현황과 공산청년운동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Резолюция Манчжурского бюро
китайской компартии о профдвижении в
ARU005_03_02C0062 Корее
‘조선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 만주위원
회의 결의문’

Протокол допроса [Цой Ден Ги, род.

ARU005_03_02C0063 23.09.1899г.]
심문 기록서[최정기, 1899년 9월 23일생]

Движени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ARU005_03_02C0064 “Гондзан Вивонхой”
“공장위원회” 조직재건운동

03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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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31

83

1932

6

1933

18

1933

6

1934

63

1935

31

1935

3

1919~
1920

6

Доклад тов. Цой-Шену-“корейский

ARU005_03_02C0065 вопрос”
최성우의 보고서-“조선 문제” 외

Забастовка портовых рабочих в ЦенARU005_03_02C0066 Дине
청진부두 노동자의 파업

Доклад тов. Чен-Мин, Ким-ДенХа
ARU005_03_02C0067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정민, 김정하의 보
고서

ARU005_03_02C0068

Доклад тов. Цой-Шену в восточный
секретариат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부서 앞으로 보낸 최성우
의 보고서

Директива ИККИ Оргкомиссии
Компартии Кореи о создании Компартии,
доклады и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и других лиц в ИККИ по
партийным, персональным, личным и
ARU005_03_02C0069 другим вопросам
조선공산당 재건조직위원회에 보낸 코민테른 집행위
원회의 훈령, 당적·인적·사적·기타 문제에 대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인사들이 코민테른 집행
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와 보고자료
ARU005_03_02C0070

ARU005_03_02C0071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Корее
조선에 대한 약식 보고서[From 최성우 To 쿠시넨] 외

О работе в Кандо
간도에서의 활동

Краткий доклад о зарубежной работе
среди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х народов(
ARU005_03_03C0001 период сентябрь 1919г. по август 1920г.)
동방 아시아 민족 업무에 대한 약식 보고서(1919년
9월~1920년 8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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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Телеграмма из Иркутска от Шумяцкого,
Москва Секретариат Коминтерна,
ARU005_03_03C0002 Ковецкому
코민테른 극동 전권위원 슈먀츠키가 코민테른 비서
부 코베츠키에게 보내는 서신 외

ARU005_03_03C0003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Секции Востнародов
Сиб. Обл. Бюро Ц.К.Р.К.П.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동방민족분과 회의 의사
록외

Доклад РСФСР бывшего начдив 3
Сибирской стр. Дивизии НарРевАрмии
ARU005_03_03C0004 Д.В.Р. в Особый отдел ВЧК при 5 Армии

생산기간

쪽수

1920~
1921

22

1920

18

1920

1

1920

6

1920

3

1920

16

1897

45

시베리아 인민혁명군 제3연대장이 제5군 산하 최고
위원회 특별국에 보낸 보고서

Положени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екции

ARU005_03_03C0005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동방민족분과의 조직체계

Выписка из протокола заседания Секции
Востнародов Сиб. Обл. Бюро Ц.К.Р.К.П.12
ARU005_03_03C0006 ноября 1920г.
1920년 11월 12일,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동
방민족분과 회의 의사록 발췌본 외

Именной список сотрудников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при Сибирском
ARU005_03_03C0007 областном Бюро Р.К.П.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동방민족분과 소속 직원
명단 외

ARU005_03_03C0008

Протокол 1-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ссии по
созыву 1 всекорейского сьезда ком. Орг.
전조선 공산당 조직 대의원회의 소집을 위한 제1차
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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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3C0009

사료명

Перевод письма тов.Ли-кнар из Урги от
30 августа 1920г.
이괄 동지가 1920년 8월 30일자로 중앙위원회에 보
낸 서신 번역본

Служебная телеграмма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СибБюро Р.К.П.к
ARU005_03_03C0010 Шанхай Центросоюз Григорьеву

생산기간

쪽수

1920

3

1920

2

1920

103

1920

17

1920

4

1920

7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동방민족분과에서 상하
이의 그리고리예프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стоявшегося 13 декабря
ARU005_03_03C0011 1920 г. в г. Чите
1920년 12월 13일 치타에서 개최된 조선 공산주의
조직 대표자대회 의사록

Доклад Исполкому Коминтерн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при СибБюро
ARU005_03_03C0012 Ц.К.Р.К.П.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동방민족분과의 조직 체
계와 업무 활동에 대한 보고서

ARU005_03_03C0013

Письмо и ответ между СибБюро и
Москва, Отдел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вязи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지국과 모스크바 대외부
와의 교환 서신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Секции Востнародов
при Сибирской Миссии по иностранным
ARU005_03_03C0014 делам
시베리아 대외부서 공사관 소속 동방민족분과 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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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Служебная телеграмма Сибобластбюро
ЦКРКП секция Востнародов и
центральному комитету Кор.Ком орг. В
ARU005_03_03C0015 Иркутске

생산기간

쪽수

1920

18

1920

3

1920

4

1920

39

1920

5

1920

3

1921

6

1921

13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뷰로에서 이르쿠츠크 소재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전문

Порядок дня на засе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ARU005_03_03C0016 состоявшегося 18 декабря 1920г. в г.
Чите
1920년 12월 18일 치타에서 열린 한족공산단체 대
표회의 의사록

ARU005_03_03C0017

ARU005_03_03C0018

Штаты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бюро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동시베리아 뷰로의 중국인 및 조선인 공산주의자 구
성원

Мандат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이동휘가 발행한 위임장

Удостоверение[Те Ын-Шунь] и

ARU005_03_03C0019 мандат[Ким Дин, Ке Пон-У]
증명서[조응순]와 위임장[김진, 계봉우]

Постановление 3-го Амур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елегатского
ARU005_03_03C0020 съезда
제3차 아무르 주 조선인 대표 회의의 결정사항

Положение 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ARU005_03_03C0021 секретариате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에 관한 규정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приезде в Москву

ARU005_03_03C0022 корееца Хан-Хен-Гвон
한형권의 모스크바 방문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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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1

5

1921

4

1921

28

1921

5

1921

5

1921

23

1921

37

1921

8

1921

11

Доклад о партизанском движении в

ARU005_03_03C0023 Корее
조선의 빨치산에 대한 보고서
ARU005_03_03C0024

극동인민대회 조선대표단 단장이 러시아 외무인민위
원부 극동과에 보내는 서한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ARU005_03_03C0025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회의 의사록

Список сотрудник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ARU005_03_03C0026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직원 명단

Приказ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сибир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бюро Ц.К.Р.К.П.:
Отдел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ARU005_03_03C0027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주 뷰로 소속 동방민족분과
의 명령서 : 민족별 구성원 명단

Прика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ARU005_03_03C0028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의 명령서

Телеграмм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инятом учредительным
ARU005_03_03C0029 Сьездым коркоморганизации
한인 공산당 조직 창립위원회에서 결의한 강령에 관
한 전문
ARU005_03_03C0030 코민테른 극동지부 3.1절 행사 관련 문서

Создание в г. Благовещенске городского

ARU005_03_03C0031 корейского рабочего союза
블라고베센스크시에 조선인 노동조합 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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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3C0032

사료명

Телеграммы Благовещенск областоной
комитет ЦКРКП
러시아 공산당 블라고베센스크 주 중앙위원회에 보
내는 전문

Письмо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екретариат
ARU005_03_03C0033 Коминтерна

생산기간

쪽수

1921

8

1921

9

1921

3

코민테른 극동비서부로 보내는 서신

Телеграмм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ARU005_03_03C0034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в Москву
코민테른 극동지역 비서국이 모스크바로 보낸 전문

Расходы по работе среди секций

ARU005_03_03C0035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на 1921г.
1921년도 동방민족분과의 경비 관련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комиссии Амурского
ARU005_03_03C0036 обла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РКП

7

1921

3

1920~
1921

37

1921

1

1921

115

1921

4

러시아 공산당 아무르 주 위원회 회의 의사록

Доклад и телеграмм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ARU005_03_03C0037 бюро Коминтерна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 보고서 및 전문 등

ARU005_03_03C0038

Сводк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ов о северном китае и корее
한국 및 중국 북부에서의 한인 빨치산의 전투에 관한
보고서

Список сотрудников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при Сибирском областном Бюро
ARU005_03_03C0039 Р.К.П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총국 동방인민분과 위원 명단

ARU005_03_03C0040

Приказ No.1 по секции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ов Сибобла. Бюро Цека Р.К.П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 뷰로 동방민족분과 위원 선
정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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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Разговор по прямому проводу секретаря
Корсекции Высоцкого с командиром
ARU005_03_03C0041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ряда

생산기간

쪽수

1921

2

1921

6

1922

14

1922

31

1922

5

1922

6

1922

7

1922

8

한인부 비서 비소츠키와 사할린 부대 지휘관과의 전
화 통화 내용 기록문

ARU005_03_03C0042

ARU005_03_03C0043

ARU005_03_03C0044

Сводк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1-го декабря 1921г.
1921년 12월 1일, 코민테른 극동지역 비서국의 총
괄 보고서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К
Коминтерна тов. Хамаринга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극동에서의 활동에
관한 마링 동지의 보고서

Доклад и письмо между тов. Лидином и
тов. Шумяцким
리진 동지와 슈마츠키 동지가 주고받은 서한 및 보
고서

Телеграмма к 3-ому ИККИ и ЦКРКП
ARU005_03_03C0045 제3차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
원회에 보내는 전문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заведующего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ИК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ARU005_03_03C0046 вопросу в секретариат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장이 코민테른 집행위원
회 비서부 앞으로 보내는 조선 문제 관련 보고서

ARU005_03_03C0047

ARU005_03_03C0048

Телеграммы из Читы МИД к Зав.
Дальвостотделом ИККИ тов. Войтинскому
치타 대외부에서 코민테른 극동지역 책임자 보이친
스키 동지에게 보내는 전문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Читой 17
июня 1922г.
1922년 6월 17일자 모스크바와 치타 간의 통화 내
용 기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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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기간

쪽수

1920

1

ARU005_03_03C0050 1922년 1월 극동인민대회 조선 관련 문서

1922

42

ARU005_03_03C0051 1922년 1월 극동인민대회 조선 관련 문서

1922

17

1922

2

1922

18

1922

17

1922

16

ARU005_03_03C0056 극동 민족대회 관련 문서

1922

41

Список утверждения мандатов корейских
делегатов на съезде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ARU005_03_03C0057 Востока

1922

7

1922

3

ARU005_03_03C0049

ARU005_03_03C0052

사료명

Политика Японии в Корее в 1920 г
1920년도 일본의 대한정책

Письмо тов. Ким Но-Сек
김규식의 서한

Заседание съезда объединенных
трудящихс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7 января
ARU005_03_03C0053 1922г.
1922년 1월 27일 극동노력자대회 회의 기록

ARU005_03_03C0054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мандатского
комиссии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의사록
[1922.01.17~1922.01.20]

Доклад Пак Дин-Шунь о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их делегатов съезда народов
ARU005_03_03C0055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민족대회에 대한 박진순의 보고

극동인민대회 참석한 조선 대표위원들의 위임 확인
명단

Список мандатов сданных
Замзавмежсвязь тов. Вомпе
ARU005_03_03C0058 Дальвостсекретариатом Коминтерна
코민테른 극동비서부가 국제연락부 부부장 봄페 동
지에게 제출한 위임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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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기간

쪽수

1922

3

1922

14

1922

13

1922

13

1923

4

1923

79

ARU005_03_03C0065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 организациям
민족대표위원회의 조직별 회원 명단

1923

7

ARU005_03_03C0066 연해주 조선인 독립운동 관련 문서

1923

17

1923

54

ARU005_03_03C0059

ARU005_03_03C0060

사료명

Анкета и мандат Ким-Уем[조사표, 위임장 김녕]
전헌(1899년 2월 14일생)의 조사서와 위임장

Анкета и мандат Ким Кю-Сик[조사표, 위임
장 김규식]
김규식(1881년 1월 24일생)의 조사서와 위임장 외
6명

Фотография на съезде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ARU005_03_03C0061 Востока
극동민족대회 관련 사진

ARU005_03_03C0062

Прика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Коминтерна г. Иркутск
이르쿠츠크 시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명령서
[1922.01.02~1922.01.09]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КорБюро от 18
ARU005_03_03C0063 марта 1923г. и 31 декаьря 1923г.
1923년 3월 18일, 12월 31일자 고려국 회의 의사록

Доклад о ходе работ КорБюр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е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 о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ARU005_03_03C0064 Приморской губернии
조선 뷰로의 활동 초창기에 대한 보고서와 연해주 지
역의 조선인에 대한 실정 보고서

Список членов комитета народных

ARU005_03_03C0067

Письмо и доклад о корей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нгрессе в Шанхае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보고서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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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3

12

1923

3

1923

19

1923

6

1923~
1924

41

1923

7

1923

35

1923

2

План работы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ИККИ на

ARU005_03_03C0068 1923г.

1923년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 사업계획안

Доклад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за первый

ARU005_03_03C0069 квартал 1923 года
1923년도 1/4분기 동양부 업무 보고서

ARU005_03_03C0070

Доклад и письмо Л. Кауфмана к тов.
Войтинскому
카우프만 동지가 모스크바의 보이친스키 동지에게
보내는 보고서 및 서한

Письм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остОтдела
Коминтер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 тов.
ARU005_03_03C0071 Кубяку секретарю ДальБюро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코민테른 극동부서장이 극동
뷰로 비서 쿠박에게 보내는 서한
ARU005_03_03C0072

Доклад и письмо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및 서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заведующего
восточным отделом ИККИ по корейскому
ARU005_03_03C0073 вопросу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부장의 조선 문제 보고서

ARU005_03_03C0074

Письма и ответы между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ККИ и Москвой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와 모스크
바 지부 간의 교환 서신

Выписка из протокола от 16 января
1923года, заседания Приморского
ARU005_03_03C0075 Губернского Бюро РКП
1923년 1월 16일자 러시아 공산당 연해주지역 회의
의사록 발췌문

03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271

271

2015-12-21 오후 7:33:20

사료참조코드

사료명

생산기간

쪽수

1924

3

1924

2

1924

5

1924

2

1924

29

1924

3

1902

20

1921~
1922

10

1925

8

Список сотрудников Восточного Сектора

ARU005_03_03C0076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부 구성원 명단

Протокол совещ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при восточном отделе ИККИ
9
ARU005_03_03C0077 -го мая 1924года
1924년 5월 9일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의
조선 문제 관련 회의 의사록
ARU005_03_03C0078

Доклад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의 보고서

Дословный перевод Ли Донг-Хы от Эм
Шен-Му
ARU005_03_03C0079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공산당 동양부 이동휘가
엄성무의 한국어 문서를 러시아어로 원문 그대로
번역

ARU005_03_03C0080

Материалы по съезду 14-го августа
1924г. в ВостОтделе ИККИ
1924년 8월 14일 코민테른 극동부서 소집회의 관련
자료

Телеграмма тов.Войтинского к тов.
ARU005_03_03C0081 Файнбергу
보이친스키 동지가 파인베르그 동지에게 보낸 전문

Пр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в в области
объедин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реди
ARU005_03_03C0082 Коркоммунистов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통합을 위한 실질 대책

Доклад Охамука Восточному отделу
ИККИ о движении революционной
ARU005_03_03C0083 трудовой Кореи
오하묵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분과 위원 가다
야마에게 보낸 보고서
ARU005_03_03C0084 조선 문제에 관한 코민테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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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3_03C0085

ARU005_03_03C0086

ARU005_03_03C0087

사료명

Положение Кореи с 1923 по 1925 год
1923~1925년 동안 조선의 정치, 경제적 상황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коллегии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а 19 января 1926г.
1926년 1월 19일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 협
의회 회의 의사록 등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ИККИ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회의 의사록 등[1926년 4월
16일~1926년 12월 18일]

생산기간

쪽수

1925

18

1926

7

1926

14

1926

2

1926

10

1926

29

1926

34

1926

8

1926

4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омиссии

ARU005_03_03C0088 21 февраля 1926г.
1926년 2월 21일자 조선위원회 회의 의사록

Протокол совместного заседания ДБ с
ARU005_03_03C0089 КорБюро ИККИ
극동국과 고려국의 합동회의 의사록 등

ARU005_03_03C0090

Отчет о работ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юро
зв время 18 июня по 18 илюя 1926г.
1926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극동국의 업무
총괄 보고서 등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Русской делегации
ARU005_03_03C0091 러시아 대의원단 회의 의사록 (1926년 7월 19일~
11월 9일]

ARU005_03_03C0092

ARU005_03_03C0093

О штатах и оргструктуре ВостОтдела
ИКК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의 조직 구조와 정원에
대한 자료

Корейские легальные организайии
조선의 합법 단체에 대한 자료

ARU005_04_01C0001 조선 독립운동 관련 문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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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5_01C0001

사료명

Протокол совещания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юношени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조선청년단체 대표단 1차회의 의사록, 고려청년조직
사절단에 관한 의사록

Список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ARU005_05_01C0002 юношени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생산기간

쪽수

1921~
1928

35

1921

17

1921

12

1921

12

1922~
1923

10

1923

50

1924

15

1924

18

1924

34

조선청년단체 명부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ги Молодежи
ARU005_05_01C0003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ичеких ячеек Молодежи
조선청년연합회 및 고려공산청년회 대표들의 보고

Доклад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и
ARU005_05_01C0004 письма
고려공산청년동맹 대표자의 보고서 및 서신

ARU005_05_01C0005

Программа конгресса Союза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전조선청년단 대회 프로그램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центрального бюро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кого Союза
ARU005_05_01C0006 Молодежи
고려공산청년동맹 중앙총국의 총결보고

ARU005_05_01C0007

Делегатский мандат центрального бюро
Коркомсомола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의 대표위임장

ARU005_05_01C0008

ARU005_05_01C0009

Письмо от Пакюнсе к Техун
박윤세가 조훈에게 보내는 서신 등

Объединенное бюро Молодежи по полосе
К. В. Ж. Д.-информация Ким Са Кук
동중철도 청년총국-김사국이 제공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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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5_05_01C0010

ARU005_05_01C0011

사료명

Устав товарищества “Синхынченнена”
신흥청년사의 규약

Устав Кор. комсомола
고려공산청년동맹의 규약

생산기간

쪽수

1924

2

1924

26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незаконного исключения
Тайгу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из
федерации со стороны е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1925~
ARU005_05_01C0012 комитета
1926

104

전국위원회 측에서 대구청년동맹을 총동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명한 것에 대한 항의서
ARU005_05_01C0013

Письмо от Пакюнсе к Техун
박윤세가 조훈에게 보내는 서신

1925

6

1926

17

1926

45

1926

58

1926

30

1927

48

1927

21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ЦК союза корейской

ARU005_05_01C0014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고려공산청년회의 중앙위원회 의사록
ARU005_05_01C0015

Исполком КИМа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집행위원회 관련

Доклад о комсомольском движении

ARU005_05_01C0016 Кореи
고려공산청년동맹의 활동 보고서

Стастические сведения Маньчжурского

ARU005_05_01C0017 секретариата в 1926г.
1926년도 만주부 통계자료

Доклад о И.К.К.И. и И.К.К.И.М.
ARU005_05_01C0018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국제공산청년동맹 집행위원
회에 보내는 보고서

Доклад о общем положении Маньчжурии

ARU005_05_01C0019 К.И.М.
조직 건설 문제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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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

Доклад об основном содержании
дискуссии по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у
ARU005_05_01C0020 стройтельству на Маньчжурском
Комсомоле

생산기간

쪽수

1927

26

1928

61

1928

3

1928

19

1929

24

1929

6

1934

30

1934

15

만주 공청의 조직 건설 관련 토론 기본 내용 보고
ARU005_05_01C0021

Материалы по Кор. Комсомолу
고려공산청년회 관련 자료

Доклад о подробности арестов 1-го

ARU005_05_01C0022 Февраля 1928г.
1928년 2월 1일 체포된 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

Манифест на борьбу против всяких
ревизионистов и их оппортунистического
ARU005_05_01C0023 единого фронта
모든 수정주의자들과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통일전선
에 반대하는 투쟁 선언문

Резолюция о 5-ом конгрессе КИМа
ARU005_05_01C0024 제5차 국제공산청년동맹 대회 결정 관련 (고려공산
청년회의) 결의문

ARU005_05_01C0025

Доклад о резолюциях ЦК ККМ, принятых
на 1-ом заседании в 1929г.
1929년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결의문에 대한 보고서

Платформа действия корейского

ARU005_05_01C0026 комсомола
조선공산청년동맹의 행동 강령

Проект смета центрального бюро

ARU005_05_01C0027 коркомсомола
고려공산청년회의 예산안
ARU005_06_01C0001

러시아 사회정치사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65건[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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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1_01C0001

ARU001_01_01C0002

ARU001_01_01C0003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 по закону
제정 러시아 헌법과 관련한 자료들

Материал по закону
제정 러시아 헌법과 관련한 자료들

Материалы об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제정 러시아에 대한 자료들

생산연도

쪽수

1840~
1906

404

1905~
1906

356

1905

48

1885

261

1888

175

1891

166

1891

190

1898

189

1896

262

1904

11

1905

8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4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5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6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7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8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09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ARU001_01_01C0010

ARU001_01_01C0011

Справка
전투경험과 관련한 보고서들

Справка
전투경험과 관련한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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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899

77

1898~
1901

298

1885~
1903

288

1902

334

1900

265

1893~
1895

272

1905~
1908

189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по военному

ARU001_01_01C0012 министерству
국방성과 관련한 보고서
ARU001_01_01C0013

ARU001_01_01C0014

ARU001_01_01C0015

ARU001_01_01C0016

ARU001_01_01C0017

ARU001_01_01C0018

ARU001_01_01C0019

ARU001_01_01C0020

ARU001_01_01C0021

ARU001_01_01C0022

ARU001_01_01C0023

ARU001_01_01C0024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и Графа Муравьева
무라비요프 대령의 군 보고서

Донесение Кн. Даморкова
다모르코프 공후의 보고서

Приложения к всеподданнейшему отчету
국방성의 정책에 대한 보고에 첨가하여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1900년도 국방성 보고서 자료

Донесение морской армии
해군의 보고서

Программы судостроения
조선업 프로그램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дела воздушного флота 1906~
공군 함대의 활동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대와 관련한 일반적 자료들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대와 관련한 일반적 자료들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대와 관련한 일반적 자료들

Карта
지도

Карта Маньчжурии
만주 지도

1913

158

1900

306

1900

170

1901

270

1900

38

1900~
19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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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1_01C0025

ARU001_01_01C0026

ARU001_01_01C0027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

Положение русских войск в Китае
중국 주둔 러시아 군의 상황

Отчет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иности
군사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Переписка по поводу операций
Маньчжурской Армии от 18-го апреля по
ARU001_01_01C0028 июня 1904

생산연도

쪽수

1901

142

1901

183

1904

456

1904

204

1904

213

1904~
1906

143

1905

79

1905

54

1905

153

1905

191

1904

79

1904년 4월부터 6월까지 만주군의 전투와 관련한
서신들
ARU001_01_01C0029

ARU001_01_01C0030

По поводу войны с Японией
러일전쟁과 관련한 보고서 및 서신

Донесение Куропаткина
쿠로파트킨의 보고서

Донесение Куропаткина по поводу

ARU001_01_01C0031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군 상황과 관련한 쿠로파트킨의 보고서

Копия писем по поводу военной

ARU001_01_01C0032 деятельности
병력의 이동과 배치등의 상황과 관련한 서신 사본들

ARU001_01_01C0033

ARU001_01_01C0034

ARU001_01_01C0035

Картакая записка о ход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Маньчжурии в 1904-1905 гг.
1904~1905년 만주군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기
록들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

Сведения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들

04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281

281

2015-12-21 오후 7:33:23

사료참조코드
ARU001_01_01C0036

사료명/번역사료명

Отчет о порте Армур
여순항에 대한 보고서

생산연도

쪽수

1905

108

1905

16

1905

100

1905

55

1905

23

1905

112

1896~
1897

84

1897~
1898

42

1897

41

1905

26

Журнал военного совешания 28-го

ARU001_01_01C0037 февраля 1905 г.

