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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3책

■ 1930년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경기도경찰부, 개성경찰서, 동대문경찰서, 關東憲兵
隊, 용산경찰서, 大阪憲兵隊, 전남경찰부 등 사상에 관한 정보기관이 京城地方法院 檢事
正에게 매일 보고하는 사상에 관한 83건의 정보 보고서 수록

- 관련 단체는 新幹會, 槿友會, 衡平社, 侍天敎, 農民社, 天道敎, 朝鮮共産黨, 靑年同盟 등
이 있으며, 3·1운동 기념일을 즈음하여 京城府內 각 학교의 동향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學生의 遭難事件이 注目된다. 

- 학생들의 동태와 연루자의 검거 및 범죄사실은 光州學生事件의 여파로 3·1운동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되고, 학생들도 그와 연관지어 일제에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 날짜순으로 편철된 공문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서건명을 열거하여 찾아볼 때 편
리하도록 했다.

- 문건내용
1. 3·1운동 기념일에 즈음한 불온계획에 관한 건 : 3·1운동 기념일을 기한 고려공산청년

회의 불온선전물 살포계획 보고
2. 불온문서 발견의 건(제1보) : ‘3·1운동 11주를 기하여 전조선 노동대중에 激함’이란 

유인물 발견보고
3. 불온문서 발견의 건(제2보) : 불온문서관계 수배자 체포보고
4. 3월 1일 전후의 사찰 경계에 관한 건 : 松都高等普通學校에 격문이 우송되어 엄중경 

계중, 격문 2종 첨부
5. 불온문서 발견의 건(제3보) : 불온문서작성 경로판명 보고
6. 松都高普에 배보된 불온 문서에 관한 건 : 松都高等普通學校에 격문이 우송되어 엄중

경 계중, 격문 2종 첨부
7. 新幹會 본부의 通文 우송의 건 : 침체 지회 진흥에 관한 대책보고 및 침체 지회 명단
8. 불온문서에 관한 건 : 中東學校에 배포된 불온문서 발견, 문서 2종에 ‘光州事件으로 

압박받는 반도인만으로 데모 투쟁하라’ 등의 내용이 있음
9. 日本共産黨 관계자 검거에 관한 건 : 선거공장부근 수개 소에서 일본공산당 명의 불

온삐라 살포로 당세를 확대하려던 책동자 검거
10. 中央高等普通學校 卒業生 暴行에 관한 건 : 졸업생 64명 중 45명은 졸업식을 하지 

않고 졸업장만 비공식 교부토록 함에 반발(소요사건 관련)
11. 학교 평의원 입후보에 관한 건 : 京城府內 학교 평의원 입후보자 통보
12. 金堤 衡平社 분규사건에 관한 건 : 衡平社 金堤支部 社員과 金溝駐在所 金巡査의 분

규사건 조사서
13. 신간회 본부의 통문의 건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支會 진흥 방침에 대하

여 공문
14. 집회단속 상황보고 : 侍天敎 各 단체 연합위원회 결성 및 위원 제명
15. 朝鮮農民社 通文의 건 : 中央理事會를 3월 7일 開運寺에서 개최한다는 공문
16. 집회단속 상황보고 : 朝鮮衡平社 總本部 中央執行委員會개최와 金溝 · 江景支部 쟁의

내용
17. 조선농민사 중앙이사회의 건 : 3월 7일 개최한 중앙이사회의 회의내용
18. 조선학생사건에 관하여 재만주 농민동맹 아성지부대회의 격문에 관한 건 :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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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연하는 대폭동 거행과 在滿 노농 대중 및 勞力靑年學生에 激함’이란 격문
19.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의 건 : 2월중 본부 사업내용을 통지, 會費納入 재촉 공문 첨

부
2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제26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상황보고
21. 집회단속 상황보고 : 進明女子高普校 電車遭難學生 父兄委員會 개최(132명 조난)
22. 天道敎 中央宗理院 布德戶口敎 調査 修報 通文 우송에 관한 건 : 布主幹 및 代表에 

調査修報 공문
23. 天道敎靑年黨 公函 우송에 관한 건 : 제4次 전당대표대회 소집 공문
24. 衡平社 京城支部 設立準備會 通文印刷의 件 : 3월 19일 개최 통지 안내장 발송
25. 농민사 제2차 전선 대표 대회 개최 통문 우송의 건 : 4월 6, 7일 全鮮代表大會 소집
26. 천도교 연합회 교리문답 우송의 건 : 천도교와 다른 종교와의 교리문답 유인물 등 