1905년 2월 28일자 병역 잡지
ARU001_01_01C0038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군사활동과 관련한 자료들

Извлечение из отчета Интендантства за
ARU001_01_01C0039 1904-1905 год.
1904~1905년 회계보고 발췌록

Протокол общего собрания общества

ARU001_01_01C0040 Добуакаи в Токие в 1905 г.
1905년 12월 10~23일 도쿄에서 열린 회의 의사록

Записка о Японии. Монголии и

ARU001_01_01C0041 Маньчжурии
일본, 몽고, 만주에 대한 기록
ARU001_01_01C0042

Донесение Ухтомского
우흐톰스키의 보고서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иления наш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на Дальнем
ARU001_01_01C0043 Востоке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전략적 상황의 호전을
위한 필수사항
ARU001_01_01C0044

Донесение подполковника Будиловского
중령 브질롭스키의 보고서

Записка о причинах войны между
ARU001_01_01C0045 Японией и Россией
러일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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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00

135

1900

13

1902

88

1903

20

1903

94

1903

276

1903~
1904

61

1904

228

1905

148

1905

25

1906

12

Очерк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на

ARU001_01_01C0046 Крайнения Востока
극동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보고

Копия письма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ARU001_01_01C0047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е
외무부청에 보내는 재정청의 편지 사본

Доклад Витте по поездке на Дальной
ARU001_01_01C0048 Восток
극동 방문과 관련한 비테의 보고서

Записка о во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в

ARU001_01_01C0049 наместничеств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관구의 행정부서 설립과 관련하여
ARU001_01_01C0050

Записка Куропаткина
만주 문제와 관련한 쿠로파트킨의 보고서

Секретарные бумаги по делам

ARU001_01_01C0051 Маньчжрий в 1903 г.
만주와 관련한 1903년도 비밀문서
ARU001_01_01C0052

ARU001_01_01C0053

Материал по Дальней Востоке
극동과 관련한 자료들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극동과 관련한 러시아 정책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наместника

ARU001_01_01C0054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Величества
황제 비서관의 보고서(극동과 관련하여)
ARU001_01_01C0055

ARU001_01_01C0056

Записка Безобразова
베조브라조프의 보고문서

О положен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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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06

109

1904

31

1905

26

1909

101

1894

28

1898

9

1899

64

1899

37

1902

23

1903

29

1904

26

1904~
1907

82

1906

17

Обзор с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Китайским и

ARU001_01_01C0057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일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조명
ARU001_01_01C0058

ARU001_01_01C0059

ARU001_01_01C0060

ARU001_01_01C0061

ARU001_01_01C0062

ARU001_01_01C0063

ARU001_01_01C0064

ARU001_01_01C0065

ARU001_01_01C0066

ARU001_01_01C0067

ARU001_01_01C0068

ARU001_01_01C0069

Доклад Случевскиого
스루체프스키의 보고서

По вопрос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 문제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ы
재무성의 보고서

Доклад Витте
비테의 보고서

По повосу Сибирскогй дороги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하여

В связи с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철도와 관련한 자료들

о поездке в Иркутск и Байкальское озеро
이르쿠츠크 및 바이칼 호수와 관련하여

Доклад по вопросу Сибириского пути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한 보고서

Доклад Мнист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교통성의 보고서

Доклад по вопросу китайской ж.дороги
중국 철도와 관련한 보고서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교통성의 보고서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교통성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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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1_01C0070

사료명/번역사료명

По вопросу Сибирской ж.дороги
시베리아 철도와 관련하여

생산연도

쪽수

1906

47

1907

29

1905

59

1906

33

1907

38

1906

139

1908

52

1908

56

1908

135

1910

96

1911

23

Доклад Петрова
ARU001_01_01C0071 페트로프의 보고서(시베리아 동부 철도 문제와 관련
하여)
ARU001_01_01C0072

ARU001_01_01C0073

По поводу Ж.Дороги
철도와 관련하여

О сооружении Амурской жел.дороги
아무르 철도의 설비와 관련하여

Средства к ускорению постройки

ARU001_01_01C0074 Амурской ж.дороги
아무르 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자금책
ARU001_01_01C0075

ARU001_01_01C0076

ARU001_01_01C0077

ARU001_01_01C0078

По вопросу ж.дороги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교통청의 보고서

Рапорт Иркут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이르쿠츠크 지사의 보고서

Рапорт Приамур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프리아무르 지사의 보고서(1906~1907년)

О сотоянии вверенного мне
Приамурского генераль-губернаторства
ARU001_01_01C0079 за 1908, 1909 и 1910 годы
1908~1910년 프리아무르 지사의 직책에 대하여
ARU001_01_01C0080

Доклад Унтебергара
운트베르가르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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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02

112

1897~
1905

262

1895~
1896

75

1897

85

1898~
1899

90

Отчет по командировки в Приамурской

ARU001_01_01C0081 крае в 1901 г.
1901년 프리아무르 지방 업무 관련 보고서
ARU001_01_01C0082

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정치 외교와 관련하여

ARU001_01_01C008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32~03061047]
ARU001_01_01C008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48~03061055]
ARU001_01_01C008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56~03061063]
ARU001_01_01C008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64~03061071]
ARU001_01_01C008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72~03061091]
ARU001_01_01C008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092~03061115]
ARU001_01_01C008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1116~03061142]

Проек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договора об

ARU001_02_01C0001 оборонительном союзе против японии
대일 조러방위동맹 조약안

ARU001_02_01C0002

ARU001_02_01C0003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иколаей Ⅱ,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пекине
러시아 대외부와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니콜라이
2세의 교환 서한 외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и послами в
лондоне и берлине
러시아 대외부와 런던,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들과
의 교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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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1_02_01C0004

ARU001_02_01C0005

ARU001_02_01C0006

ARU001_02_01C0007

ARU001_02_01C0008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и
посланниками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들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и
посланниками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들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и
посланниками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들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Александром Ⅲ,
русским послом в германии
러시아 대외부와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3세와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пекине, послом в берине
러시아 대외부와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독일 주
재 러시아 대사와의 교환 서한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об
ARU001_02_01C0009 маньчжурии

생산연도

쪽수

1900

147

1900

139

1900

158

1900

97

1900~
1903

169

1901

52

1901

72

1903

5

만주 지역에 관한 러중 협상안

ARU001_02_01C0010

ARU001_02_01C0011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пекине, послом в лондоне
러시아 대외부와 북경 주재 러시아 공사,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교환 서한

Замечания Ламздорфа на записку
генерал-майора войска в маньчжурии
만주지역 러시아 부대 육군 소령의 기록에 대한 람즈
도르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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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а рус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Лессара и Оболенскому с сообщениями
ARU001_02_01C0012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пекине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레사르가 오볼렌키에게 러
시아 사절단의 활동 정보를 보고하는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и наместнтком из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вопросу о китаем
ARU001_02_01C0013 нейтралитета

생산연도

쪽수

1903~
1904

89

1904

165

1904

101

1904

96

1898~
1900

27

1900~
1901

21

중국의 중립적 태도에 대해서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по вопрсам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ARU001_02_01C0014 отношений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러일 관계에 대한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по вопросам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ARU001_02_01C0015 отнешений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러중 관계에 대한 교환 서한

Донесение русского посла Розена К.
Б. в японии о впечатлении японского
ARU001_02_01C0016 правительства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 로젠의 일본 정부에 대한 인
상 보고서

Письма МИД к военному министру
за гранией об угрозе вооруженного
ARU001_02_01C0017 столкновения с японией
러시아 대외부가 해외지부 육군장성에게 보내는 일
본과의 무력충돌 조짐에 대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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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и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одготовии
ARU001_02_01C0018 к войне с японией

생산연도

쪽수

1901

45

1901

16

1902

15

1903~
1904

150

1903~
1904

150

1903~
1904

71

1904

48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러시아 대외부와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교환 서한

Проект соглашения россии с японией по

ARU001_02_01C0019 вопросу о корее
조선에 대한 러일 협정안

Текст англо-япон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т 30

ARU001_02_01C0020 января 1902г.

1902년 1월 30일 영일 협정서 본문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и о ходе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ARU001_02_01C0021 переговоров [I]
러시아 대외부와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러일 협
정 진행에 대한 정보 교환 서한 [I]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и о ходе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ARU001_02_01C0022 переговоров [II]
러시아 대외부와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러일 협
정 진행에 대한 정보 교환 서한 [II]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и о ходе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ARU001_02_01C0023 переговоров [III]
러시아 대외부와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러일 협
정 진행에 대한 정보 교환 서한 [III]

Записка Ламздорфа о ходе русскоARU001_02_01C0024 япо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러일 협정 진행에 대한 람즈도르프의 기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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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японии по поводу прекращения
ARU001_02_01C0025 японцами переговоров

생산연도

쪽수

1904

72

1904

15

1904

8

1904

148

1904

44

1904

19

러시아 대외부와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일본 측
의 의한 러일 협상 결렬에 대한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ом
во франции об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ей с
ARU001_02_01C0026 японией
러시아 대외부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러일
관계에 대한 교환 서한

План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составленный
японским генеральным штабом на
случай
войны с россией
ARU001_02_01C0027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일본 참모본부가 작성
한 조선 점령 계획

Телеграммы рус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в МИД об откликах
ARU001_02_01C0028 начала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I]
러시아 대외부 해외지부 대표들의 러일전쟁 초기 영
향에 대한 전보 [I]

Телеграммы рус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в МИД об откликах
ARU001_02_01C0029 начала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II]
러시아 대외부 해외지부 대표들의 러일전쟁 초기 영
향에 대한 전보 [II]

Правил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аходивщихся
в россии япон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подданных 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ARU001_02_01C0030 войны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재외국
민의 행동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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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1_02_01C0031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несения рус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з
гонконге др. о ход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러일전쟁의 군사행동 진행에 대한 홍콩 등지의 러시
아 대표부의 보고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вопросу борьбу с военной
ARU001_02_01C0032 контрабандой

생산연도

쪽수

1904

135

1904

64

1904

52

1904

51

1904

36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군 밀수출입에 대한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ом во
франции, в англии, русским консулом
в гонконге о возвращении экипажей
ARU001_02_01C0033 крейсеров на родиу
러시아 대외부와 프랑스,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 홍
콩 주재 러시아 영사와의 러시아 순양함 귀환에 대한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ом в
англии,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 извещении ин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о
ARU001_02_01C0034 минировании корейских портов
러시아 대외부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조선 항구에 설치된 수뢰에 대해서 다른 국
가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о введении контроля над
ARU001_02_01C0035 китайским телеграфом в маньчжурии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역
총독과의 만주지역의 중국 통신 라인 사용에 대한 교
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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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итае о разрешении допуска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иностранных
ARU001_02_01C0036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и наблюдателей

생산연도

쪽수

1904

7

1904

12

1904

44

1904~
1905

26

1904

19

1905

139

외국 특파원과 감독관을 현역군으로 수용한 것에 대
한 러시아 대외부와 중국 주재 러시아 공사. 극동지
역 총독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рус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США, париже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японии зай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США,
ARU001_02_01C0037 англии и франции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일본에게 차관 제공한
것에 대해 러시아 대외부와 미국, 파리 주재 러시아
공사와의 교환 서한

ARU001_02_01C0038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американским послом
по поводу захвата японией кореи
일본의 조선 점령에 대해 러시아 대외부와 미국 대사
와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назначении бывшего
посланника в корее Павлова секретным
ARU001_02_01C0039 агентом
조선의 전 공사 파블로프를 비밀요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 대외부와 극동지역 총독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МИД с наместник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задержании в шанхае
ARU001_02_01C0040 русского судна “Маньчжур”
러시아 선박 “만주”호의 상하이 정박에 대해 러시아
대외부와 극동지역 총독과의 교환 서한

Материалы совещения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ARU001_02_01C0041 задач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флота
해군의 회복에 대한 결정 과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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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а МИД к министру финансов и
военному министру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силения военной мощи россии после
ARU001_02_01C0042 оконч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생산연도

쪽수

1904

43

1904

16

1904

9

1905

32

1905

99

1905

55

러일전쟁 후 러시아 군사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러시
아 대외부가 육군대신,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Заключение МИД по поводу
представлений наместни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 устройстве управления
ARU001_02_01C0043 наместничеством
극동지역 총독이 제시한 총독관리체계에 대한 러시
아 대외부의 결정

Записка Толстого “наши ближайщие
задач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связи с
ARU001_02_01C0044 настоящей войны в японии”
톨스토이의 기록, “러일전쟁 중 극동지역에서의 시급
한 문제”

ARU001_02_01C0045

ARU001_02_01C0046

Записка МИД статс-секретря Ламздорфа,
19 февраля 1905г.
러시아 대외부 국무장관 람즈도르프의 기록(1905년
2월 19일)

Записка флигель-адъютанта графа
Гейдена : “какой флот нужен россии”
시종무관 하이젠의 기록 : “러시아에게는 어떤 해군
이 필요한가”

Инструкция Муравьеву, русскому
уполномоченному на мирных
ARU001_02_01C0047 переговорах с японией
일본과의 평화협상 책임자 무라비요프에게 하달된
훈령
ARU001_02_01C004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586~050600596]
ARU001_02_01C004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597~0506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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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884~
1888

33

1895

11

1910

4

1898~
1905

39

1899

16

1899

11

1899

15

1901

16

1902~
1909

97

1902

6

ARU001_02_01C0050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13~050600631]
ARU001_03_01C0001

ARU001_03_01C0002

ARU001_03_01C0003

ARU001_03_01C0004

Договоры россии с кореей о торговле
러시아와 조선의 무역협정

Телеграмма С. Е. Егорвича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лондоне к МИД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 예고르비치가 러시아 외무부
에 보내는 전보

Москов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с Японей
로바노프와 야마가다 간에 체결된 모스크바 협정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정부의 통보자료 모음집

Справка о вновь открываемых корейских
ARU001_03_01C0005 портах
조선의 신개항 항구 보고서

ARU001_03_01C0006

Переписка[МИД россии к послу свероамерикаских соединениях штатов]
서신[러시아 외무부가 상트페테르부르그 주재 북아
메리카연합에게 보내는 서신]

Текст трактаты между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о

ARU001_03_01C0007 союзе, торговле и концессии
조선과 중국의 동맹, 무역, 거류지 관련 국제조약문

Справка о мирном разрешении

ARU001_03_01C0008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관련 보고서

Успехи японского влияния в китае и

ARU001_03_01C0009 корее
일본이 중국과 조선에 미친 영향
ARU001_03_01C0010

Текст декларации россии и франции
러시아와 프랑스의 성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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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ыписка из донесения начальника
таможни в Чемульпо заведующему
ARU001_03_01C0011 корейскими таможнями

생산연도

쪽수

1902

11

1910

80

1905

1

1905

4

1903~
1905

171

1903

8

1903

38

1908

14

제물포 세관 책임자의 보고서 발췌문

ARU001_03_01C0012

Весьма доверительное письмо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к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러일협정 체결에 관해 재무상이 외상에게 보낸 기밀
서신

Журнал совещания для разсмотрения
вопросов, вытекающих из договора с
Японией, заключенного в Портсмуте 5
ARU001_03_01C0013 сентября 1905 года
포츠머드 조약 체결로 초래된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록

Журнал состоявщагося по Высочайшему

ARU001_03_01C0014 повелению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러일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록

Журналы особых совещаний о задачах

ARU001_03_01C0015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 관련 정보

Телеграмма Алексеева Е. И. главного
ARU001_03_01C0016 начальника Квантунской области
관동주 책임자 알렉세예프의 전보

Записка графа Ламздорфа МИД о лесной

ARU001_03_01C0017 концессии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의 벌채 이권 관련 기록

Проект Плансона Г. А., начальник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на
дальном востоке 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ARU001_03_01C0018 соглашении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극동지역 외교 서기관 플랜손의 러시아와 일본 양국
간의 사전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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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ект наказа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миссару
в Маньчжурии об управлении
ARU001_03_01C0019 Маньчжурией

생산연도

쪽수

1903

30

1903

131

1903

11

1904

9

1904

8

1904

8

1904

12

만주 지역 총책임자에게 관리 방안 지시

Проект Алексеева, наместни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 управлении в
ARU001_03_01C0020 област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지역 총독 알렉세예프의 극동지역 관리 방안

Донесение Распопова аг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о финансовой
ARU001_03_01C0021 политике японии в корее
재무부 대리인 라스포포프가 일본의 대조선 금융정
책 관련 보고

Циркулярное сообщение русски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за
границей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японского
ARU001_03_01C0022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ее
일본 정부의 대조선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 주재 러시
아 외교관에게 명령서를 회부

ARU001_03_01C0023

Телеграмма Тидемана русского вицеконсула к Пласону Чифу
러시아 부영사 티제만이 중국 치프 주재 플라톤에게
보내는 전보

Текст япон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т

ARU001_03_01C0024 22 августа 1904г.
1904년 8월 22일 한일협정서 본문

Отношение наместни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лексеева, управляющему
делами особого комитета дальнего
ARU001_03_01C0025 востока
극동지역 총독 알렉세예프가 극동위원회 사무주임에
게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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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3_01C0026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о Нелидова А. И.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париже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В. И. МИД о
переговорах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о мире
러시아 대사 넬리도프가 프랑스 파리 주재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에게 보내는 평화 관련 러일협정 내용의
서한

생산연도

쪽수

1905

19

1905

148

1905

145

1905

146

1905

54

1905

18

1905

6

Протоколы портсмту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ARU001_03_01C0027 черновики [I]
포츠머스 회의 의사록 초고 [I]

Протоколы портсмту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ARU001_03_01C0028 черновики [II]
포츠머스 회의 의사록 초고 [II]

Протоколы портсмту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ARU001_03_01C0029 черновики [III]
포츠머스 회의 의사록 초고 [III]

Протоколы портсмту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ARU001_03_01C0030 черновики [IV]
포츠머스 회의 의사록 초고 [IV]

Протокол совещания Витте С. Ю.
с членами русской дедегации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условий мира предложенных
ARU001_03_01C0031 япо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포츠머스에서 일본 사절단이 제시한 평화협정 조건
을 심사할 비테와 러시아 사절단의 회의 의사록

Текст письма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ия
Штатов Рузвельта об условиях мира
ARU001_03_01C0032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러일 양국간의 평화협정 조건에 대한 루즈벨트 대통
령의 서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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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портсмут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печать на случай
разрыва мирных переговоров россии и
ARU001_03_01C0033 японии

생산연도

쪽수

1905

24

1905

120

1905

6

1905

14

1905~
1906

15

1905~
1906

24

1905~
1906

23

포츠머스 회의에서 플랜손이 기록, 러일 양국간 평화
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인쇄본

Договор о мире заключенный россией и

ARU001_03_01C0034 японией в портсмуте
포츠머스 회의에서 러일 양국간 체결한 평화조약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таблица к
фотографической группе рус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делегатов на портсмутской
ARU001_03_01C0035 мирной конфеоенции
포츠머스 평화회의에 참석한 러일 사절단의 환영회
단체사진의 인명

ARU001_03_01C0036

ARU001_03_01C0037

Переписка корейского посла в
петербурге с графом Ламздорфом МИД
페테르부르크 주재 조선 대사와 외무대신 람즈도르
프 백작과의 교환 서한

Переписка Павлова А. И.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корее с графом Ламздорфом
조선 주재 러시아 대사 파블로프와 외무대신 람즈도
르프와의 교환 서한

Секретные телеграммы между МИДом и

ARU001_03_01C0038 Российским посланником в Пекине
주청 러시아 공사와 외무성 간의 왕복 기밀 전문

Переписка Покотилова Д. Д.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китае с графом Ламздорфом
ARU001_03_01C0039 МИД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 포코틸로프와 외무대신 람즈
도르프와의 교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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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Козакова Г. А русск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токио с графом
ARU001_03_01C0040 Ламздорфом МИД

생산연도

쪽수

1905

37

1905

12

1905

15

1905~
1906

22

1905~
1906

22

1905

12

1905

6

도쿄 주재 러시아 대리대사 코자코프와 외무대신 람
즈도르프 백작과의 교환 서한

Письмо Маркиза Лансдоуна на имя
великобританского посла в петербурге
ARU001_03_01C0041 об англо-японском соглашении
영일협정서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영국 대사
마커스 랜스도운의 서한

Ратификация подписанного в портсмуре
23 августа 1905г.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ARU001_03_01C0042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1905년 8월 23일 러일 양국간 평화조약의 비준
ARU001_03_01C0043

Секретные телеграммы Барона Розена
주미 대사 로젠공의 한국 관련 보고 전문

Телеграммы Розена Р. Р.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к графу
ARU001_03_01C0044 Ламздорфу МИ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로젠이 외무대신 람즈도르프
에게 보낸 전보

Телеграммы графа Ламздорфа МИД
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ARU001_03_01C0045 россии за границей
외무대신 람즈도르프가 해외 지부 러시아 외교대표
들에게 보낸 전보

Телеграмма Булацеля Н. И. советника
рус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берлине к графу
ARU001_03_01C0046 Ламздорфу МИД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불라첼이 외무대
신 람즈도르프에게 보낸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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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Телеграмма Дессино К. Н. русского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итае к графу
ARU001_03_01C0047 Ламздорфу МИД

생산연도

쪽수

1905

6

1905

16

1905~
1906

12

1905~
1906

11

1905

9

1905

6

1905

10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육군무관 데시노가 외무대
신 람즈도르프에게 보낸 전보

Переписка Нелидова А. И.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париже с графом Ламздорфом
ARU001_03_01C0048 МИД
파리 주재 러시아 대사 넬리도프와 외무대신 람즈도
르프와의 교환 서한

Телеграмма Остен-Сакена Н. Д.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берлине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ARU001_03_01C0049 МИД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 오스텐-사켄이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에게 보낸 전보

Письма графа Бенкендорфа А. К.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лондоне к графу
ARU001_03_01C0050 Ламздорфу МИД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 벤켄도르프가 외무대신 람즈
도르프에게 보낸 서한

ARU001_03_01C0051

Телеграммы Муравьева Н. В.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риме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МИД
로마 주재 러시아 대사 무라비예프가 외무대신 람즈
도르프에게 보낸 전보

Записка о коре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деятеле И Ион Ин, о цели его приезда в
ARU001_03_01C0052 россию
조선 위정자 이용인의 러시아 방문 목적 기록문

ARU001_03_01C0053

Письмо Пак Чей Суна корейского МИД к
Роту статс-секретарю США
미 국무장관 루트에게 조선 외무대신 박제순이 보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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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Депеша графа Кассини А. П.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мадриде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ARU001_03_01C0054 МИД

생산연도

쪽수

1905

5

1905

15

1905~
1906

8

1905

11

1905

28

1905

15

1905

6

마드리드 주재 러시아 대사 카시닌이 외무대신 람즈
도르프에게 보낸 특보

Вырезки из газеты “Новое Время”,
“Слово” о рус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о политике япон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ARU001_03_01C0055 корее
“새시대”와 “말”에 게재된 러일관계, 일본의 대극동
지역 정책 그리고 조선에 대한 기사들의 발췌본

ARU001_03_01C0056

Телеграмма Урусова Л. П.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вене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МИД
빈 주재 러시아 대사 우루소프가 외무대신 람즈도르
프에게 보낸 전보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Г. А. о русском

ARU001_03_01C0057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в корее
조선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대한 플랜손의 기록문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Г. А. о
содержании япон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ARU001_03_01C0058 документов
러일 외교문서 내용에 대한 플랜손의 보고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Г. А. к
Витте о переговорах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о
ARU001_03_01C0059 сахалине
플랜손이 비테에게 보내는 사할린 영토 관련 러일협
정 보고서

Справка из де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наместника на дальнем
ARU001_03_01C0060 востоке Алексеева
극동지역 외교서기대리인 알렉세예프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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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Г. А.
русск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 сеуле к
МИД с просьбой поддержать ходатайство
ARU001_03_01C0061 о возмещении убытков

생산연도

쪽수

1906

10

1906

30

1906

22

1906

10

1906

8

1906

35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이 러시아 외교부에
보낸 손해배상 관련 청원 지지 호소문

Заметка о Корее, составленная ст.сов.

ARU001_03_01C0062 Я.Плансона
플란손의 대한정책 건의서

Докладнаня записка Плансона Г. А. к
НиколаюⅡ о задачах русской политики в
ARU001_03_01C0063 корее
플랜손이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내는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 보고서

Письмо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Г.А.Плансону и Россискому посланнику в
ARU001_03_01C0064 Токио
외상이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란손과 주일 공사에게
보내는 서신 및 전문

Письмо Плансона Г. А. к графу
Ламздорфу В. Н. МИД о праве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выдачу ему
ARU001_03_01C0065 экзекватуры
플랜손이 일본 정부로부터 인가장을 받는 문제에 대
하여 외무대신 람즈도르프에게 보낸 서한

ARU001_03_01C0066

Переписка Бахметева Г. П.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токио с Щвольским МИД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바흐메테프와 러시아 외무부
쉬볼스키와의 교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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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Текст сообщения Баронта французск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японии к Пласону
в сеуле об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ARU001_03_01C0067 императора в японии

생산연도

쪽수

1906

6

1906

7

1906

8

1906

37

1906

19

일본 주재 프랑스 대리대사 바론트가 서울 주재 총영
사 플라손에게 보낸 조선 황제의 일본 방문 관련 통
지문

Письмо Харманда французского посла
в японии к Бахметеву русскому послу в
ARU001_03_01C0068 токио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 하몬드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바흐마테프에게 보내는 서한

Письмо Плансона Г. А. русск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 сеуле к
Бахметеву русскому послу в токио в
ARU001_03_01C0069 связи с его экзекватуры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이 도쿄 주재 러시
아 대사 바흐마테프에게 그의 인가장을 보내는 서한
초고

Донесение Берто французск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 сеуле к
французскому МИД о корейских
ARU001_03_01C0070 народных обществах “Иль-Зин-Хой"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 베르토가 조선의 일진회 활
동에 대하여 프랑스 외교부에 보고

Донесение Берто французск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 сеуле к
французскому МИД о разграничении
ARU001_03_01C0071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маньчжурии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 베르토가 북한과 만주 지역
의 경계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 외교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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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о Адатеи секретаря японского МИД
к Пласону о назначении ему приема
ARU001_03_01C0072 японским послом в корее маркизом Ито

생산연도

쪽수

1906

5

1906

12

1906

32

1906

70

1906

4

1906

19

일본 외교부 서기관 아다테이가 서울 주재 러시아 총
영사 플라손에게 일본의 이토 공작 접대 요청 서한

Письмо Бахматева русского посла в
токио с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
ARU001_03_01C0073 назначении в сеул русского консула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바흐마테프가 서울 지부 러시
아 영사 임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교환한 서한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Ферберга П.Г.
рус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корее к
Плансону о событиях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в ней протектората
ARU001_03_01C0074 японии
조선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통역관 페르베르크가 일
본이 조선에 대해 보호관계를 설정한 사건과 관련하
여 플랜손에게 보낸 보고서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С.С.Плансона 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м ходе событий после
ARU001_03_01C0075 Портсмутского договора
포츠머드 조약 체결 이후 한국의 정세에 관한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란손의 보고서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Плансона о
надежде корейских патриотов и самого
ARU001_03_01C0076 императора н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고종과 한국의 애국지사들의 항일독립정책에 대한
주한 러시아 총영사 플라손의 보고서

Письма Плансона А.П.Извольскому
о предстоящем франко-японским
ARU001_03_01C0077 соглашении для будущей судьбы Кореи
일불협정이 한국의 운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플란
손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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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о Пак Зе Суна корейского МИД
к Плансону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на дворе
ARU001_03_01C0078 коре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생산연도

쪽수

1906

6

1906

7

1906

1

1906

12

1907

12

1907

5

1908

17

1908

9

조선 외교부의 박제순이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
랜손에게 조선 궁정으로 초대하는 서한

ARU001_03_01C0079

Письмо Корна А. секретаря клуба в сеуле
к Плансону об избрании его членом
клуба
서울 클럽 비서 코르노가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에게 서울 클럽의 회원으로 선출된 것을 알리
는 서한

Общество Иль-чин-хой и Чион-до-гиоARU001_03_01C0080 хой
일진회와 천도교회 간의 관계

Корейский эмигрант Ли Пом Юн во главе

ARU001_03_01C0081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항일투쟁 지휘자 이범윤에 관한 보고서

Текст секретных статей русско-японского

ARU001_03_01C0082 соглашения
러일협정 관련 기밀 조항

Вырезка из гатеты с заметкой о
японском дипломате и политическом
ARU001_03_01C0083 деятеле Хашвара
일본의 외교정책과 하쉬바르의 정치적 활동 관련 신
문 기사

Записки о необходимоти переговоров

ARU001_03_01C0084 россии с японией по делам кореи
조선 문제에 대한 러일 간 협상 필요성 제기 보고서

Записки о необходимоти учредить
консульства в северных корейских
ARU001_03_01C0085 портах
북한의 항구도시에 영사관 설립 필요성 제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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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3_01C0086

사료명/번역사료명

Письма членов консульского корпуса и
японского посльства в сеуле к Плансону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이 러시아 총
영사 플랜손에게 보낸 서한

Отчет о конференции в портсмуре 1905г.
по заключению мир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ARU001_03_01C0087 японией [I]

생산연도

쪽수

1908

19

1908

151

1908

59

1909

46

1909

10

1909

8

1906

47

1906

150

1906

33

1905년 러일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포츠머
스 회의 보고서 [I]

Отчет о конференции в портсмуре 1905г.
по заключению мир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ARU001_03_01C0088 японией [II]
1905년 러일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포츠머
스 회의 보고서 [II]
ARU001_03_01C0089

Отчет о поездке в японию
일본 방문 보고서

Письма Плансона к заведующем

ARU001_03_01C0090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департмента МИД
플랜손이 대외부 극동국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

Записка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комитет в
память экипажа рууских военных,
погибших в бою с японцами под
ARU001_03_01C0091 чемульпо
제물포에서 발생한 러일 군사 간의 충돌 때 전사한
전우기념위원회 조직 관련 기록
ARU001_03_01C0092

ARU001_03_01C0093

ARU001_03_01C0094

Дневник Плансона в сеуле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의 일기

Дневник Плансона в сеуле [I]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의 일기 [I]

Дневник Плансона в сеуле [II]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의 일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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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3_01C0095

ARU001_03_01C0096

사료명/번역사료명

Дневник Плансона в сеуле [I]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의 일기 [I]

Дневник Плансона в сеуле [II]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플랜손의 일기 [II]

생산연도

쪽수

1907~
1908

151

1907~
1908

30

1870

16

1881

8

1947

38

1947

126

ARU001_03_01C009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500~050600523]
ARU001_03_01C009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524~050600559]
ARU001_03_01C009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560~050600585]

Служебные заметки Бюцова Е. К. по

ARU001_04_01C0001 вопросам о корее
뷰초프의 조선 문제 관련 업무상 메모

Письмо об одобрении перевод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японского сочинения о
ARU001_04_01C0002 корее
조선에 대한 일본어 글을 러시아어로 번역 인가 서한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Устав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обществакультурнойсвязиСС
СР и справка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 марта
ARU001_05_01C0001 по маю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조소문화협회
의 규정과 1947년 3~5월의 협회 활동 내용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состоянии работы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ной
ARU001_05_01C0002 связи Кореи с СССР в СК и переписка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지국 조소
문화협회의 활동 내용 보고서 및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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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5_01C0003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фотоподборок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주재 전
소문화협회 전권대표의 송부(문학작품, 영화 필름)와
관련된 서신

생산연도

쪽수

1947~
1948

89

Всесоюзное общество культурней связи
с заграницей, Отдел восточных народных
республик,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тур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латы,
1947~
ARU001_05_01C0004 отчеты, справки, списки, переписки) т.1
1948

176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북한 주재 문화회관 활동 관련 자료(지불내역서, 보
고서, 통지서, 명부, 서신), Vol. 1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тур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латы, отчеты, справки, списки,
ARU001_05_01C0005 переписки) т.2

1948

151

1948

87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북한 주재 문화회관 활동 관련 자료(지불내역서, 보
고서, 통지서, 명부, 서신), Vol. 2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туры в г. г.
Пхеньяне, Канко и Гензане(Сев. Корея)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ОКС, отчеты, справки,
ARU001_05_01C0006 списки, переписки) т.3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평양 및 함흥과 원산 주재 문화회관 활동 관련 자료
(대외문화연락협회 결정, 통지서, 명부, 서신),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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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5_01C0007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туры ВОКС в КНДР
(платы, отчеты, справки, информации,
переписки) т.4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대외문화연락협회 문
화회관 활동 관련 자료(지불내역서, 보고서, 통지서,
정보, 서신), Vol. 4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ARU001_05_01C0008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문화회관 활동 및 문헌 송부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전소대외문화협회 전권대표와의 왕
복 서신

ARU001_05_01C0009

ARU001_05_01C0010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КОКС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문헌 송부와 관련된 조소문화협회와의 왕복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о Ⅲ съезде КОКС с СССР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조소문화협회 3차 대회 자료집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латы
и справка о проведении декады
ARU001_05_01C0011 Советской-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в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48~
1949

117

1948~
1949

42

1948

51

1949

148

1949

109

1949

77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0일간의 북한
방문시 조소 친선 수행 보고서 및 지불내역서

ARU001_05_01C0012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ОВНР,Отчетыуполномо
ченногоВОКСвКорееоработеДомовКульту
рыза Ⅱ-квартал 1949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49년 2/4분
기 북한 문화국 업무 자료에 대한 전소문화협회 전권
대표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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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ВОКС в КНДР
(платы, отчеты, справки, информации,
), т.7
переписки
ARU001_05_01C0013

생산연도

쪽수

1949

170

1949

248

1947

81

1949

110

1950

168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주재 전소
문화협회국의 업무 자료(지불내역서, 보고서, 통지서,
정보, 서신), Vol. 7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пребывании делегаци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ССР и советских делегаций в
Корее (отчеты, платы, справки, списки ,
ARU001_05_01C0014 переписка)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사절단의
소련 방문 자료와 소련 사절단의 북한 방문 자료(보
고서, 지불내역서, 통지서, 명부,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бзоры
журнала и газеты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ая
ARU001_05_01C0015 культура за 1947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극동국, 1947년의 조
선-소비에트 문화 잡지와 신문 일람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граммпластик, рот,
ARU001_05_01C0016 фотоальбомов)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주재 전소
문화협회 전권대표의 송부(문학작품, 레코드, 악보,
사진 앨범)와 관련된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в 1950г. (отчеты,
ARU001_05_01C0017 платы, справки, списки, переписка)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0년 조소
친선 교류 활동자료(보고서, 지불내역서, 통지서, 명
부, 서신)

310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10

2015-12-21 오후 7:33:30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Материалы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ВОКС в г.г.
Пхеньяне и Вонсаме в 1950г. (платы,
ARU001_05_01C0018 отчеты, справки, списки))

생산연도

쪽수

1950

209

1950

84

1950

113

1950

159

1951

25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0년 평양과
원산에서의 전소대외문화협력국 업무 자료(지불내역
서, 보고서, 통지서, 명부)

ARU001_05_01C0019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о работ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КОКС, СССР,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и фотоподборок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문화국/북한문
화협회/소연방의 업무와 관련된 북한 주재 전소연방
외국문화 교류단체 전권대표의 서신, 문헌과 영화 필
름 송부 관련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и КОКС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и фотоподборок и
ARU001_05_01C0020 других материалов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주재 전소
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전권대표와 조소문화협회의
서신, 문헌과 영화 필름, 기타 자료 송부 관련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Домами культуры ВОКС в КНДР о
ARU001_05_01C0021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и кинофильмов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문헌/ 영화 필
름 송부와 관련된 북한 주재 소연방 문화국의 서신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ОВНР,Отчетодеятельн
остиКОКС с СССР за Ⅰкв. 1951г.
ARU001_05_01C0022 전소연방대외문화연락협회, 동방인민공화국 담당부,
1951년 1/4분기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관한 총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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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бзор о
работе КОКС с СССР за Ⅰполугодие
1952г. и справка о журнале “КорейскоARU001_05_01C0023 советская дружба” за 1951г.

생산연도

쪽수

1951

30

1951

160

1953

22

1951

105

1951

121

1951

100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2년 상반기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간의 업무 개요, 1951년 “조
소 친선” 잡지의 목록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Вестник” за
ARU001_05_01C0024 1951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1년 신문
“소비에트 일보”의 업무 관련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между Кореей и СССР
ARU001_05_01C0025 за 1951-1953г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1~1953년
북한과 소연방의 문화 교류 관련 보고서

ARU001_05_01C0026

ARU001_05_01C0027

ARU001_05_01C0028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одержание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Вестник” за 1951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1년 “소비
에트 일보” 목차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ВОКС в КНДР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фотоподборок. т. 1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문헌/영화 필름
송부와 관련된 북한 주재 전소대외문화협회 전권대
표의 서신, Vol.1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фотоподборок. т. 2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문헌/영화 필름
송부와 관련된 북한 주재 전소대외문화협회 전권대
표의 서신, Vol. 2

312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12

2015-12-21 오후 7:33:31

사료참조코드

ARU001_05_01C0029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бзоры и
справки о работе КОКС в 1952-1957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2~57년 북
한 문화국의 업무 개요와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 работе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ARU001_05_01C0030 Вестник” за Ⅳ кв. 1952г.

생산연도

쪽수

1957

52

1952

19

1952

32

1952

34

1952

178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2년 4/4분
기 신문 “소비에트 소식” 관련 업무 보고서

ARU001_05_01C0031

ARU001_05_01C0032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и о
культуре КНД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문화국의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литера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Кореи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의 문학과
예술성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ВОКС и КОКС о
проведении в КНДР празднование
100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Н.И. Гоголя,
работе искусства,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и
ARU001_05_01C0033 кинофильмов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전소연방문화
협회 대표와 조소문화협회 대표간의 서신-북한에서
고골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서신, 고골의 문
학 작품 관련서신, 고골의 문헌자료와 영화 필름 송
부 관련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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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тчеты о
работе КОКС за Ⅰ-Ⅱ полугодие 1953г.
и переписка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и КОКС об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ами, о
ARU001_05_01C0034 посылке кинофильмов, фотоподборок

생산연도

쪽수

1953

214

1952

215

1953

176

1953

297

1953

15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3년 상반기
전소연방문화협회와 조소문화협회 업무 보고서-문
학작품 교환, 영화 필름과 사진 자료 송부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КС с
СССР за Ⅲ кв. 1952г. и об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ами, о посылке писем, книг,
ARU001_05_01C0035 произведенийСоветских писателей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2년 4/3분
기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간의 활동 관련 보고서문학작품 교환, 소비에트 작가의 도서 송부

ARU001_05_01C0036

ARU001_05_01C0037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ОВНР,Справки
оработеуполномоченнымВОКСвК
НДРвⅠкв.иКОКСвⅢкв.1953г. и о б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ы, книг, пластинок, о
пребывании в СССР делегации КОКС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주재 전소
연방문화협회의 4/1분기(1953년) 업무와 조소문화
협회의 4/3분기(1953년) 업무보고서, 문학작품, 레
코드판 교환 관련 보고서, 조소문화협회 사절단의 소
연방 방문 보고서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пребывании в СССР делегации КОКС в
ARU001_05_01C0038 октябре : ноябре 1953г.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3년 10~
11월 북한 문화국 사절단의 소연방 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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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Аннотация
журнал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ая дружба и
газеты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ая культура за
ARU001_05_01C0039 1953г.