사 배포
27. 천도교 연합회 年誠金 上半期 수납 통문 우송의 건 : 4월말까지 수납 송금 요망
28. 천도교 연합회 제8회 연합정기총회 소집통문 우송의 건 : 4월 7일 총회 개최 통고
29. 천도교원 여행의 건 : 천도교 교령 외 7명 여행
30.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의 건 : 제4회 전체대회 4월 25일 소집
31. 조선산업주식회사 저당권 무효소송의 건 : 회사창립 자본금 등과 일본 三井물산의 

관계
32. 집회단속 상황보고 : 槿友會 京城支部大會 준비위원회 개최
33.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임시집행위원회 개최
34. 천도교 소년연합회 통문 우송의 건 : 제2회 대회소집
35. 학생사건 관계자 검거의 건(제2보) : 中東學校, 協成實業, 徵文高普 관련자 64명 검

사 및 사건내용
36. 제6회 천도교 법회 통문 우송의 건 : 4월 3일 소집
37. 천도교 중앙종리원 기념 강연회 개최의 건 : 4월 5, 6일 개최
38. 근우회 경성지회 통문 우송의 건 : 3월 15일 제3회 정기대회 개최
3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제3회 근우회 경성지회 정기대회 개최 상황 보고
40. 중요범죄 보고 : 제2회 학생시위 운동사건 검거 및 시위내용
41.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위원회 개최상황
42. 滿蒙開發隊의 상황에 관한 건 : 검사국으로 송치 예정
4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중앙상무위원회 개최
4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통보
4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4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회 개최
47. 共産黨 관계자 검거의 건 : 범죄사실 및 검거내용
48. 3·1운동 기념일 대비 불온계획에 따른 학생비밀 결사 등 검거의 건 : 32명의 검거  

및 사건내용
49. 조선공산당 조직계획에 관한 건 : 공산당 조직계획 및 실행상황
50. 조선공산당 조직계획에 관한 건 : 보고정정
51. 천도교 간부 행동의 건 : 천도교 간부 여행중 온양온천 휴양 중
52. 大販産業別 再組委員會의 뉴스발행의 건 : 뉴스기관지 제1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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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불교청년회 제3회 정기총회 개최
54. 집회단속 상황보고 : 侍天敎 학생회 정기총회 개최
55. 근우회 통문 우송의 건 :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대회 개최 공문
5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대회 개최 공문
57. 집회단속 상황보고 : 衡平社 경성지회 부흥대회 개최
58. 집회단속 상황보고 : 기독교 信友會 경성지회 春期例會 개최
59. 衡平社 뉴스 발송의 건 : 뉴스 첨부
60. 衡平社 通文 우송의 건 : 全朝鮮衡平社 제8회 정기대회 召集 공문
6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제8회 평의회 개최
62. 中央靑年同盟의 동정에 관한 건 : 검거 이후 남아 있는 자의 동태
63. 全國 郡府靑年同盟代表大會에 관한 건 : 鏡城靑年同盟, 咸北聯盟에 우송
64. 천도교여성동맹 공한 우송의 건 : 여성동맹 제2회 전국대회 개최 통보
65. 조선청년총동맹 細胞團體 대표자 간담회에 관한 건 : 3월 20일 간담회 개최
66. 全國 府郡靑年同盟대표자 간담회 개최의 건 : 개최내용 회람으로 내사중
67. 京城府學校 評議員선거에 관한 건 : 정원 20명에 20명 입후보로 순조롭게 진행중
68.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6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상무집행위원회 개최
7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불교 禪宗 兩宗 제2회 종회 개최
71. 천도교 4月會 제3차 대표 대회 연기의 건 : 연기통보와 활동지침
72. 中外日報 記者 陳情書 제출의 건 : 급료지급 요구 진정
7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제28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74. 중요범죄 보고 : 3·1운동 기념일 대비 불온계획에 따른 학생 비밀결사사건 등 검거

에 관한 건
75. 京城府學校 評議員선거에 관한 건 : 운동원 증원내용
76. 집회단속 상황 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77. 中外日報 記者 진정서 제출의 건(속보) : 진정에 불온의 정이 없음
78. 집회단속 상황 보고 : 京城染洗勞動組合 제5회 위원회 개최
79. 滿蒙開發隊의 상황에 관한 건(속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으로 사건 

송치
80. 學生事件에 따른 불온계획 검거에 관한 건 : 계속 발행되는 학생사건에 대한 전말과 

연루자의 검거
81. 被疑者 郭明秀에 관한 건 :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사건 송치
82.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통문 우송의 건 : 1928년도 2종 납부 통지
83. 불온문서사건 관계자 검거의 건 : 학생사건 계속, 선동적 불온문서와 관련된 미 체

포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