생산연도

쪽수

1953

37

1954

138

1954

113

1954

339

1955

38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3년 잡지
“조소 친선”과 신문 “조소 문화”의 주해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тчет о
работе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ВОКС в КНДР
за Ⅰ полугодие 1954г. и переписка с
ARU001_05_01C0040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КНД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4년 상반기
북한 주재 전소문화협회의 전권대표 업무 보고서,
서신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Отчет работы
месячник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и переписка с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ВОКС в
Пхеньяне
ARU001_05_01C0041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월간 조소친선
업무 보고서, 평양 주재 전소문화협회 전권대표의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и
о работе КОКС за Ⅰ-Ⅱ полугодие
1954г.-литературы, кинофильмы, ноты,
ARU001_05_01C0042 пластинки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4년 상반기
북한문화협회의 업무 보고서-문학작품, 영화 필름,
악보, 레코드 등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Доклады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о развитии
ARU001_05_01C0043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북한 경제 발전
에 대한 북한 학자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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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5_01C0044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ездке делегации ВОКС в КНД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전소문화협회
사절단의 북한 방문 관련 정보

ВОКСс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сКОКСсСССР, организациям
ииотдельнымилицамиКореи, обобмене
делегациями, мнениями, о посилке
литературей, пластик, о проведении в
КНДР месячник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ие
ARU001_05_01C0045 дружбы

생산연도

쪽수

1956

21

1956

211

1956

41

1956

251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조소문화협회
와 소연방 간의 서신-조소문화협회 조직위원 / 소연
방 방문 사절단의 서신, 사절단과 의견 교환 서신, 문
학작품 / 레코드 송부 관련 서신, 월간 조소 친선 수
행 관련 서신

ARU001_05_01C0046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КОКС с СССР, о поездке делегации в
СССР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조소문화협회
와 소연방 간의 서신, 북한 사절단의 소연방 방문 관
련 서신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Справка
о работе КОКС за Ⅱ полугодие
1956г. переписка с КОКС и СССР,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ARU001_05_01C0047 Кореи, о посылке литературы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1956년 하반기
조소문화협회 업무 보고서, 조소문화협회와 소연방
간의 서신 : 조소문화협회 조직위원과 소연방 방문
북한 사절단, 문학 작품 송부 관련 서신

316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16

2015-12-21 오후 7:33:32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КС с заграницей, ОВНР, Переписка
с КОКС с СССР,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ореи, о посилке
литературы,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ARU001_05_01C0048 магнитозаписей

생산연도

쪽수

1957

195

1950

28

1951

74

1951

181

1951

118

전소연방외국문화 교류단체, 극동국, 조소문화협회
와 소연방 간의 서신 : 조소문화협회 조직위원 / 소
연방 방문 사절단원의 서신, 문학작품 / 정기간행물
/ 녹음기 송부 관련 서신
ARU001_05_01C004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0340~03060349,
060600174~060600176]

ARU001_05_01C0050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0351, 03060357,
03060375, 03060961]

ARU001_05_01C0051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0352,
03060371~03060379, 03060965~03060968]

ARU001_05_01C0052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0353~03060356,
03060358~03060363]

ARU001_05_01C005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3060364~03060370]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0г.
ARU001_06_01C00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0년)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1г.
ARU001_06_01C0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1년)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1г.
ARU001_06_01C0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1년)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1г.
ARU001_06_01C0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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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1

148

1951

161

1937

8

1938

4

1938

28

1937~
1938

6

1938

8

1938

10

1937

56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1г.
ARU001_06_01C0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1년)

Письмо от КНДР на 1951г.
ARU001_06_01C0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취한 서한들
(1951년)

Дело No. 217234 по обвинению Ку Чер
ARU001_07_01C0001 Сек
구철석의 기소 공문서 제217234호

Дело No. 3238 по обвинению Кан

ARU001_07_01C0002 Трофима Илвича
강 트로핌 일비치의 기소 공문서 제3238호

ARU001_07_01C0003

Дело No. 5413 по обвинению ЦХЕ
Георгия Авраамовича
최 게오르기 아브라아모비치의 기소 공문서
제5413호

Дело No. 3202 по обвинению Цой Пен Су

ARU001_07_01C0004 Гунсир
최평수의 기소 공문서 제3202호

ARU001_07_01C0005

Дело No. 15337 по обвинению Ким
Григория Тимофеевича
김 그리고리야 티모페예비치의 기소 공문서 제
15337호

Дело No. 5725 по обвинению Хан Павел

ARU001_07_01C0006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한 파벨 알렉산드로비치의 기소 공문서 제5725호

Дело No. 440 по обвинению Цой Сек

ARU001_07_01C0007 Фира и др.
최성필 외 기소 공문서 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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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38

6

1937

12

1938

7

1938

15

1938

8

1937

19

1937

34

1937

8

1937

25

1938

3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Цой Бориса

ARU001_07_01C0008 Петровича
최 보리스 페트로비치의 기소 공문서

ARU001_07_01C0009

Выписка из протокола от 3 сентября
1937г. по делу Ни Вера Ильиничны и др.
1937년 9월 3일 이 베라 일니치나 관련 회의록 발췌
본등

Справка на арест Ким Аполон Ивановича

ARU001_07_01C0010 и др.
김 아폴론 이바오비치의 체포조서 등

ARU001_07_01C0011

ARU001_07_01C0012

Дело No. 10168 по обвинению Цой
Евгения Петровны
최 예브게니야 페트로브나의 기소 공문서
제10168호

Дело No. 10169 по обвинению Цой
Марии Александровны
최 마리야 알렉산드로브나의 기소 공문서
제10169호

Дело No. 13088 по обвинению Ким

ARU001_07_01C0013 Софии Сергеевны
김 소피야 세르게예브나의 기소 공문서 제13088호
ARU001_07_02C0001

ARU001_07_02C0002

ARU001_07_02C0003

Дело No. 7921 по обвинению Тэн Ян Сен
전양선의 기소 공문서 제7921호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Юнь Лин Сек
윤인석의 기소 공문서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Ли Бяк
이박의 기소 공문서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Ким Василия

ARU001_07_02C0004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의 기소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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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7_02C0005

사료명/번역사료명

Дело No. 6722 по обвинению Пак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а
박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의 기소 공문서
제6772호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Пак Александр
ARU001_07_02C0006 Семеновича

생산연도

쪽수

1937

25

1933

17

1937

44

1938

9

1938

24

1945

28

1945

11

박 알렉산드르 세메노비치의 기소 공문서

Дело No. 412 по обвинению Хана
Михайла Ивановича, Тюгая Пенена и Ли
ARU001_07_02C0007 Дю Нам
한 미하일 이바노비치, 두병연, 이규남의 기소 공문
서 제412호

Дело No. 15335 по обвинению Пак Тен
Сук
ARU001_07_02C0008
박정숙의 기소 공문서 제15335호

Дело по обвинению Ким Павел

ARU001_07_02C0009 Наксеевича
김 파벨 낙세예비치의 기소 공문서

О порядк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частей и
учреждени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и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ARU001_08_01C0001 Манчжрии, Кореи и Внутренней
Монголии
만주, 조선, 내몽고 지역의 해군과 붉은 군대 기관의
재정 규율

Овыпускевобращениевсентябре194
5г.натерриторииМанчжриии Кореи
ARU001_08_01C0002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1945년 9월경 만주와 조선 지역에 화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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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использовнии трофейную японскую
валюты на выдачу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чим и служающим в предприятиях
ARU001_08_01C0003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생산연도

쪽수

1945

13

1945

36

1945

24

1945

27

1945

12

1945

16

1945

23

일본의 전리품을 남부 사할린 지역과 쿠릴 열도 노동
자에게 임금으로 지불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етского банка в

ARU001_08_01C0004 Маньчжурии
만주에 소련은행 설립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выпуске в обращение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ARU001_08_01C0005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만주와 조선 지역에서 추가 화폐 발행

Об отпуске Наркомвнешторгу трофейных
маньчжурских юаней, корейских и
ARU001_08_01C0006 японских иен и китайских долларов ЦРБ
만주의 위엔화, 조선과 일본의 엔화 그리고 홍콩 달
러화 전리품을 대외무역인민위원회에 제공

Об акционерном капитале и имуществе
ARU001_08_01C0007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анка
극동은행의 주식 자본과 자산

Об отпуске трофейной японской валюты
на покупку дома для отделения ТАСС в г.
ARU001_08_01C0008 Токио
타스통신 도쿄 지부 매입을 위한 일본 엔화 전리품
발행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расходов военного
ARU001_08_01C0009 сове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극동지역 전선의 군위원회 지출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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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выпуске в обращение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выраженных в Мньчжурских
ARU001_08_01C0010 юанях и в корейских иенах

생산연도

쪽수

1945

22

1945

20

1946

31

1946

22

1946

24

1946

33

붉은 군대 지도부 지원용으로 만주의 위엔화와 조선
의 엔화에 해당하는 화폐 추가 발행

О выпуске советских рублей у населения

ARU001_08_01C0011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만주와 조선 거주자 지원용으로 소련의 루블화 발행

ARU001_08_01C0012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40600796~04060080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штата и ассигновании
средст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групп
Полисоветников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еи и
ARU001_08_02C0001 Порт-Артура
조선과 아르투르 항 관련 문제 담당 정치위원회 회원
의 정원 확인과 지출 수단

Об отпуске Наркомрыбпрому иен валюты
для оплаты погрузных работ в Северной
ARU001_08_02C0002 Корее
북한의 수화물 노동자 임금 지불용으로 수산업인민
위원회에게 엔화 제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выпуске в обращение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выраженных в Мньчжурских
ARU001_08_02C0003 юанях и в корейских иенах
붉은 군대 지도부 지원용으로 만주의 위엔화와 조선
의 엔화에 해당하는 화폐 추가 발행

О смете доходов и расходов по
неторговым операциям в МНР на 1
ARU001_08_02C0004 квартал 1946г.
1946년 4/1분기 몽고인민공화국 비무역거래 부문의
수입과 지출 예산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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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отпуске корейской валюты на
содержание совет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ARU001_08_02C0005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46

8

1946

28

1946

30

1946

26

1946

43

1946

10

조선 담당 미소고동위원회의 소련 대표위원 지원용
으로 조선 화폐 발행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выпуске в обращ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Красной
ARU001_08_02C0006 Армии
만주와 조선 지역에 주둔하는 붉은 군대 지도부 지원
용으로 추가 화폐 발행

Об открытии места корреспонденских
пунктов ТАСС в Ираке, Эфиопии, Корее,
ARU001_08_02C0007 Китае, Италии и Швейцарии
이라크, 에티오피아, 조선,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
위스에 타스통신 지국 개설

Об оплате товаров изготовляемых для
СССР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кредита главно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ARU001_08_02C0008 Банку
소련에 제품을 납품하는 북한 기업의 임금을 북한중
앙은행장에게 어음으로 제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четырех
против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для
борьбы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холкрой среди
ARU001_08_02C0009 населе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주민의 콜레라 감염 퇴치와 더불어 전염병 예방
4대 조직 결성

О передаче Главн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Банка Временному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ARU001_08_02C0010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중앙은행이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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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ередаче Министерству военморстроя
порт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рта Сейсин
и землечерпатательных караванов,
ARU001_08_02C0011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айоне Сейсина

생산연도

쪽수

1946

25

1946

28

1946~
1947

40

1947

17

1947

27

북한 청진 항구에서 사용될 준설기와 선박용 기계를
해군부서에 양도

О репартации гражднсуих лиц и
военнопленных японцев с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Ляодунского
ARU001_08_02C0012 полуострова
북한과 요동반도 지역의 일본인 전쟁포로와 주민의
본국 송환
ARU001_08_02C001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40600807~040600818]

Об упразднении системы военторга
м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СССР в войсках
ARU001_08_03C0001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조선 주둔 소련군 부대 소속 소련 무역성 군사무역기
구의 폐지 관련

О введении нормы отпуска молока детям
генералов и офицеро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ляоду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северной
ARU001_08_03C0002 корее
요동반도 및 북한 주재 장성 및 장교 자제들에게 우
유 배급제 도입 실시 관련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ой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ARU001_08_03C0003 корее
조선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의 사업에
대하여

324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24

2015-12-21 오후 7:33:34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разрешении въезда в СССР трем
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свещения Народного
ARU001_08_03C0004 Комите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생산연도

쪽수

1947

9

1947

12

1947

24

1947

23

1947

14

1947

22

1947

10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 대표 3명의 소련 입국
허가 요청

Об имуществе репатрипрованных из

ARU001_08_03C0005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понцев
북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들의 재산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оветской валюты,
ввезенной в СССР делегацией
физкультурник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ARU001_08_03C0006
북한 체육 대표단이 소련 입국 시 소지한 소련 화폐
의 사용 관련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типо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ССР и раз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об условиях и порядке
обучения граждан разных странв высших
граждан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СССР
ARU001_08_03C0007 и содержании их
소련 정부와 북한 외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
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몽
고와의 협정 승인에 대하여, 소련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외 나열한 국가 국민의 수학 조건 및 절차에 대
하여
ARU001_08_03C0008

О поставке угл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북한으로 석탄 공급

О экспорте ксантангената калия в

ARU001_08_03C0009 югославию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유고슬라비아와 북한으로 탄산칼리 수출

О возможности торговли со странами

ARU001_08_03C0010 востока
극동지역 국가와의 무역 거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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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выделении риса и соевых бобов
для питания рабочих корейцев,
ARU001_08_03C0011 завербованных в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생산연도

쪽수

1947

26

1947

57

1947

10

1947

20

1947

28

1947

24

1946~
1947

47

연해주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급양하기 위
해 미곡과 두류를 제공

О договоре по товарообороту с северной

ARU001_08_03C0012 кореей на 1947г.
1947년 북한과의 무역 거래 협정 관련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газовой сажи и
кукурузных отходов, поступивших из
ARU001_08_03C0013 кореи в счет импор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и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와 카본블랙을 분배

ARU001_08_03C0014

Об отгрузке на экспорт из портов кореи
200мн. метанола
수출용으로 200톤의 메틸알콜을 조선 항구에서
하역

О поставке сучанского коксующегося

ARU001_08_03C0015 угл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북한에 해탄 공급

О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рт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9 суд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минморфлота без оформления виз
ARU001_08_03C0016 командам судов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북한 항구로 해군성 극동수송회사 소유 선박 9척을
파송, 선박의 선원들은 무비자 상태.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предпреждению
заноса холеры из маньчжурии и кореи
ARU001_08_03C0017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ССР
만주와 조선에서 소련 영토로 콜레라가 전염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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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выделении учебно-наглядных пособий,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литера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у
ARU001_08_03C0018 северной кореи [I]

생산연도

쪽수

1947

151

1947

110

1947~
1948

18

1947

50

1947

20

1947

19

북한 대학에 교과서, 교육기자재, 문헌 등을 제공 [I]

О выделении учебно-наглядных пособий,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литера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у
ARU001_08_03C0019 северной кореи [II]
북한 대학에 교과서, 교육기자재, 문헌 등을 제공 [II]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ву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ARU001_08_03C0020 киномехаников сроком на 1г.
북한에서 1년간 2명의 영화촬영기사를 파견

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н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ербуемых минвоенморстроем
для работ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словий труда и льгот,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ARU001_08_03C0021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от 03.16.1947. No. 570
1947년 3월 16일부터 해군건설부 소속 극동지역에
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소련의 근로조건을
보급

О продлении работ санито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отрядов в северной
ARU001_08_03C0022 корее
북한에서 위생방역부대의 활동 기한 연장

О выде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инвалюты на расходы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овет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ARU001_08_03C0023 совместной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корее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경비를 소련 국방성에
외화로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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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роведении обмена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обращаю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ARU001_08_03C0024 кореи

생산연도

쪽수

1947

34

1947

79

1947

22

1946

45

1947

15

1947

14

북한에서 유통 중인 화폐의 교환

О зарплате работников сов. учреждений
ARU001_08_03C0025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лбании
북한, 알바니아 주재 소련 기관 직원들의 입금 관련

О разреш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стройтельства военных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зрасходовать
ARU001_08_03C0026 в 4-йкв. 1947г. инвалюту на вербовку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소련 해군건설부와 해군기업에서 1947년 4/4분기에
고용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외화로 신청

О порядке погашения кредит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главно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банку и
ARU001_08_03C0027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6г.
소련 정부가 북한 중앙은행과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제공한 차관의 변제 관련

ARU001_08_03C0028

О переводе МДФЖ инвалюты на уплату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ДСЖ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민주여성동맹의 회비를 국제민주여성연맹에 외
화로 송금

Об обмене старых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принадлнжащих совет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
ARU001_08_03C0029 новые денежные знаки
북한 주재 소련 기관이 소유한 구 화폐를 신 화폐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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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расходов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северной
ARU001_08_03C0030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47

31

1948

13

1948

27

1947~
1948

46

1948

20

11948

13

1949

86

북한 주둔 소련군 유지비 지급
ARU001_08_03C0031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131~05060161]

О реализации лома металлов,
имеющегося на Ляодун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ARU001_08_04C0001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 소재 금속의 제련에 관하여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ассигновании
средств на капитальное стройтельство
для усторйства войск выведенные из
ARU001_08_04C0002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에서 철수한 부대의 정착을 위한 건설 비용의 추
가적인 지급에 대하여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ов и соглашений с
ARU001_08_04C0003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북한과의 조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왕복 서한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ре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оказ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составлении
ARU001_08_04C0004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на 1948г.
1948년 인민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원조 제공을 위
해 북한에 3명의 전문가 파견 관련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оказания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востановлении
ARU001_08_04C0005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уихо
수풍발전소 복구를 위한 기술 원조를 제시할 소련 전
문가 북한 파견

О договоре по товарообороту с северной

ARU001_08_04C0006 кореи на 1948-1949гг.
1948~1949년 북한과의 무역 조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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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8

155

1948

43

1948

22

1948

14

1948

22

1948

22

Об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ах северной

ARU001_08_04C0007 кореи
북한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О поставк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ARU001_08_04C0008 оборудования арсенал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조병창에 기술 설비 공급 관련

О возмещ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азрыва в поставках
ARU001_08_04C0009 товаров-золотом и серебром
공급 상품의 미이행분을 북한 정부가 금과 은으로
변제

О прекращении удержания взносов
по подписке на третий госзаем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ARU001_08_04C0010 хозяйства СССР
사할린 주 어업기업소에서 임시로 일하는 북한 공민
들에게 소련 인민경제 복구발전계획 국채 모집에 응
모 기회 부여

О разрешении командировать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роком на 2 года тре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ARU001_08_04C0011 : хормейстера, балетмейстер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кестра
2년 동안 3명의 전문가를 북한으로 파견 : 합창단의
지휘자, 발레의 연출자, 오케스트라 단장

О заключении соглашения с народным
комитет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ARU001_08_04C0012 в высших и граждан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СССР и содержании их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조선의 학생들과 대학원생
들의 수학에 대해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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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12 профессор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й с
ARU001_08_04C0013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м составом
Пхе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생산연도

쪽수

1948

25

1948

38

1948

23

1948

40

1948

29

평양대학에서 강사 요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북한에
12명으로 구성된 교수와 강사진을 파견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двух контролеров
сроком на три месяц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ARU001_08_04C0014 маньчжурию и харбин
3개월 동안 북한, 만주, 하얼빈 지역에 2명의 검사관
파견

О разрешении Исполкому Союза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Красного полумесяца
СССР выплачивать советским
гражда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больниц СКК в
ARU001_08_04C0015 северной корее 75% в корейской валюте
и 25% в советской валюте
북한 주재 소련 적십자병원 직원에게 봉급의 75퍼센
트는 조선화폐로 나머지 25퍼센트는 소련 화폐로 지
불할 것을 요청

ARU001_08_04C0016

Оматериальномобеспечении больниц
СКК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북한 주재 소련 적십자병원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
관련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рех работников Исполкома для
проверки деятельности больниц СКК в
ARU001_08_04C0017 корее
북한 주재 소련 적십자병원 운영 점검 목적으로 3명
의 집행위원을 북한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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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выделении средств для внесения в
резервный капитал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ARU001_08_04C0018 а/о “Мортранс”

생산연도

쪽수

1948

27

1948

161

1948

13

1948

18

1948

14

1948

15

조소합작주식회사 “모터트랜스”에 예비자본 보충을
위한 자금 분배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в 1949г. предприяти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в
Австрии, Венгрии, Румынии, Болгарии,
ARU001_08_04C0019 Финляндии, Югославии, Сев. Корее и
Китае
1949년 조선 소재 소련 국영기업소 및 조소합작주
식회사의 상품 생산 계획 ;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
니아, 핀란드,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북한, 중국

Об отпуске министерству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инвалюты на расходы
делег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ARU001_08_04C0020 конференции молодеж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동남아시아 청년회의에 참석하는 북한 사절단의 경
비 지급을 위해 대외무역부에 외화 지급 신청

О расходах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оветских
воис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ARU001_08_04C0021 1948г.
1948년 북한 주둔 소련군 부대 경비 지출 내역

Об отпуске советской валюты народному

ARU001_08_04C0022 комите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북한 인민위원회에게 소련의 루블화 제공

О переводе инвалюты в уплату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профсоюзо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ARU001_08_04C0023 1947г. МОП
북한 직업총동맹의 1947년 국제노동조합연맹 회비
지불을 외화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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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отпускеинвалютыМВДСССРнасодержа
ниекомандремонтируемыхкораблей и на
ARU001_08_04C0024 ремонт парохода “Юкан”

생산연도

쪽수

1948

43

1948

124

1948

14

1948

48

1948

12

1948

34

원산과 청진 소재 선박들을 수리하는 작업반 경비 지
급을 위해 소련 내무성에 외화 지급 요청

Об отпуске ММФ инвалюты на расходы
по подъему судов на дунае и ремонт
ARU001_08_04C0025 судов в портах кореи и румынии
도나우 강의 선박 출항 비용, 북한과 루마니아 항구
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 비용을 해군성에 요청

О переводе МФЖ инвалюты в уплату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ARU001_08_04C0026 союза женщи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1948г.
북한 민주여성동맹이 국제여성연맹에 1948년도 회
비를 외화로 송금

Об увеличении штата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аргентине и о повышен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тников советских
учрежереводе МФЖ инвалюты в уплату
ARU001_08_04C0027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женщи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1948г.
아르헨티나 주재 소련 대사관 정원 확대와 서울 소재
소련 기관 직원의 임금 인상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корейских вен,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езервных фондах
ARU001_08_04C0028 Госбанка
소련 국립은행 예비 펀드 중 북한의 원화 활용 관련

О разреш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израсходовать
инвалют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приемов в
честь 31-й годовщины ВОСР в пхеньяне
ARU001_08_04C0029 и порт-артуре
평양과 여순항에서 개최되는 제31회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일 기념 행사 바용으로 소련 국방성에 외화 지
불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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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48

29

1949

25

1949

59

1949

23

1949

13

1949

1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штата и сметы расходов

ARU001_08_04C0030 по содержанию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орее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의 정원과 유지비 승인 관련
ARU001_08_04C0031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102~05060130]

О соглашении между МВО СССР и МП
КНДР и об условиях работы советских
нау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ARU001_08_05C0001 и переводчиков в Пхенья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소련 고등교육성과 북한 교육성 간의 약정, 평양대학
에서 근무하는 소련 학자와 교사, 번역가의 근로조건

О штатах, смете и снабжении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Вестник” дома культуры
ARU001_08_05C0002 ВОКС в г. Пхеньяне
평양 소재 전소연방대외문화협회 문화관에 “소비에
트 신보” 보급과 문화관의 예산과 정원 관련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автоматической
телефонной станции в зданиях
ARU001_08_05C0003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орее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 대지에 자동전화국 설치

О приеме в 1949.50 учебном году в
вузы СССР граждан стран народной
ARU001_08_05C0004 демократии
1949/50학년도 사회주의 국가 계열의 학생들을 소
련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용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корею 3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ирригационному и
ARU001_08_05C0005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ому стройтельству
관개시설과 수력공학시설 분야의 전문가 3명을 북한
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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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совет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аботы в вузах кореи
и обеспечени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кореи
ARU001_08_05C0006 учебными пособиями

생산연도

쪽수

1949

23

1949

19

1949

36

1949

14

1948~
1949

60

1949

32

1949

22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소련 전문가의 파
견과 북한의 교육기관에 교과서 제공

О принятии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ARU001_08_05C0007 практику в СССР
북한 기술자의 소련 현장 실습 참여

О организации торгового

ARU001_08_05C0008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в корее
북한에 소련 무역대표부 조직

О переводе ВФП в г. париж 1680 англ.
фунтов стерлингов для уплаты членских
ARU001_08_05C0009 взносов профсоюзов СК
파리에 위치한 국제노동연맹으로 북한 직업총동맹의
회비를 1680 영국 파운드로 송금

Об оказании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НДР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ARU001_08_05C0010 боеприпасов
북한에게 탄약 생산 관련 기술 제공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израсходовании
в 1949г. 317 тыс. руб. напроведение
практики слушателей академии и
ARU001_08_05C0011 студентов институт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в
Китае, Корее и Японии
중국, 북한, 일본의 대외무역연구소 연구원과 학생들
의 실습 비용으로 31만 7,000루블을 추가로 제공

О закупке в корее в 1949г. для завоз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1500 тн. свежих
ARU001_08_05C0012 яблок
1949년 사할린으로 배송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수확
된 사과 1,500톤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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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8_05C0013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закупке в корее картофеля для
примор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연해주군관구에 배송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당근을
구입

О разреш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ставить в корею в
ARU001_08_05C0014 1950г. контактные электровозы

생산연도

쪽수

1949

38

1950

27

1950

81

1949

18

1954

10

1950

22

1950

150

1950년 소련 석탄공업부가 북한으로 촉륜 전기기관
차를 제공 관련 허가 요구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ставке КНДР в
1949-50гг. материал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ARU001_08_05C0015 для Пхеньянского арсенала
1949~1950년도 평양 병기창에 추가로 자재와 설
비를 공급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ставке МВТ в 1949г.
для экспорта в корею установочных
ARU001_08_05C0016 проводов
1949년 북한으로 수출할 설비장치를 대외무역부가
추가로 공급
ARU001_08_05C0017

О завозе риса из кореи
북한으로부터 미곡 운송

О завозе д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1950г.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стали,
ARU001_08_05C0018 поступающей из кореи по торговому
соглашению на 1950г.
1950년 무역협정에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설비 제작용 강철의 운송 관련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ARU001_08_05C0019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 1950г. [I]
1950년 북한 및 중국 등지에서 소련 국영회사 및 합
작회사 기업들의 생산계획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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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ARU001_08_05C0020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 1950г. [II]

생산연도

쪽수

1950

141

1950

150

1950

150

1950

88

1950

96

1950년 북한 및 중국 등지에서 소련 국영회사 및 합
작회사 기업들의 생산계획 [II]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ARU001_08_05C0021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 1950г. [I]
1950년 북한 및 중국 등지에서 소련 국영회사 및 합
작회사 기업들의 생산계획 [I]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ARU001_08_05C0022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 1950г. [II]
1950년 북한 및 중국 등지에서 소련 국영회사 및 합
작회사 기업들의 생산계획 [II]

О плане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вар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смешанных
ARU001_08_05C0023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 на 1950г. [III]
1950년 북한 및 중국 등지에서 소련 국영회사 및 합
작회사 기업들의 생산계획 [III]
ARU001_08_05C002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338~050600360]

О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м авиатранспортном
ARU001_08_06C0001 акционерном обществе “СОКАО”
조소항공운수 주식회사 “СОКАО”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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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екта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о порядке
возмещения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и обуче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НА в
ARU001_08_06C0002 военно-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СССР

생산연도

쪽수

1950

23

1950

44

1950

20

1950

27

1950

29

1950

22

1950

15

소련 군사교육기관에서 훈련중인 북한의 군인, 군무
원들의 교육 및 급양 비용 지불 절차에 대한 북한 정
부와 체결한 협정 초안의 승인에 대하여

О временном перебазировании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и материальной части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авиатранспортного АО
ARU001_08_06C0003 “СОКАО” из Пхенъяна в Анъдун
조소항공운수 주식회사 “СОКАО”의 직원과 장비를
임시로 평양에서 중국의 안동으로 이전

О наборе комсомольцев в высшие

ARU001_08_06C0004 военно-морские училища
해군고등교육기관의 공산청년동맹원 선발 관련

О принятии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ARU001_08_06C0005 техн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и
생산기술 현장실습에 북한의 전문가 참여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здания
бывшего япон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ARU001_08_06C0006 консульства КНД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전 일본 영사관 건물을 북한 영
사관으로 제공

О принятии трех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ARU001_08_06C0007 техн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и
생산기술 현장실습에 3명의 북한 전문가 참여
ARU001_08_06C0008

О товарообороте с КНДР в 1950г.
1950년도 북한과의 상품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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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ередаче министерств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зервов бериллиевого концентрата,
ARU001_08_06C0009 закупленного в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50

14

1950

132

1950

117

1950

39

1950

16

1950

28

1950

30

북한으로부터 구입한 베를륨 농축광을 국가식품원료
저장부서에 전달

О постановке из кореи свинца и
постановке в корею оборудования и
ARU001_08_06C0010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винцовых рудников [I]
북한으로부터 아연 공급과 북한 아연 광산에 채굴 장
비 제공 [I]

О постановке из кореи свинца и
постановке в корею оборудования и
ARU001_08_06C0011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винцовых рудников [II]
북한으로부터 아연 공급과 북한 아연 광산에 채굴 장
비 제공 [II]

О постановке в корею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радиостанции и об оказании технической
ARU001_08_06C0012 помощи в её сооружении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국 설비 자재 공급과 기술적 지
원 제공

О постановке в 1950г. в КНДР автомашин

ARU001_08_06C0013 и тракторов-тягачей
1950년 북한으로 자동차와 견인 트랙터 공급

О постановке для экспорта в корею

ARU001_08_06C0014 шинельного сукна
제복용 외투 옷감을 북한에 수출용으로 공급

О постановке платиновых изделий в

ARU001_08_06C0015 КНДР
북한으로 백금 세공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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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оглашение от
17 марта 1949г. об оказании технической
ARU001_08_06C0016 помощи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49

113

1950

13

1950

22

1950

29

1950

14

1950

19

1950

66

1950

16

1950

16

북한에 대한 기술적 원조 제공에 관한 1949년 3월
17일자 협정 내용의 변경
ARU001_08_06C0017

О поставке в корею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북한으로 석유제품 공급

О поставке в корею инструментов и

ARU001_08_06C0018 взрывчатых веществ
북한으로 폭발물과 도구 공급
ARU001_08_06C0019

О командир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КНДР
북한에 전문가 파견

О срочной поставке в корею

ARU001_08_06C0020 этиленгликоля
북한으로 에틸렌글리콜을 신속하게 공급

Об отгрузке в корею 200 тыс. таблеток
ARU001_08_06C0021 пантоцида
북한으로 소독약 20만 개 발송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оектов протокол
между СССР И Чехословации, Болгарии,
ARU001_08_06C0022 Польщи, Албании, Венгрии и КНД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나,
헝가리 그리고 북한 정부 간의 의정서 초안의 승인
ARU001_08_06C0023

ARU001_08_06C0024

О поставке имущества связи в корею
북한으로 통신 자재 공급

О поставке в корею натурального каучука
북한으로 천연고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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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изготовлении для КНДР двух рабочих
колес для гидротурбин мощностью 95
ARU001_08_06C0025 тыс. квт.

생산연도

쪽수

1950

30

1950

15

1950

55

1950

19

1950

50

1950

29

1950

16

1950

18

북한에 제공할 9만 5,000킬로와트 출력의 수력 터빈
용으로 2개의 종동륜을 제작

О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орее в
выполнении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ARU001_08_06C0026 порту Нампхо
북한의 남포항 토굴작업 관련 기술적 지원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ставке военномедицинского и военно-ветеринарного
ARU001_08_06C0027 имущества в КНДР
북한으로 군수품과 군의료품을 추가로 제공

О срочной поставке сырой нефт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и медикаменнтов в
ARU001_08_06C0028 корею
북한으로 원유, 석유제품,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

О постав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ARU001_08_06C0029 стройтельства радиостанц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라디오방송국 건축 설비 자재 공급

О временном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работ по
ARU001_08_06C0030 оказанию корее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북한에 대한 기술적 원조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ARU001_08_06C0031

Об отгрузке в корею газетной бумаги
북한으로 신문 용지 발송

О поставке в корею облигаций

ARU001_08_06C0032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айма КНДР
북한의 국채증서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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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оставке в 1950г. миннефтепрому из
Филяндии в счет торго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дизельных моторов, заказанных для
ARU001_08_06C0033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50

22

1950

27

1950

38

1950

17

1950

20

1950

36

1950

13

1949~
1950

26

1950년 핀란드의 석유산업부가 무역협정에 의거하
여 디젤엔진을 북한에 제공

О поставке в КНДР из наличия оптовой
базы В/О “Дальинторг” в г. Дальнем
ARU001_08_06C0034 товары
전소연방합동회사 “극동무역”의 보유 상품을 북한에
공급

О освобождении МВТ и министерствпоставщиков от поставки в корею
ARU001_08_06C0035 товаров
소련 대외무역부가 북한에 대한 상품 공급 의무로부
터 해제
ARU001_08_06C0036

О поставке в КНДР трикотажного белья
북한으로 방한용 내의 공급

Об изготовлении орденов и медалей для
ARU001_08_06C0037 КНДР
북한에서 수여할 훈장과 메달 제작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мостов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линии
ARU001_08_06C0038 Краскино-Хонио
크라스키노-홍의 철도 노선에 철교 건설

О пересылк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осылокARU001_08_06C0039 подарков в КНДР
북한으로 국제 소포의 발송

О выделении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му
акционерному обществу “Мортранс”
ARU001_08_06C0040 буксира мощностью 150 л.с.
조소합작주식회사 “모르트란스”에게 마력 150의 견
인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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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0

20

1950

15

1950

18

1951

16

1950

28

1950

27

О поставке КНДР малокалиберных

ARU001_08_06C0041 винтовок и патронов к ним
북한으로 소총과 총탄 공급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договоров с
корейскими рабочими о работе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ARU001_08_06C0042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의 어업회사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
기간 연장

О поставке пантоцида и
противостолбнячной и
ARU001_08_06C0043 противогангреновной сыворотки в КНДР
북한으로 소독제, 파상풍 예방제 그리고 괴저혈청 예
방제 공급

О приеме в 1950/51 учебном году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ССР
граждан Албании, Болгарии, Венгрии,
Кореи, Монголии, Польши, Румынии и
ARU001_08_06C0044 Чехословакии
1950/51학년도에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북한,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학생
들을 소련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용

О создании в 1950 году цветного

ARU001_08_06C0045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КНДР
1950년 북한에 대한 컬러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в 1950 году учителям
советских школ в МНР и КНДР отпусков
ARU001_08_06C0046 по месту их работы
1950년 몽고와 북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련의 교
사들에게 근무지에서의 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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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командировании в корею сроком
на 2 месяца дву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ля
ARU001_08_06C0047 проверки больниц СКК

생산연도

쪽수

1950

21

1950

74

1950

35

1949~
1950

22

1950

29

1950

34

1950

23

1949~
1950

31

북한 주재 소련 적십자병원의 검열을 위해 2명의 대
표를 2개월 동안 북한에 파견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мед. оборудования и

ARU001_08_06C0048 медикаментов для больниц СКК в корее
북한 주재 소련 적십자병원의 의료장비 구입 문제
ARU001_08_06C0049

ARU001_08_06C0050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питаля в КНДР
북한에 종합병원 건립

О передаче гавани Нитецу КНДР
북한에 니테츠 항구 이용을 양도

О передаче министерству морсного
флота пароход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аренде
у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оходного
ARU001_08_06C0051 общества “Мортранс”
조소합작주식회사 “모르트란스”에서 임대한 선박들
을 해군성에 양도

О разрешении ВОКС передать КОКС с
СССР дома культуры ВОКС в городах
ARU001_08_06C0052 Гензане и Канко
원산과 함흥 소재 전소연방대외문화협회 문화관을
북한 대외문화협회 측에 양도

О разрешении ВОКС израсходовать
средства на прем и содержание
ARU001_08_06C0053 делегаций КНР, МНР и КНДР
중국, 몽고 그리고 북한의 대표 사절단 영접과 접대
비용 지출 관련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работникам
организаций ГУСИМЗ'а в КНДР новых
ARU001_08_06C0054 должностных окладов
북한에 위치한 소련 자산을 관리할 기관의 새로운 직
무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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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 переводах в СССР инвалюты
от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мандированных в
ARU001_08_06C0055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50

23

1950

33

1950

33

1950

16

1950

20

1950

20

북한에 파견된 소련 국적의 조선인이 소련으로 외화
를 송금

Об увеличении надбавки к должностным
окладам работников советских
ARU001_08_06C0056 учреждений и предприятий в КНДР
북한 주재 소련 기관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관련

О порядке выпла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тникам сов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
ARU001_08_06C0057 КНДР
북한 주재 소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
불 절차

ARU001_08_06C0058

Об обмене корей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в
москве валюты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게 외화를 교환해주는
문제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выделении в 1950г.
инвалюты для выплаты надбавки к
должностным окладам работников
ARU001_08_06C0059 советских школ в Пхеньяне
평양 주재 소련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지급 용도로 1950년도에 추가로 외화 제공

Об отпуске редакций газеты “Правда”
инвалюты на расходы по содержанию
ARU001_08_06C0060 корреспондентского пункта в корее
북한 주재 “프라우다” 지국 유지 비용을 외화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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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 исполнении порядка валюты
инвалютной част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о выдаче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пособия в
ARU001_08_06C0061 инвалюте работникам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50

17

1950

22

1951

115

1951

105

1951

144

1951

34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에게 일시적 보조금 지급
과 임금 지급 수단을 외화로 교체

Об увеличении фонд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тников коресспондентского пункта в
ARU001_08_06C0062 Пхеньяне
평양 주재 “프라우다” 지국 직원의 임금 인상
ARU001_08_06C006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276~050600299]
ARU001_08_06C006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300~050600337]

О стенограмме выступления делегатов
на заседении исполкома МДФЖ и отчет
МЖК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злодедении
ARU001_09_01C0001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в корее
국제여성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 대표들의 연설,
조선에서 미군 및 국군 부대들의 만행 조사를 위한
국제여성위원회의 보고

ARU001_09_01C0002

ARU001_09_01C0003

ARU001_09_01C0004

Переписка ДЖС Кореи с МДФЖ и о
борьбе против Американских агрессоров
조선민주여성동맹과 국제여성동맹 사이의 왕복 서
한, 미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МДФЖ, по борьбе против
войны в корее [I]
국제여성연맹 자료들, 조선에서의 전쟁 반대에 관하
여 [I]

Материалы МДФЖ, по борьбе против
войны в корее [II]
국제여성연맹 자료들, 조선에서의 전쟁 반대에 관하
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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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9_01C0005

사료명/번역사료명

Сведения и справки о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МДФЖ в корею
조선 파견 국제민주여성동맹 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정보자료와 조사보고

Материалы комиссии МДФЖ в
корее(отчет,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пии писем, вырезки и
ARU001_09_01C0006 переводы из газет) [I]

생산연도

쪽수

1951

47

1951

151

1951

34

1951

147

1946~
1949

93

1946~
1950

96

국제민주여성동맹 조선위원회 자료들(보고서, 기자
회견문, 서한, 신문의 발췌문서와 번역문서) [I]

Материалы комиссии МДФЖ в
корее(отчет,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пии писем, вырезки и
ARU001_09_01C0007 переводы из газет) [II]
국제민주여성동맹 조선위원회 자료들(보고서, 기자
회견문, 서한, 신문의 발췌문서와 번역문서) [II]

Стенограммы рассказов американских
и др. участников агрессивной войны в
ARU001_09_01C0008 корее, взятых в плен армией КНДР
북한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 및 기타 국가 병사들의
대담 녹취문서
ARU001_09_01C000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32~050600639]

Справки, сведения и переписка о

ARU001_09_02C0001 же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кореи
조선여성연맹에 대한 조사보고, 정보, 서한들

Переписка с ДСЖ кореи по вопросам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деятельности
ARU001_09_02C0002 же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여성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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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9_02C0003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Справки и вырезки из газет о положении
детей в странах азии
1948~
아시아 국가의 아동 처지에 대한 조사보고 및 신문발
췌문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движении женщин
ARU001_09_02C0004 кореи [I]

1951

쪽수

99

1949~
1950

149

1949~
1950

31

1951

51

1951

155

1952

38

1952

130

1953~
1954

120

조선의 민주여성운동에 관한 조사자료 [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движении женщин
ARU001_09_02C0005 кореи [II]
조선의 민주여성운동에 관한 조사자료 [II]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
организации о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ARU001_09_02C0006 своей родины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조선 여성 및 단체
들의 서한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о поддержке
и помощ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советским
ARU001_09_02C0007 союзом
조선 여성들이 소련여성동맹에게 원조와 지지를 요
구하는 내용의 서한

ARU001_09_02C0008

ARU001_09_02C0009

Переписка с ДСЖК с поздравл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женщие дней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국제 여성의 날
축전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Обзоры журнала “Чосен есон(корейская

ARU001_09_02C0010 женщина)”
“조선 여성” 잡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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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9_02C0011

ARU001_09_02C0012

사료명/번역사료명

Обзоры писем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개관

Обзоры писем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개관

Переписка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женскими

ARU001_09_02C0013 организациями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 о женском
ARU001_09_02C0014 движении
조선민주여성동맹의 활동에 대한 조사자료
ARU001_09_02C0015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생산연도

쪽수

1953

98

1953

15

1953~
1954

138

1954~
1955

30

1954~
1955

81

1955

30

1955

14

1955~
1956

150

1955~
1956

38

Справк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женских

ARU001_09_02C0016 организаций КНР, КНДР, МНР
중국, 북한, 몽고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в
ARU001_09_02C0017 КНДР
북한의 국제아동보호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한 조사보
고서

Обзоры женского журнала “корейская
женщина” за январь 1955г.-декабрь
ARU001_09_02C0018 1956г. [I]
잡지 “조선 여성”의 개관(1955년 1월~1956년 12
월) [I]

Обзоры женского журнала “корейская
женщина” за январь 1955г.-декабрь
ARU001_09_02C0019 1956г. [II]
잡지 “조선 여성”의 개관(1955년 1월~1956년 12
월)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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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5

67

1955

40

1956

52

1956

92

1956

65

1957

89

1957

130

1957

176

Переписка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союзом

ARU001_09_02C0020 женщин кореи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центральным советом
монгольских женщин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ARU001_09_02C0021 союзом женщин кореи
몽고여성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комитет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женщин кореи
о праздн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енского
ARU001_09_02C0022 дня 8 марта, об обмене материалов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기념 및 문헌자료 교환 관련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ARU001_09_02C0023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Справки и обзор журнала “корейская
женщина” об участии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ARU001_09_02C0024 КНДР
북한 인민경제 전 영역에서 북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조사보고 및 잡지 “조선 여성”의 개관

Обзоры женского журнала “корейская

ARU001_09_02C0025 женщина”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1957г.
잡지 “조선 여성”의 개관(1957년 1~12월)

Переписка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союзом

ARU001_09_02C0026 женщин кореи и отдельными женщинами
조선민주여성동맹 및 조선 여성들과의 왕복 서한
ARU001_09_02C0027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조선 여성들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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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53

23

1954

47

1955

8

1955

17

1958~
1959

143

1958~
1959

120

Альбом рисунков отражающих жизнь

ARU001_09_02C0028 женщин кореи
조선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 회화집

Альбом фотоснимоков об участии
женщин кореи в бобрьбе за сациализм
ДЖК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ARU001_09_02C0029 пропаганды
북한 문화선전성 산하 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 활동하
는 북한 여성의 사진집

Письмо с поздравлением матеря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т дет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ARU001_09_02C0030 уезда енсон
북한 연천군 소년동맹이 소련 어머니들에게 보낸 축
하 서한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обращение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женщина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вяз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нем защиты
ARU001_09_02C0031 детей 1 июня
6월 1일 국제 아동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북한 여성
이 소련 여성에게 보낸 축하 서한
ARU001_09_02C0032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40~050600651]
ARU001_09_02C003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52~050600670]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01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자료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ARU001_09_03C0002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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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03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생산연도

쪽수

1958

99

1959

81

1960

41

1960~
1961

70

1960

63

1961~
1962

95

1962~
1963

53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союзом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04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05 КНДР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06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07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08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09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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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10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63~
1964

62

1963~
1964

82

1964~
1965

102

1965~
1966

78

1965

95

1966~
1967

34

1966~
1967

149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борьбе з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ARU001_09_03C0011 кореи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와 북한의 부흥 투쟁
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12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13 КНДР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борьбе з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ARU001_09_03C0014 кореи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와 북한의 부흥 투쟁
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15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16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I]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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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ARU001_09_03C0017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II]

생산연도

쪽수

1966~
1967

104

1967~
1968

149

1967~
1968

73

1968

36

1968

36

1969

150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에 대하여 조선민주여
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I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18 КНДР [I]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19 КНДР [II]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I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20 ДВР, КНДР, КНР и МНР
극동공화국, 북한, 중국, 몽고의 민주여성운동에 대
한 조사자료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21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Стенограмма встречи же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гарии, Венгрии, ГДР,
КНДР, Кубы, МНР, Польши, Румынии,
ARU001_09_03C0022 СССР и Чехословакии [I]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북한, 쿠바, 몽고, 폴란드, 루
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한 여성단체 회
의 속기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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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Стенограмма встречи же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гарии, Венгрии, ГДР,
КНДР, Кубы, МНР, Польши, Румынии,
ARU001_09_03C0023 СССР и Чехословакии [II]

생산연도

쪽수

1969

151

1969

93

1969

101

1969

17

1969

152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북한, 쿠바, 몽고, 폴란드, 루
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한 여성단체 회
의 속기록 [II]

Стенограмма встречи же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гарии, Венгрии, ГДР,
КНДР, Кубы, МНР, Польши, Румынии,
ARU001_09_03C0024 СССР и Чехословакии [III]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북한, 쿠바, 몽고, 폴란드, 루
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참여한 여성단체 회
의 속기록 [II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женской движении в
ARU001_09_03C0025 КНДР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자료

Обзор корейской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й

ARU001_09_03C0026 движении в корее
북한의 민주여성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개요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ARU001_09_03C0027 войск США в ЮК [I]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와 남한에서 미군 부
대의 범죄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
한 [I]

04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55

355

2015-12-21 오후 7:33:44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о преступлениях
ARU001_09_03C0028 войск США в ЮК [II]

생산연도

쪽수

1969

138

1970

158

1970

119

1970

123

1971

39

1971

22

국제여성운동의 친선협력 강화와 남한에서 미군부
대의 범죄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
한 [II]

Доклады,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НДР, МНР и др. на сессии совета
ARU001_09_03C0029 посвященной 25-летию МДФЖ
국제여성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평의회 회의에서 북
한, 몽고 등 여성 대표들의 보고 및 연설문

ARU001_09_03C0030

Материалы о положении женщин в СК и
ЮК, борьбе против агрессии США
남북 여성들의 처지와 미국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 관
련 자료

Переписка с жен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ореи о проведении симпозиума,
посвященного 100-летию со дня
ARU001_09_03C0031 рождения В. И. Ленина
레닌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조
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Материал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юз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о
ARU001_09_03C0032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в корее
조선민주여성동맹의 활동 자료와 북한의 정세에 대
한 자료

ARU001_09_03C0033

Обзоры прессы о женском движении,
положении женщин в СК и ЮК
북한의 여성운동과 남북 여성의 처지 관련 보도자료
개요

356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56

2015-12-21 오후 7:33:44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жен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ореи об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развитии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ARU001_09_03C0034 в корее

생산연도

쪽수

1971

59

1972

32

1972

119

1973

82

1973

107

1974

17

1974

149

국제여성단체의 친선 협력 강화와 북한의 여성운동
발전에 대한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Материалы о борьб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ARU001_09_03C0035 за вывод войск США из ЮК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위한 인민의 투쟁에 대한 자료

Переписка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союзом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о развитии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и
ARU001_09_03C0036 в КНДР
북한의 여성 운동 발전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
및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과의 왕복 서한
ARU001_09_03C0037

Материалы о положении женщин в корее
북한 여성들의 처지에 대한 자료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СК об обмене делегациями,
оказании ме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ARU001_09_03C0038 расширении друж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사절단 교환 문제 및 친선 협력의 확대에 대하여 조
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о союзе

ARU001_09_03C0039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в корее
조선민주여성동맹에 대한 조사보고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СК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юза, об
ARU001_09_03C0040 обмене делегациями [I]
조선민주동맹의 활동 및 사절단 교환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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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СК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юза, об
ARU001_09_03C0041 обмене делегациями [II]

생산연도

쪽수

1974

84

1975

7

1975

45

1975

149

1951

35

1951

29

1951

33

1951

21

조선민주동맹의 활동 및 사절단 교환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II]

Справк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юза

ARU001_09_03C0042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женщин кореи
조선민주여성동맹의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

Обзор прессы “корея сегодня [No. 2/

ARU001_09_03C0043 No. 10]”
잡지 “오늘날의 조선”[2호/10호]의 개관

Переписка с сою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ARU001_09_03C0044 женщин кореи
조선민주여성동맹과의 왕복 서한

ARU001_09_03C004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71~050600683]
ARU001_09_03C004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84~050600694]
ARU001_09_03C004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695~050600706]
ARU001_09_03C004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707~050600714]
ARU001_09_04C0001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715~050600727]
ARU001_09_04P0001

ARU001_09_04P0002

ARU001_09_04P0003

ARU001_09_04P0004

Корея, 1951г.
Korea(1951년)

Корея, 1951г.
Korea(1951년)

Корея, 1951г.
Korea(1951년)

Корея, 1951г.
Korea(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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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09_04P0005

ARU001_09_04P0006

ARU001_09_04P0007

ARU001_09_04P0008

ARU001_09_04P0009

ARU001_09_04P0010

ARU001_09_04P0011

ARU001_09_04P0012

ARU001_09_04P0013

사료명/번역사료명

Новая Корея No. 1-2
새조선 1-2호

Новая Корея No. 4
새조선 4호

Новая Корея No. 5
새조선 5호

Новая Корея No. 6
새조선 6호

Новая Корея No. 7
새조선 7호

Новая Корея No. 8
새조선 8호

Новая Корея No. 9
새조선 9호

Новая Корея No. 10
새조선 10호

Новая Корея No. 11
새조선 11호

생산연도

쪽수

1951

80

1951

65

1951

68

1951

70

1951

66

1951

68

1951

66

1951

66

1951

69

1925

150

1925

150

1925

37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исходящие

ARU001_10_01C0001 бумаги]Ⅰ
서신[발신 서류]Ⅰ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исходящие
ARU001_10_01C0002 бумаги]Ⅱ
서신[발신 서류]Ⅱ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исходящие

ARU001_10_01C0003 бумаги]Ⅲ
서신[발신 서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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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25

150

1925

157

1926

104

1925

153

1925

150

1925

144

1925

196

1925

126

1925

8

1925

17

1925

8

1925

14

Разные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ARU001_10_01C0004 учреждениями[исходящие бумаги]Ⅰ
각 관청의 서신[발신 서류]Ⅰ

Разные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ARU001_10_01C0005 учреждениями[исходящие бумаги] Ⅱ
각 관청의 서신[발신 서류]Ⅱ

Разные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ARU001_10_01C0006 учреждениями[входящие бумаги]
각 관청의 서신[수신 서류]
ARU001_10_01C0007

ARU001_10_01C0008

ARU001_10_01C0009

Телеграммы разных учреждений
각 관청의 전보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Ⅰ
서신 묶음Ⅰ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Ⅱ
서신 묶음Ⅱ

Командировки на рабфаки и вузы 1925г.
ARU001_10_01C0010 1925년 노동자예비학교와 고등전문학교로 고려인
파견(접수건)
ARU001_10_01C0011

ARU001_10_01C0012

ARU001_10_01C0013

ARU001_10_01C0014

ARU001_10_01C0015

Исходящие телеграммы
발신 전보

Входящ. телеграмм
수신 전보

Казанский корсоюз
카잔 고려인회(발송건)

Донбасс корсоюз
돈 바스 고려인회(발송건)

Тобольский корсоюз
타볼스크 고려인회(발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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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16

ARU001_10_01C0017

ARU001_10_01C0018

ARU001_10_01C0019

사료명/번역사료명

Киев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키예프 고려인회(발송건)

Якутский корсоюз
야쿠츠크 고려인회(발송건)

Минусинский корсоюз
민누신스크 고려인회(발송건)

Харьковский корсоюз
하리코프 고려인회(발송건)

Ревизионная комиссия ЦИКа союзов
ARU001_10_01C0020 корейцев

생산연도

쪽수

1925

15

1925

6

1925

13

1925

12

1926

11

1926

16

1925

45

1925

15

1925

7

1926

19

1925

15

1925

22

1925

11

고려인중앙간부 검열위원회
ARU001_10_01C0021

ARU001_10_01C0022

ARU001_10_01C0023

ARU001_10_01C0024

ARU001_10_01C0025

ARU001_10_01C0026

ARU001_10_01C0027

ARU001_10_01C0028

Ташкентский корсоюз
타쉬켄트 고려인회(발송건)

Томский корсоюз
톰스크 고려인회(발송건)

Саратовский корсоюз
사라토프 고려인회(발송건)

Перьмский корсоюз
페름 고려인회(발송건)

Свердловский корсоюз
스베르들롭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Мурманский корсоюз
무르만스크 고려인회(발송건)

Тюменский корсоюз
튜멘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Красноярский корсоюз
크라스나야르스크 고려인회(발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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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29

ARU001_10_01C0030

ARU001_10_01C0031

ARU001_10_01C0032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и с разными лицами
서신(수신 서류)

ЦИК союза корейцев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

Казан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카잔 고려인회(접수건)

Тюмен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튜멘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Комисии по созданию экономуправления
ARU001_10_01C0033 при ЦИКе СК

생산연도

쪽수

1925

130

1925

416

1925

36

1925

101

1925

19

1925

47

1926

54

1926

109

1926

145

1925

13

1925

98

1925

20

1925

106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 소속 경제 분야 수뇌부 조직
ARU001_10_01C0034

ARU001_10_01C0035

ARU001_10_01C0036

ARU001_10_01C0037

ARU001_10_01C0038

ARU001_10_01C0039

ARU001_10_01C0040

ARU001_10_01C0041

Том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톰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Киев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키예프 고려인회(접수건)

Тобольский Корсоюз Ⅰ(接受件)
타볼스크 고려인회 Ⅰ(접수건)

Тобольский Корсоюз Ⅱ(接受件)
타볼스크 고려인회 Ⅱ(접수건)

Перьм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페름 고려인회(접수건)

Свердлов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스베르들롭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Мурман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무르만스크 고려인회(접수건)

Ташкентский Корсоюз Ⅰ(接受件)
타쉬켄트 고려인회 Ⅰ(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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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42

ARU001_10_01C0043

ARU001_10_01C0044

ARU001_10_01C0045

ARU001_10_01C0046

ARU001_10_01C0047

ARU001_10_01C0048

ARU001_10_01C0049

ARU001_10_01C0050

ARU001_10_01C0051

ARU001_10_01C0052

ARU001_10_01C0053

ARU001_10_01C0054

사료명/번역사료명

Ташкентский Корсоюз Ⅱ(接受件)
타쉬켄트 고려인회 Ⅱ(접수건)

Якут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야쿠츠크 고려인회(접수건)

Верхне-Удин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베르흐네-우진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Москов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모스크바 고려인회(접수건)

ЦИК донской Корсоюз(發送件)
돈스크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발송건)

Донбасс Корсоюз(接受件)
돈바스 고려인회(접수건)

Томский Корсоюз(發送件)
톰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Омский Корсоюз(發送件)
옴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Могочинский Корсоюз(發送件)
모고친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Минусин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민누신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Канский Корсоюз(發送件)
칸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Курганский Корсоюз(發送件)
쿠르간스크 고려인회(발송건)

Харьков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하리코프 고려인회(접수건)

생산연도

쪽수

1925

114

1925

5

1925

58

1925

50

1925

27

1925

5

1925

8

1925

13

1925

7

1925

15

1925

18

1925

17

19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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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55

ARU001_10_01C0056

ARU001_10_01C0057

사료명/번역사료명

Ленинград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레닌그라드 고려인회(접수건)

Бумаги о ЦИКе Корсоюза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 관련 서류

Секретная переписка с раз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가 다른 기관들과 주고 받은
기밀 서신.

생산연도

쪽수

1925

103

1925

67

1925

22

1925

152

1925

151

1925

151

1925

112

1924~
1925

74

1925

223

1925

274

1925

22

Денежные доли : 1-9 м. [I]
ARU001_10_01C0058 1~9월 동안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에 지급한 금
액 [I]

Денежные доли : 1-9 м. [II]
ARU001_10_01C0059 1~9월 동안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에 지급한 금
액 [II]

Денежные доли : 1-9 м. [III]
ARU001_10_01C0060 1~9월 동안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에 지급한 금
액 [III]

Денежные доли : 1-9 м. [IV]
ARU001_10_01C0061 1~9월 동안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에 지급한 금
액 [IV]
ARU001_10_01C0062

ARU001_10_01C0063

Протокол ЦИКа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ии
고려인중앙간부검열위원회 의사록

Иркутский Корсоюз(接受件)
이르쿠츠크 고려인회(접수건)

Докладыорегистратурах ЦИКа союзов

ARU001_10_01C0064 корейцев
고려인중앙집행위원회의 기록 관련 문서
ARU001_10_01C0065

Ленинградский корсоюз
레닌그라드 고려인회(발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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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66

ARU001_10_01C0067

사료명/번역사료명

Канский корсоюз
칸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Могочинский корсоюз
모고친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Бумаги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

ARU001_10_01C0068 финансов
재무인민위원부 서류

Мандаты и бумаги, обратно получено в
ARU001_10_01C0069 ЦИК

생산연도

쪽수

1925

28

1925

20

1924~
1925

43

1925

78

1925

20

1925

42

1925

14

1925

9

1925

26

1925

18

1925

21

중앙집행위원회로 반환된 명령서와 서류

Корейский револю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гор.

ARU001_10_01C0070 мурманска
무르만스크 지방 고려인혁명위원회 명부

ARU001_10_01C0071

ARU001_10_01C0072

ARU001_10_01C0073

ARU001_10_01C0074

ARU001_10_01C0075

ARU001_10_01C0076

Протокол совместного заседания ЦИКа
союзов корейцев и ЦРК
고려인 협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혁명위원회의 의
사록

Ново-николаев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노보-니콜라예프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Красноярский корсоюз
크라스노야르스크 고려인회(발송건)

Благовещен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블라고베쉔스크(흑하) 고려인회(발송건)

Саратов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사라토프 고려인회(접수건)

Курган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쿠르간스크 고려인회(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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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0_01C0077

ARU001_10_01C0078

ARU001_10_01C0079

ARU001_10_01C0080

ARU001_10_01C0081

ARU001_10_01C0082

ARU001_10_01C0083

사료명/번역사료명

Благовещен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블라고베쉔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Ново-николаев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노보-니콜라예프스크 고려인회(접수건)

Иркут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이르쿠츠크 고려인회(발송건)

Верхне-удин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베르흐네-우진스크 고려인회(발송건)
魯西亞某斯果市韓人勞？組合會民籍調査
러시아 모스크바 시 한인노동조합회 민적 조사

Московский Союз Корейцев
모스크바 고려인회

Протокол ЦИКа СК
고려인중앙간부 회의 의사록

생산연도

쪽수

1925

68

1925

27

1925

28

1925

14

1925

26

1925

32

1925

50

1925

33

Ревизицонная комиссия ЦИКа СК и

ARU001_10_01C0084 ячейка РКПБ ЦИКа СК
고려인중앙간부 검열위원회와 공산당 지부

ARU001_10_01C008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60600165~060600173]
ARU001_10_01C008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40600377~040600397]
ARU001_10_01C008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010~050600032]
ARU001_10_01C008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033~050600042]
ARU001_10_01C008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40600398~040600414,
050600006~0506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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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на
ARU001_11_01C0001 1956-1957гг.
1956~1957년 소련과 북한의 문화 교류 협력 방안
(제1권, 1957~1959년)

생산연도

쪽수

1956~
1957

260

Переписк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амии другим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СР о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ССР и КНДР(19591959~
ARU001_11_01C0002 61гг.)
1961

295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
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관과의 서신들(제2권,
1959~1961년)

Переписк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амии другим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СР о
ARU001_11_01C0003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ССР и КНДР(1961г.)

1961

126

1962

133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
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관과의 서신들(제3권,
1961년)

Переписк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амии другим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СР о
ARU001_11_01C0004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ССР и КНДР(1962г.)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관과의 서신들(1962년)

Переписк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амии другим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СР о 1963~
ARU001_11_01C0005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ССР и КНДР
1965

151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관과의 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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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министерствамии другим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ССР о
ARU001_11_01C0006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ССР и КНДР(1962г.)

생산연도

쪽수

1965

131

1967

60

1967

115

1970

149

1970

68

1970

151

북한과 소련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관과의 서신들

Записи бесед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по КНДР и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СССР о
ARU001_11_01C0007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북한 관련 정치/사회 인사들과의 대담 기록, 문화협
력과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
관과의 서신 교환

Записи бесед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по КНДР и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и центр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СССР о
ARU001_11_01C0008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북한 관련 정치/사회 인사들과의 대담 기록, 문화협
력과 관련하여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 정부 중앙기
관과의 서신 교환
ARU001_11_01C000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40600369~040600376]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001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т. 1 [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제1권) [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ARU001_12_01C0002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т. 1 [I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제1권) [I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003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т. 2 [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제2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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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70

139

1970

151

1970

32

1970

151

1970

45

1970

154

1970

55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004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т. 2 [I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제2권) [II]

ARU001_12_01C0005

ARU001_12_01C0006

ARU001_12_01C0007

ARU001_12_01C0008

ARU001_12_01C0009

ARU001_12_01C0010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1 [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1권) [I]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1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1권) [II]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2 [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2권) [I]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2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2권) [II]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3 [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3권) [I]

Материалы о КНДР (сообщения ТАСС,
обзора, бюллетени) т. 3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자료(타스통신 보도자
료, 신문개관, 통보)(제3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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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лелем ССОД в КНДР,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ARU001_12_01C0011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생산연도

쪽수

1970

135

1970

84

1971

150

1971

33

1971

150

1971

149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소련 대
외문화 교류협회 대표부 및 조소문화협회와의 왕복
서한, 문화 교류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ARU001_12_01C0012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소련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문화 교류 관련

Материалы Ⅲ-й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тенограмма,
ARU001_12_01C0013 отчетный доклад,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I]
제3차 전소연방조소친선협회 대표자회의 자료(속기
록, 보고서, 결의서, 협회 이사회 명단) [I]

Материалы Ⅲ-й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тенограмма,
ARU001_12_01C0014 отчетный доклад,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II]
제3차 전소연방조소친선협회 대표자회의 자료(속기
록, 보고서, 결의서, 협회 이사회 명단) [I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015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 [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ARU001_12_01C0016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I]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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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о корее (бюллетени прессы
КНДР, хроники событий в КНДР,
ARU001_12_01C0017 газетные вырезки) [I]
조선에 대한 자료(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언론
자료 및 사건 일지, 신문발췌자료) [I]

Материалы о корее (бюллетени прессы
КНДР, хроники событий в КНДР,
ARU001_12_01C0018 газетные вырезки) [II]
조선에 대한 자료(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언론
자료 및 사건 일지, 신문발췌자료) [II]

ARU001_12_01C0019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леле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과 소련
대외문화 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문화 교류
관련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ы, переписка
ARU001_12_01C0020 с отделениями)

생산연도

쪽수

1970~
1971

140

1970~
1971

150

1971

111

1972

29

1972

95

1972

48

조소친선협회 관련 자료(의사록, 지부들과의 왕복
서한)

Материалы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еденных
ОСКД (доклады, выступления,
ARU001_12_01C0021 резолюции)
조소친선협회의 정책 관련 자료(보고서, 연설문, 결
의서)

ARU001_12_01C0022

Материалы обзоры бюллетени о КНДР и
деятельностей ОСК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련 언론개관과 조소친선
협회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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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2_01C0023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у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ных
связей с КНД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소련 대
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 및 조소문화협회와의 왕복
서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의 친선관계 확립
관련

Переписка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ОСКД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у
ARU001_12_01C0024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ных связей с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72

48

1972

114

1958

150

1958

152

조소친선협회 중앙 이사회와 소련의 기관 및 개별 인
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의
친선관계 확립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о их работе,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ой,
ARU001_12_01C0025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Том 1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교환
및 사진전시회(제1권)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о их работе,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ой,
ARU001_12_01C0026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Том 1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교환
및 사진전시회(제1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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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о их работе,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ой,
ARU001_12_01C0027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Том 1 [III]

생산연도

쪽수

1958

66

1958

148

1958

153

1958

150

1958

133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교환
및 사진전시회(제1권) [II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о их работе,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ой,
ARU001_12_01C0028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Том 2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교환
및 사진전시회(제2권)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о их работе, обмене литературой,
ARU001_12_01C0029 фотовыставками, Том 2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교환
및 사진전시회(제2권) [II]

Поздравление и телеграммы по случаю
образования союз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1C0030 дружбы [I]
조소친선협회 동맹 결성에 대한 전문 및 축전 [I]

Поздравление и телеграммы по случаю
образования союза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1C0031 дружбы [II]
조소친선협회 동맹 결성에 대한 전문 및 축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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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1959~
ARU001_12_01C0032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의
서, 개별 회원들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33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ок,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ями. Том 1 [I]

1961

쪽수

87

1959

153

1959

171

1959

150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과 전시회 조직 및 대
표단 교환(제1권)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34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ок,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ями. Том 1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과 전시회 조직 및 대
표단 교환(제1권) [I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35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ок,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ями. Том 2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과 전시회 조직 및 대
표단 교환(제2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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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36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ок,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ями. Том 2 [II]

생산연도

쪽수

1959

115

1959

152

1959

150

1959

111

1960

150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과 전시회 조직 및 대
표단 교환(제2권) [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у утвержд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ARU001_12_01C0037 с кореей [I]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
과의 문화 교류 확립 문제에 대하여 [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у утвержд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ARU001_12_01C0038 с кореей [II]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
과의 문화 교류 확립 문제에 대하여 [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у утвержд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ARU001_12_01C0039 с кореей [III]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
과의 문화 교류 확립 문제에 대하여 [III]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ARU001_12_01C0040 лицами СССР и КНДР [I]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의
서, 개별 회원들과의 왕복 서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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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ARU001_12_01C0041 лицами СССР и КНДР [II]

생산연도

쪽수

1960

160

1960

147

1960

95

1960

150

1960

162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의
서, 개별 회원들과의 왕복 서한 [I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работы
общества, соглашение о культурном
ARU001_12_01C0042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бывании делегации [I]
조소친선협회 자료, 사업계획서, 문화교류협력 약정
서, 대표단의 방소 관련 정보자료 [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работы
общества, соглашение о культурном
ARU001_12_01C0043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бывании делегации [II]
조소친선협회 자료, 사업계획서, 문화교류협력 약정
서, 대표단의 방소 관련 정보자료 [I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фотовыставок,
ARU001_12_01C0044 обмена литературой. Том 1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사진전시회 조직 및 문헌 교환에 대하여(제
1권)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фотовыставок,
ARU001_12_01C0045 обмена литературой. Том 1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사진전시회 조직 및 문헌 교환에 대하여(제
1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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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фотовыставок,
ARU001_12_01C0046 обмена литературой. Том 2 [I]

생산연도

쪽수

1960~
1961

150

1960~
1961

43

1960

150

1960

150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사진전시회 조직 및 문헌 교환에 대하여(제
2권)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организации фотовыставок,
ARU001_12_01C0047 обмена литературой. Том 2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사진전시회 조직 및 문헌 교환에 대하여(제
2권) [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издания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евода писем и установления
ARU001_12_01C0048 друж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с кореей. Том 1 [I]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외국
문헌의 출간 문제와 서한의 번역 및 조선과의 친선서
한 교류 문제에 대하여(제1권) [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издания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евода писем и установления
ARU001_12_01C0049 друж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с кореей. Том 1 [II]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외국
문헌의 출간 문제와 서한의 번역 및 조선과의 친선서
한 교류 문제에 대하여(제1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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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издания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евода писем и установления
ARU001_12_01C0050 друж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с кореей. Том 1 [III]

생산연도

쪽수

1960

59

1960

143

1961

149

1961

148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외국
문헌의 출간 문제와 서한의 번역 및 조선과의 친선서
한 교류 문제에 대하여(제1권) [I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издания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евода писем и установления
ARU001_12_01C0051 дружеской переписки с кореей. Том 2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외국
문헌의 출간 문제와 서한의 번역 및 조선과의 친선서
한 교류 문제에 대하여(제2권)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52 про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а. Том 1 [I]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과 결
의서,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제1권) [I]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53 про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а. Том 1 [II]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과 결
의서,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제1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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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54 про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а. Том 2

생산연도

쪽수

1961

121

1961

150

1961

26

1961

150

1961

89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과 결
의서,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소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하여(제2권)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обмен делегацией и
ARU001_12_01C0055 информацией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대표단과 정보자료 교환에 대하여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обмен делегацией и
ARU001_12_01C0056 информацией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대표단과 정보자료 교환에 대하여 [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перевода писем,
увеличение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ореей
ARU001_12_01C0057 [I]
소련 사회단체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과의 서신 교환
문제와 문화협력관계 증진에 대하여 [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перевода писем,
увеличение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ореей
ARU001_12_01C0058 [II]
소련 사회단체들과의 왕복 서한, 조선과의 서신 교환
문제와 문화협력관계 증진에 대하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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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59 плана работы,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I]

생산연도

쪽수

1962

152

1962

67

1962

150

6269

81

1963

33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의
서,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회원들과의 왕복 서한, 사
업계획 및 실행조치 문제들에 대하여 [I]

Протоколы и решения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ереписка с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60 плана работы,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II]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결의
서,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회원들과의 왕복 서한, 사
업계획 및 실행조치 문제들에 대하여 [I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ARU001_12_01C0061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ореи [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ARU001_12_01C0062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ореи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II]

Материалы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63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이사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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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ARU001_12_01C0064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I]

생산연도

쪽수

1963

151

1963

52

1961~
1963

89

1963

111

1964

51

1964

107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ARU001_12_01C0065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II]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66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조소
친선협회

Переписка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дружбы,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67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공화국 차원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
한, 조소친선협회

Планы работы, отчеты и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68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 의사록과 의
정서

Перепискасобществом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дружбы,обмена делегацией и
ARU001_12_01C0069 информацией [II]
조소친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대표단과 정보자료 교
환에 대하여 [II]

04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381

381

2015-12-21 오후 7:33:55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70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64

51

1964

36

1965

31

1965

92

1965

51

1965

41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북한과
의 친선관계 확립에 대하여

Переписка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дружбы,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71 приема делегаций,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공화국 차원의 조소친선협회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
들과의 왕복 서한, 대표단의 영접과 행사 진행 문제
에 대하여

План работы, протоколы и отчеты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072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Перепискасобщ еством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дружбы,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ей и
ARU001_12_01C0073 информацией
조소친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대표단과 정보자료 교
환에 대하여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74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НДР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북한
과의 친선관계 확립에 대하여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75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НДР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북한
과의 친선관계 확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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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лан работы, протоколы и отчеты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76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

생산연도

쪽수

1966

151

1966

93

1966

55

1966

26

1966

113

1966

76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I]

План работы, протоколы и отчеты
заседеания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77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I]
조소친선협회 지도부 및 위원회 회의 의사록,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II]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и с пр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а корейскоARU001_12_01C0078 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조소
친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коллективны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
ARU001_12_01C0079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КНДР
소조친선협회 개별 성원들과 북한의 기관 및 기업과
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дружбы,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80 приема делегаций,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공화국 차원의 조소친선협회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
들과의 왕복 서한, 대표단의 영접과 행사 진행 문제
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списки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й,
планы пребывания делегациий),
приемы делегаций ОСКД и направление
ARU001_12_01C0081 делегация в КНДР
소련 대표단의 북한 방문 계획 자료, 대표단의 북한
파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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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ARU001_12_01C0082 работы, отчеты, протоколы) [I]

생산연도

쪽수

1967

150

1967

148

1967

58

1967

124

1967

69

1967

51

조소친선협회 이사회 자료(사업계획서, 보고서, 회의
의사록) [I]

Материалы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ARU001_12_01C0083 работы, отчеты, протоколы) [II]
조소친선협회 이사회 자료(사업계획서, 보고서, 회의
의사록) [II]

Материалы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ARU001_12_01C0084 работы, отчеты, протоколы) [III]
조소친선협회 이사회 자료(사업계획서, 보고서, 회의
의사록) [III]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и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1C0085 дружбы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조소
친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86 установления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НДР
소련 기관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친선관계 수립에 대하여

Переписка коллективны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
ARU001_12_01C0087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КНДР
소조친선협회 개별 성원들과 북한의 기관 및 기업과
의 왕복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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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дружбы,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88 приема делегаций,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생산연도

쪽수

1967

86

1967

51

1967

149

1967

117

1968

44

1968

37

1968

78

공화국 차원의 조소친선협회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
들과의 왕복 서한, 대표단의 영접과 행사 진행 문제
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приема делегаций (списки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й, программы
пребывания делегациий) и направление
ARU001_12_01C0089 делегация в КНДР
소련 대표단의 영접 자료(대표단 구성원 명단, 대표
단 체류 일정), 대표단의 북한 파견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по проведению месячника
ARU001_12_01C0090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
조소 친선의 달 행사 진행 관련 자료 [I]

Материалы по проведению месячника

ARU001_12_01C0091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I]
조소 친선의 달 행사 진행 관련 자료 [II]

Материалы по вопросам протоколов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ARU001_12_01C0092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이사회 자료 및 회의 의사록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ARU001_12_01C0093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과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пр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а

ARU001_12_01C0094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조소친선협회 이사회와의 왕복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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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коллективны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
ARU001_12_01C0095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КНДР

생산연도

쪽수

1968

29

1968

151

1968

66

1968

174

1968

103

1969

153

1969

148

소조친선협회 개별 인사들과 북한의 기관 및 기업과
의 왕복 서한
ARU001_12_01C0096

ARU001_12_01C0097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КНДР [I]
북한에 대한 조사자료 [I]

Справ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КНДР [II]
북한에 대한 조사자료 [II]

Переписка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дружбы, отдельными и
колле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098 приема делегаций,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공화국 차원의 조소친선협회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
들과의 왕복 서한, 대표단의 영접과 행사 진행 문제
에 대하여

Прием делегаций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направление
ARU001_12_01C0099 делегация в КНДР
조소친선협회 대표단의 영접과 대표단의 북한 파견
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

ARU001_12_01C0100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
조소친선협회 자료 [I]

Материал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ARU001_12_01C0101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II]
조소친선협회 자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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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СОД в
КНДР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ARU001_12_01C0102 связей [I]

생산연도

쪽수

1969

148

1969

141

1969

50

1969

90

1969

152

북한 주재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 및 조소친
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에 대하
여 [I]

Переписк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СОД в
КНДР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ARU001_12_01C0103 связей [II]
북한 주재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 및 조소친
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에 대하
여 [II]

Переписк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СОД в
КНДР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ARU001_12_01C0104 связей [III]
북한 주재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 및 조소친
선협회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에 대하
여 [III]

Переписка с совет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1C0105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소련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왕복 서한, 북한과
의 문화 교류에 대하여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06 из газет), Том 1 [I]
북한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북한 주재 소련 대사
관 통보, 타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 제1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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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07 из газет), Том 1 [II]

생산연도

쪽수

1969

117

1969

150

1969

114

1969

148

1969

99

북한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북한 주재 소련 대사
관 통보, 타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제1권) [II]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08 из газет), Том 2 [I]
북한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북한 주재 소련 대사
관 통보, 타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제2권) [I]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09 из газет), Том 2 [II]
북한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북한 주재 소련 대사
관 통보, 타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제2권) [II]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10 из газет), Том 3 [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통보, 타
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제3권) [I]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11 из газет), Том 3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통보, 타
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제3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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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12 из газет) [I]

생산연도

쪽수

1969

150

1969

85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통보, 타
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 [I]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о КНДР
(бюллетени посольства СССР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ыпуски ТАСС, выпуски
ARU001_12_01C0113 из газет)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소련 언론의 자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통보, 타
스통신 정보자료, 신문발췌) [II]
ARU001_12_01C011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16~050600822]
ARU001_12_01C011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23~050600827]
ARU001_12_01C011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28~050600832]
ARU001_12_01C011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33~050600838]
ARU001_12_01C011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39~050600844]
ARU001_12_01C011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45~050600853]
ARU001_12_01C0120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54~050600862]
ARU001_12_01C0121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63~050600872]
ARU001_12_01C0122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73~050600880]
ARU001_12_01C0123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81~050600889]
ARU001_12_01C012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90~05060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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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ARU001_12_01C012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97~050600900,
060600025~060600026]

ARU001_12_01C012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60600001~060600004,
060600027~060600028]

생산연도

쪽수

1973

151

1973

30

1974

72

ARU001_12_01C012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60600005~060600012]
ARU001_12_01C0128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60600013~060600019]
ARU001_12_01C0129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60600020~060600024]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3г. ; отчеты о
работе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й,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список
ARU001_12_02C0001 месных отделений, тексты выступления
1973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각 지
부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협회의 사업에 대한 정보
자료, 지부 명단, 연설문

ARU001_12_02C0002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과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4г. ; отчеты о
работе местных отделений,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список
ARU001_12_02C0003 месных отделений, тексты выступления
1974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 각 지
부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협회의 사업에 대한 정보
자료, 지부 명단,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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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1_12_02C0004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ARU001_12_02C0005 дружбы

생산연도

쪽수

1974

27

1975

38

1975

62

1975

18

1976

148

1976

65

조소문화협회 중앙이사회 회의록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5г. ;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ARU001_12_02C0006 записи бесед, справка об обществе
1975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 협회
의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 대담 기록, 협회에 대한 조
사보고

ARU001_12_02C0007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Стенограмма Ⅳ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ARU001_12_02C0008 документы к ней [I]
제4차 조소문화협회 전연방대표자회의 속기록 및 해
당 문서들 [I]

Стенограмма Ⅳ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ARU001_12_02C0009 документы к ней [II]
제4차 조소문화협회 전연방대표자회의 속기록 및 해
당 문서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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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6г. ;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ЦП общества,
ARU001_12_02C0010 записи бесед

생산연도

쪽수

1976

54

1976

34

1977

107

1977

43

1978

84

1976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 협회
의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 협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
사록, 대담 기록

ARU001_12_02C0011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7г. ;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ЦП общества,
ARU001_12_02C0012 записи бесед
1977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 협회
의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 협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
사록, 대담 기록

ARU001_12_02C0013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на 1978г. ;
информация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ЦП общества,
ARU001_12_02C0014 записи бесед
1978년도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 협회
의 활동에 대한 정보자료, 협회 중앙위원회 회의 의
사록, 대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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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001_12_02C0015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16 дружбы на 1978~1979 годы

생산연도

쪽수

1978

20

1978~
1979

21

1979

32

1979

41

1980

32

1980

53

1978~1979년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의 상호협력 계획서

Документ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ARU001_12_02C0017 дружбы (планы, отчеты, выступления)
조소문화협회 관련 문서(사업계획서, 보고서, 연설문)

ARU001_12_02C0018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Документы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 заявление,
ARU001_12_02C0019 выступления)
조소문화협회 관련 문서(회의 의사록, 성명서, 연
설문)

ARU001_12_02C0020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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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21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생산연도

쪽수

1980

23

1981

137

1981

120

1981

78

1981

13

1982

22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Стенограмма Ⅴ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ARU001_12_02C0022 документы к ней
제5차 조소문화협회 전연방대표자회의 속기록 및 해
당 문서들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резолюции,
ARU001_12_02C0023 выступления, доклады, обзоры, справки)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사업계획서, 보고
서, 결의문, 연설문, 언론개관, 조사보고서)

ARU001_12_02C0024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25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Соглашение,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26 дружбы на 1978-1979 годы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화교류협
회의 상호협력계획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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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отчеты,
резолюции, выступления, доклады,
ARU001_12_02C0027 обзоры, справки)

생산연도

쪽수

1982

65

1982

150

1982

67

1982

31

1983

16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사업계획서, 보고
서, 결의문, 연설문, 언론개관, 조사보고서)

ARU001_12_02C0028

ARU001_12_02C0029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I]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II]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II]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30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31 дружбы на 1983г.
1983년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화
교류협회의 상호협력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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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отчеты,
резолюции, выступления, доклады,
ARU001_12_02C0032 обзоры, справки)

생산연도

쪽수

1983

63

1983

30

1983

18

1984~
1985

17

1984

47

1984

70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사업계획서, 보고
서, 결의문, 연설문, 언론개관, 조사보고서)

ARU001_12_02C0033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ARU001_12_02C0034 отде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조소친선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35 дружбы на 1984-1985 годы
1984~1985년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의 상호협력 계획서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отчеты,
ARU001_12_02C0036 доклады)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사업계획서, 보고
서, 조사보고서)

ARU001_12_02C0037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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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ы, планы,
ARU001_12_02C0038 отчеты, справки, записи бесед)

생산연도

쪽수

1985

122

1985

52

1985

34

1986

11

1986

145

1986

150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회의 의사록, 사업
계획서, 보고서, 조사보고서, 대담 기록 문서)

ARU001_12_02C0039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40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하여

Протокол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41 дружбы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화교류협
회의 상호협력 의정서

Документы все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тенограмма, тексты докладов и
ARU001_12_02C0042 выступлений, резолюции)
전연방조소문화협회대표자회의 문서(속기록, 보고서,
연설문, 결의문)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ы, планы,
, справки, записи бесед) [I]
отчеты
ARU001_12_02C0043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회의 의사록, 사업
계획서, 보고서, 조사보고서, 대담 기록 문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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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ы, планы,
ARU001_12_02C0044 отчеты, справки, записи бесед) [II]

생산연도

쪽수

1986

67

1986

11

1986

122

1986

17

1987

19

1987

64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회의 의사록, 사업
계획서, 보고서, 조사보고서, 대담 기록 문서) [II]

Фотографии о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45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조소문화 교류 관련 사진

ARU001_12_02C0046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47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하여

Протокол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48 дружбы на 1987г.
1987년도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
화교류협회의 상호협력 의정서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ротоколы, планы,
ARU001_12_02C0049 отчеты, справки, записи бесед)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회의 의사록, 사업
계획서, 보고서, 조사보고서, 대담 기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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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2_02C0050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51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생산연도

쪽수

1987

95

1987

8

1987

88

1988

20

1988

42

1988

70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하여

Переписка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52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하여

Протокол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СОД,
обществом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ARU001_12_02C0053 дружбы на 1988г.
1988년도 조소문화협회, 소조문화협회, 소련 대외문
화교류협회의 상호협력 의정서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ARU001_12_02C0054 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

ARU001_12_02C0055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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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Документы о работе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ланы, отчеты,
ARU001_12_02C0056 записи бесед)

생산연도

쪽수

1989

35

1989

66

1989

14

1990

14

1990

54

1991

36

조소문화협회의 활동에 대한 문서(사업계획서, 보고
서, 대담 기록 문서)

ARU001_12_02C0057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обществом корейскосоветской дружбы,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ARU001_12_02C0058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소문화협회, 기타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의 왕
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에 대하여

Отчет о работе Казах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ства совет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за
ARU001_12_02C0059 1990г.
1990년 조소문화협회 카자흐스탄 지부 활동보고서

ARU001_12_02C0060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Справка о проведении месячника
солидарности с борьб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за вывод иностранных войск из
ARU001_12_02C0061 Южной Кореи и объединении страны на
мир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основе
남한의 외국군대 철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
원하는 연대의 달 행사 진행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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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ARU001_12_02C0062

ARU001_12_02C0063

사료명/번역사료명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Переписка с посольством СССР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ССОД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및 소련
대외문화교류협회 대표부와의 왕복 서한, 북한과의
문화 교류 문제 관련

생산연도

쪽수

1991

101

1992

23

ARU001_12_02C0064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753~050600770]
ARU001_12_02C0065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771~050600789]
ARU001_12_02C0066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790~050600805]
ARU001_12_02C0067 마이크로필름[수집번호 : 050600806~050600815]

Путеводитель, Справочник фондов ГАРФ,
ARU001_13_01B0001 История РСФСР т.2

706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문서군 안내서(제2권)

Путеводитель, Справочник фондов ГАРФ,

ARU001_13_01B0002 История СССР т.3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문서군 안내서(제3권)
ARU001_13_02C0001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102건(1) [MF]

ARU001_13_02C0002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102건(2) [MF]

ARU001_13_02C0003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102건(3)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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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쪽수

1898~
1904

228

1906

40

1907

175

1907~
1908

166

ARU001_14_00C0005 플란손(Пласон,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조선 정책
건의문(1906년)

1906

16

ARU001_14_00C0006

조선·만주 국경에 관한 프랑스 서울 주재 총영사의
보고문 (간도 문제)

1906

13

ARU001_14_00C0007

러일이 조선과 만주 문제로 협상한 협상 문서집
(1895~1904년)

1895~
1904

47

ARU001_13_02C0004

사료명/번역사료명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102건(4) [MF]

Рус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Нашей Полити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ARU001_14_00C0001 1898-1904 гг.
러시아 극동정책과 관련된 구 한국 내 러시아 이권
사업(1898~1904년)

Журнналь (1906 г.)
ARU001_14_00C0002 플란손(Пласон,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제정 러시
아 서울 주재 총영사 일지(1906년)

Журнналь (1907 г.)
ARU001_14_00C0003 플란손(Пласон,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제정 러시
아 서울 주재 총영사 일지(1907년)

Журнналь (1907-1908 гг.)
ARU001_14_00C0004 플란손(Пласон, Георгий Антонович) 제정 러시
아 서울 주재 총영사 일지(1907~1908년)

Заметка о Корее (190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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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05

7

1897

24

ARU009_01_01C0003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99

30

ARU009_01_01C0004 경성 주둔 해군 군무관이 참모부에 보낸 보고서

1897

2

ARU009_02_01C0001 마산포항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1898

6

ARU009_02_01C0002 경성 주둔 해군 군무관이 참모부에 보낸 보고서

1897

34

ARU009_02_01C0003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96

43

ARU009_02_01C0004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98

21

1904~
1906

9

ARU009_03_01C0002 대한제국 주둔 함대의 군 보고서

1987

15

ARU009_03_01C0003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미상

3

ARU009_04_01C0001 조선 주변 원산항과 관련한 군 보고서

1882

4

ARU009_05_01C0001 조선 해안 항해일지 일부

1897

3

ARU009_05_01C0002 조선 해안 항해일지 일부

미상

3

ARU009_05_01C0003 대한제국 관료의 초상화

미상

1

ARU009_05_01C0004 조선 해안 항해일지 일부

1885

6

ARU009_05_01C0005 조선 해안 항해일지 일부

1904

8

ARU009_06_01C0001 러시아제국과 대한제국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1884

9

ARU009_01_01C0001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
ARU009_01_01C0002

제물포 및 대한제국 전반에 걸친 기후와 위생 조건에
관련한 보고서

ARU009_03_01C0001 제물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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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07_01C0001 발틱의 외항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1886

6

ARU009_07_01C0002 대한제국 상황 일지

1897

1

ARU009_07_01C0003 대한제국의 비호자로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1897

5

Письмы по вопросу Кореи между
А.Павловым, Ламздорфым, Извольским и
1908~
ARU009_08_01C0001 Е.Алексеевым
한국 문제를 둘러싼 주한 공사, 주일 공사, 알렉세예
프 제독 그리고 외무상 람즈도르프 간의 왕복 서신

1909

8

ARU009_08_01C0002 작제불가능(문서의 일부분만-2쪽-입수됨)

1903

4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ст.сов. Павлова
вице-адмиралу Алексееву о концессии
ARU009_08_01C0003 Масанпо

1914

12

1906

5

1906

41

1903

1

1896~
1901

11

1896~
1899

69

ARU009_08_01C0009 수신한 비밀 전문의 통보와 관련하여

1902

2

ARU009_08_01C0010 마산포와 관련하여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문서

1902

1

마산포 조차를 둘러싼 파블르프와 알렉세예프 제독
간의 기밀 전문

Секретное письмо Е.Алексеева А.Павлову
ARU009_08_01C0004 알렉세예프 제독이 파블로프 공사에게 보낸 기밀
서신
ARU009_08_01C0005

Письмы А.Павлова Е.Алексееву
파블로프공사가 알렉세예프 제독에게 보낸 서신

ARU009_08_01C0006 의주항의 개항과 관련하여
ARU009_08_01C0007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태도와 관련한 보고서

Письмы А.Павлова Е.Алексееву
ARU009_08_01C0008 주한 공사 파블로프가 알렉세예프 제독에게 보낸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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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08_01C0011

일본 외무성으로 파견된 황제 특사의 보고서와 관련
하여

1902

3

ARU009_08_01C0012

황제 특사의 비밀 전문(러시아제국과 일본제국의 관
계와 관련하여)

1902

1

ARU009_08_01C0013 황제 특사의 비밀 전문

1902

1

ARU009_08_01C0014 대한제국 내 최초의 일본 은행과 관련하여

1903

8

ARU009_08_01C0015 여순항과 관련하여

1902

4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Корее о посылке два больших
ARU009_08_01C0016 судна

1910

4

1911~
1912

23

1895~
1898

80

1903

10

ARU009_08_01C0020 대한제국에 고문으로 오쿰 백작의 파송과 관련하여

1904

2

ARU009_08_01C0021 비밀 요원과 관련한 전문

1904

2

1904

2

알렉세예프 제독에게 2척의 대형 선박 파견을 요청
한 주한 공사관 관리 슈테인의 기밀 전문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 намер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укрыться в
ARU009_08_01C0017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피신 요청에 대한 파블로프 공
사의 기밀 전문

Письмы К.Вебера Е.Алексееву
ARU009_08_01C0018 전직 주한 공사 베베르가 알렉세예프 제독에게 보낸
서신

ARU009_08_01C0019

ARU009_08_01C0022

Вопрос об открытии Ичжу для
иностранной торговли
의주 개시를 둘러싼 러시아의 당로자들 간의 왕복 서
신 및 전문

베이징 방문했던 북한 철도 관리자 레페브르의 보고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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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ARU009_08_01C0023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침략과 관련한 보고서
ARU009_08_01C0024

이토 히로부미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을 계기로
한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침략과 관련하여

ARU009_08_01C0025 극동지역의 해군 전략과 관련하여

생산연도

쪽수

1903

4

1903

23

1903

2

ARU009_08_01C0026

1895년 이후 대한제국과 관련한 일본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1906

90

ARU009_08_01C0027

“페트로팔로브스크” 함대 사령관의 보고서 요약문
(원산항과 관련하여)

1901

4

ARU009_09_01C0001 태평양함대를 위한 석탄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1898

2

ARU009_09_01C0002 제물포항의 석탄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1898

2

ARU009_10_01C0001 “가이다마크” 함대의 항해와 관련한 군 보고서

1860

5

1860

8

1854

9

1860

11

ARU009_12_01C0002 텐진 항 주둔 대위의 보고서

1869

4

ARU009_12_01C0003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보내는 서한

1884

1

1869

7

ARU009_12_02C0002 태평양함대 제독의 보고서 일부

1881

3

ARU009_12_02C0003 일본제국의 정황과 관련한 보고서 일부

1881

2

1881

2

ARU009_10_01C0002

포시에트 만에서 가쉬케비츠 만에 이르는 지역과 관
련한 보고서

ARU009_11_01C0001 해군 중장 푸차틴의 조선 해안 항해 보고서
ARU009_12_01C0001

ARU009_12_02C0001

ARU009_12_02C0004

아무르 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적 중요성과 관
련하여

중국과 조선의 관계 및 러시아제국의 태도와 관련
하여

베이징의 소식 전달(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외국
인 차관 고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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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1881

3

ARU009_12_02C0006 조선의 개항과 관련하여

1881

3

ARU009_12_02C0007 개항 후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1882

2

ARU009_12_02C0008 원산항의 입항을 요구하는 전문

1881

1

ARU009_12_02C0009 원산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1882

2

ARU009_12_02C0010 조선의 개항과 관련한 서구 열강의 움직임에 대하여

1882

3

슈펠트(Шуфельт)와 조선 전권대표와의 협약과 관
련하여

1882

2

ARU009_12_02C0012 부산, 원산, 강화의 개항과 관련하여

1882

2

ARU009_12_02C0013 부초프의 비밀 서한

1882

4

ARU009_12_02C0014 조선과 주변 열강과 관련한 보고서

1882

2

ARU009_12_02C0015 조선과 일본의 협약과 관련하여

1882

32

ARU009_12_02C0016 극동항 사령관에게 보내는 군 보고서

1882

2

ARU009_12_02C0017 로젠의 보고서 전달 통보

1882

1

ARU009_12_02C0018 로젠의 보고서 (조선과 주변국의 관계에 대한)

1882

6

ARU009_12_02C0019 조선과 일본의 관계와 관련하여

1882

3

ARU009_12_02C0020 보고서 송부 통보

1882

1

ARU009_12_02C0021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1884

4

ARU009_12_02C0022 태평양함대 제독의 조선 항과 관련한 보고서

1884

4

ARU009_12_02C0005

ARU009_12_02C0011

사료명/번역사료명
조선의 개항과 관련한 서양 제국들의 태도와 관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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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12_02C0023 조선의 외교관계에 대하여

1884

3

ARU009_12_02C0024 조선과 러시아제국 간의 협약 사항들

1884

34

ARU009_12_02C0025 조선 거주 러시아인들의 상거래 법규

1884

8

ARU009_12_02C0026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84

8

ARU009_12_02C0027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84

4

ARU009_12_02C0028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1884

5

ARU009_12_02C0029 로젠의 보고서 복사본

1882

8

ARU009_12_02C0030 로젠의 보고서

1882

3

ARU009_12_02C0031 조선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1884

3

ARU009_13_01C0001 함경도 지사의 보고서

1886

4

ARU009_13_01C0002 함경도 지사의 보고서

1886

8

ARU009_13_01C0003 함경도 지사의 보고서

1886

7

1898~
1904

16

1897

11

Донесение Главного морского штаба по
поводу плавании у корейских берегов,
к северу от порта Лазарева, русского
ARU009_13_01C0004 военного судна “Крейсер”
러시아 전함 “크레이세르”호의 한반도 북부(함경도)
해안 탐사에 관한 보고서

Телеграмма адмирала Гильтебрандта о

ARU009_13_01C0005 заходе по пути Владивостока
길데브란트 제독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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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903

10

ARU009_13_01C0007 전함 “시브치”와 관련한 항해일지

1887

52

ARU009_13_01C0008 전함 “시브치”와 관련한 항해일지

1887

43

ARU009_13_01C0009 극동지역과 관련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1887

9

1886

10

ARU009_13_01C0011 인증된 편지의 전달 통보

1887

2

ARU009_13_01C0012 대한제국 내의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1887

1

ARU009_13_01C0013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관련

1887

5

ARU009_13_01C0014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대 입항과 관련

1887

2

ARU009_13_01C0015 제물포항 주둔 “베스트니크” 함장의 보고 내용

1887

2

ARU009_13_01C0016 제물포항에 “베스트니크” 의 정박과 관련하여

1887

2

ARU009_13_01C0017 아시아 해상 문제와 관련한 해군사령부 보고 내용

1887

7

ARU009_13_01C0018 대한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포코치만과 관련하여

1887

2

ARU009_13_01C0019 가쉬케비츠 만의 항구 건설과 관련하여

1887

11

ARU009_13_01C0020 조선의 임시 개항과 관련한 조약 내용

1887

3

ARU009_13_01C0021 가쉬케비츠 만과 관련한 보고서

1887

5

Инструкция командующему эскадрой
в Тихом океане, Вице-адмиралу
ARU009_13_01C0006 Гильтебрандту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테브란트 제독의 항해일지 및
해군참모본부의 명령서

ARU009_13_01C0010

베이징에서 보내온 보고서 발췌(대한제국의 상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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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ARU009_13_01C0022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와 관련한 보고 내용 통보

1889

2

ARU009_13_01C0023 대한제국 황제의 접견과 관련하여

1888

2

ARU009_13_01C0024 대한제국 황제의 접견과 관련하여

1888

1

ARU009_13_01C0025 태평양함대 해군 중장의 해양일지

1888

12

1903

7

1897~
1898

41

1904

16

ARU009_13_01C0026

사료명/번역사료명

Ведомость о наличии кассы и о суммах
клипера “Джигит”
황태자 니콜라이 2세를 태운 “지기트” 호의 극동항
해일지 및 전문

Донесения командира крейсера 1-го

ARU009_13_01C0027 ранга адмирал-Корнилов
“코르닐로프 제독”호 함장의 보고서
ARU009_13_01C0028

ARU009_13_01C0029

Донесение о городе Гензан
원산항 탐사보고서

Вопрос о отправлении военного судна в
Корею во время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1905~
청일 개전기 러시아 군함의 한국 파견 문제에 관한
외무성과 해군성 간의 왕복 문서

1906

16

ARU009_13_01C0030 대한제국 상황과 관련

1896

1

ARU009_13_01C0031 태평양함대 해군 소장의 보고서

1896

2

ARU009_13_01C0032 제물포항 입항과 관련하여

1895

3

ARU009_13_01C0033 대한제국의 남부 항구와 관련한 보고서

1896

3

ARU009_13_01C0034 대한제국의 아관파천과 관련하여

1896

5

ARU009_13_01C0035 대한제국과 관련 태평양함대 제독의 군 보고서

1896

15

412

2러시아 자료집-목록_최종.indd 412

2015-12-21 오후 7:34:08

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13_01C0036

대한제국 황제의 러시아 황제에 대한 경의를 전하는
해군 중장의 전문 복사본 전달

1896

1

ARU009_13_01C0037

제물포와 서울과 관련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내는
군 보고서

1895

11

ARU009_13_01C0038 원산항과 관련하여

1896

1

ARU009_13_01C0039 대한제국 주둔과 관련한 태평양함대 제독의 전문

1896

1

ARU009_13_01C0040 대한제국 황제의 러시아 황제에 대한 감사의 전달

1896

1

ARU009_13_01C0041 대한제국과 주변 열강들의 관계와 관련하여

1896

11

1896

34

ARU009_13_01C0043 대한제국과 관련한 태평양함대 제독의 군 보고서

1896

11

Секретное донесение начальника
эскадры в Тихом океане о настоящем
ARU009_13_01C0044 положении дел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1895~
1896

33

1901~
1906

25

1905

12

1906

16

ARU009_13_01C0042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내는 보고서의 첨부 자료(극
동과 일본, 중국의 주요 항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관한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보고서

Ведомость командира мореходной

ARU009_13_01C0045 канонерской лодки Кореец
전함 “카레예츠”호의 항해일지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Шпейера
о укрытии Корейского Кароля в
ARU009_13_01C0046 Российской миссии
아관파천을 둘러싼 러시아 정부의 대한정책

Вопрос о разрешении осмотрения
Мин-ион-хуана учреждений Морского
ARU009_13_01C0047 ведомства
민영환의 해군성 시찰 문제를 둘러싼 외무성과 해군
성 간의 왕복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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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896

5

1898

18

1895

12

1909

10

1901

14

1905

16

ARU009_13_01C0054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1902

1

ARU009_13_01C0055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1902

2

1902

2

ARU009_13_01C0057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1902

1

ARU009_13_01C0058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한 전문

1902

1

Сведение о Корейским архипелаге

ARU009_13_01C0048 включая рейд Фузан
부산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해안의 탐사보고서

Вопрос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острова Роз
для устройства угольного склада и других
надобностей
эскадры
ARU009_13_01C0049
저탄소와 해군 편의 시설 부설을 위한 월미도 조차
관련 문서

ARU009_13_01C0050

ARU009_13_01C0051

ARU009_13_01C0052

Основ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по
мнению графа Мацуката
한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일본 신문들의 기사 발
췌 번역본

Российская концессия в Масанпо и
открытых портах Кореи
마산포 조차 문제를 비롯한 한국 개항장에서의 러시
아 이권

Южные и 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ские порта
“길야크”호 함장의 한반도 동남부 항구 탐사보고서

Донесении и журнал совешании о
соглашенн с Японией по Корейским
ARU009_13_01C0053 делам
한국 문제를 둘러싼 러일협정 체결에 관한 보고서 및
회의록

ARU009_13_01C0056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기념식 행사
일정의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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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생산연도

쪽수

ARU009_13_01C0059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식과 관련한 배의 선정

1902

2

ARU009_13_01C0060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1902

2

ARU009_13_01C0061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1902

2

ARU009_13_01C0062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1903

1

ARU009_13_01C0063 고종 재위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1903

4

ARU009_13_01C0064 제물포항의 물류 입출하와 관련한 보고서

1903

4

ARU009_13_01C0065 제물포항 세관장의 보고서 발췌

1902

10

1907

10

1907

4

1907

31

ARU009_13_01C0066

사료명/번역사료명

Вопрос о послыке русских судов в
Мазанпо и устройства угольной станции
마산포에 러시아 선박의 정박 및 저탄소 설치에 관한
문서

Военно-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о

ARU009_13_01C0067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해군정책

Сжатые очерки главных русских

ARU009_14_01C0001 замельных участоков в Корее
한국에서의 러시아 주요 조차지 일람

Депеша Гофмейстер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о внесении в Японский
1906~
ARU009_14_01C0002 Парламент сметы на устройство военного
1907
порта в Чинхайване

70

일본의 진해항 군항 전용계획에 관한 보고서
ARU009_14_01C0003 부산항 중심의 남해안 항해일지

5

ARU009_14_01C0004 대한제국의 섭정정치에 대하여

1906

14

ARU009_14_01C0005 군사항 진해만과 관련한 보고서

19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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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14_01C0006

신포항과 청진항과 관련한 일본제국의 조치에 대한
전문

1906

1

ARU009_14_01C0007

플란손의 비밀특보(제물포에서 열린 철도 건설 기념
식과 관련하여)

1906

3

ARU009_14_01C0008 플란손의 비밀특보

1906

4

ARU009_14_01C0009 해안 경비 규약과 관련한 보고서

1906

4

ARU009_14_01C0010 대한제국 섭정과 관련한 신문기사와 관련한 보고서

1906

1

ARU009_14_01C0011

일본제국에 부여한 2개항에 대한 권리에 관한 대한
제국과의 협상에 대하여 1

1906

1

ARU009_14_01C0012

일본제국에 부여한 2개항에 대한 권리에 관한 대한
제국과의 협상에 대하여 2

1906

1

ARU009_14_01C0013 대한제국 내 일본제국 섭정에 관하여

1906

2

ARU009_14_01C0014 함대 증강과 관련한 기획안

1906

1

1907

4

1910

6

류트샤의 보고서(일본제국의 대한제국 통치와 관련
하여)

1912

8

ARU009_14_01C0018 진해만 항구의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관련한 보고서

1913

8

Вопрос о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способах
развития осведомительной службы на
ARU009_14_02C0001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6

9

ARU009_14_01C0015

송전만과 영흥만의 해안경비대 배치와 관련한 보
고서

ARU009_14_01C0016 송전만과 영흥만과 관련한 보고서
ARU009_14_01C0017

러일 간의 긴장고조에 대비한 극동에서의 정보수집
력 향상 문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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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1897

3

1911

6

1906

10

ARU009_14_02C0005 за нами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프리아무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 강화 방안

1908

19

ARU009_15_01C0001 제물포항의 교역 물량과 관련한 보고서

1902

2

ARU009_15_01C0002 원산항에 대한 보고서

1902

6

1903

8

ARU009_15_01C0004 나가사키 항 항해와 관련한 군 보고서

1903

7

ARU009_16_01C0001 하바롭스크에서 대한제국 어의가 전한 내용 번역

1904

3

1895

4

ARU009_17_01C0002 원산항과 일본제국의 관계

1895

3

ARU009_18_01C0001 해양일지

1896

2

ARU009_18_01C0002 해양일지

1896

4

ARU009_18_01C0003 러시아 1등 순양함호의 원산항 측량도

1894

3

Копия расшифрованной телеграммы
Морского агента в Японии Лейтенанта
ARU009_14_02C0002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동아시아의 향후 정세에 관한 일본 주재 해군 무관
보스크레세니예 중위의 암호 전문

Вопрос по разработке плана войны на

ARU009_14_02C0003 мор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동아시아에서의 해전에 대비한 계획 수립 문제
ARU009_14_02C0004

План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러일전쟁기와 전후 러시아의 해군 정책

Ближайшие задачи в деле закрепления

ARU009_15_01C0003

ARU009_17_01C0001

제물포항 주둔과 관련하여 대서양함대 참모부에 보
낸 문서

러시아 1등 순양함호 함장이 지중해함대 제독에게
보내는 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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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18_01C0004 한반도에 관한 정보자료

1895

8

ARU009_18_01C0005 러시아 1등 순양함 함장의 보고서 요약문

1895

3

ARU009_18_01C0006 “아트바즈니” 함대 함장의 보고서 요약문

1895

4

ARU009_18_01C0007 쓰시마 섬의 요새

1895

3

ARU009_18_01C0008 제물포항 지역 항해와 관련한 보고서 중 일부

1895

3

ARU009_18_01C0009 평양 입성과 관련한 “자비야카” 함대 함장의 보고서

1895

6

ARU009_18_01C0010

협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해군 중위 로만에게 “아
조프” 함대장이 보낸 문서

1896

3

ARU009_18_01C0011

협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해군 중위 슈미츠에게
“아조프” 함대장이 보낸 문서

1896

3

ARU009_19_01C0001 항해일지(제물포항)

미상

2

ARU009_19_01C0002 항해일지(제물포항)

미상

11

ARU009_19_01C0003 동해안 항해와 관련한 일지

미상

2

1904

4

1904

4

ARU009_19_01C0004

조선 주둔 러시아 공사관에서 세르게이 페트로비치
에게 보내는 문서

ARU009_19_01C0005 항해일지(블라디보스토크 항)
ARU009_19_01C0006

조선 러시아 공사관에서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낸
문서

1904

10

ARU009_19_01C0007

조선 주둔 러시아 공사관에서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낸 문서

1894

3

베이징 주둔 러시아 공사관에서 세르게이 페트로비
ARU009_19_01C0008 치에게 보낸 문서(중국과 대한제국의 군사활동과
관련)

18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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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참조코드

사료명/번역사료명

생산연도

쪽수

ARU009_19_01C0009

베이징 주둔 러시아 공사관에서 세르게이 페트로비
치에게 보낸 문서(중국의 군사활동과 관련)

1894

10

ARU009_19_01C0010

1894년 7월 26일 베이징 외무성으로 보낸 문서(일
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정치 간섭과 관련)

1894

11

ARU009_19_01C0011

1894년 7월 20일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전
달된 청 정부의 통보 번역본

1894

4

ARU009_19_01C0012

일본 주둔 임시 해군 무관의 태평양함대장에게 보내
는 군 보고서

1894

2

ARU009_19_01C0013

일본 주둔 임시 해군 무관의 태평양함대장에게 보내
는 군 보고서

1894

4

ARU009_19_01C0014

프리모르스카야 주 군지사가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낸 문서(웅기만 만 개항과 관련)

1894

1

ARU009_19_01C0015

프리모르스카야 주 군지사가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낸 문서(웅기만 만 항구와 관련)

1894

2

ARU009_19_01C0016

블라디보스토크 항 사령관이 태평양함대 제독에게
보내는 문서(웅기만 만의 개항과 관련)

1894

1

ARU009_19_01C0017 격파된 함대 “비차지”의 패잔병 구출과 관련하여

1894

7

ARU009_19_01C0018 동해안 항해와 관련한 일지

미상

1

ARU009_20_01C0001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해양 일지(부산항)

1862

7

1894

8

ARU009_22_01C0001 1900년 초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 (2)

1900

68

ARU009_22_02C0001 1900년 초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 (1)

1900

94

ARU009_21_01C0001

ARU009_23_01C0001

러시아 1등 순양함 함장(카르닐로프) 에게 보내는 군
보고서

러시아 국립해군성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계 자료
18건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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