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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

100-012.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4책

■ 1930년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로경찰서, 대구지방법원, 서대문경찰서, 수원경찰
서, 本町경찰서, 경기도경찰부, 동대문경찰서, 헌병사령부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송치되어 
온 사상관계 일보철로 총 112건의 보고 수록

- 天道敎 관계 18건, 新幹會(11건), 侍天敎(8건), 槿友會(7건), 衡平社(7건), 京城府內 女
學生萬歲事件, 槿花女學生 盟休事件, 朝鮮共産黨 組織計劃事件 天道敎 新舊派分爭事件, 
朝鮮少年總聯盟의 어린이날 행사준비사건, 日本共産黨(2·24事件) 豫審請求 등을 비롯하
여 衡平社 全朝 大會 狀況報告 등이 주목된다. 

- 특히, 衡平社 관련 자료는 맨 끝에 수록되어 있으나 132쪽에 달하여, 각 지구의 분규사
건과 아울러 형평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문건내용
   1. 撲滅理由書 우송의 건 : 근우회 본부에서 각 지회에 모 종교단체의 근우회 박멸 이유

서 송부
   2. 죄수 이감의 건 조회 : 서대문형무소 재감 姜壎(?)이감 조회
   3. 개벽사의 對 근우회 성명서 우송의 건 : 개벽사의 성명서 첨부
   4. 천도교 건설사 자료수집에 관한 건 : 건설사 자료수집 공문
   5. 천도교 교리문답 우송의 건 : 각 교회에 문답서 발송
   6. 中外日報 記者 陳情書 건 : 급료 지급 문제
   7.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8. 집회단속 상황보고 : 在京少年團體代表者會 개최
   9. 都貞浩의 葬儀에 관한 건 : 시체 운반을 신간회 사무실에서 하려는 기도
   10. 집회단속 상황보고 : 동아일보 창립 10주년 기념식
   11. 공산당원 都貞浩 부고 우송 : 서대문형무소 옥사 도정호 부고
   1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종무부 제2회 정기공회 개최
   13. 법정심리 상황에 관한 건 : 경성시내 여학생 만세소요사건 공판개요, 판결내용
   14.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미전개회 관한 건 : 미술전람회 개최상황 및 출

품자 명단
   15. 보석 출옥자 동정의 건 : 朴俊浩 보석 세브란스병원 입원
   1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어린이날 준비대회 개최
   17. 槿花女高 盟休에 관한 건 : 학부형 면담 거절로 조난사건 맹휴
   18. 집회단속 상황보고 : 運送業 非合同員鮮運協會 창립
   19. 근화여학교 맹휴에 관한 건 : 원인, 동기, 주모자 등 보고
   20. 滿蒙開發隊에 관한 건 : 검찰에 송치된 자 불기소처분으로 출옥
   21. 甲子俱樂部 定例幹事會 건 : 4월 4일 會議 개최(日本人 모임)
   2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경성청년 정기대회 개최
   2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중앙종무부 위원회 개최
   24. 근화여학교 맹휴에 관한 건 : 시험거부로 맹휴
   25. 보석 출옥자 동정에 관한 건 : 朴俊浩 세브란스병원 치료 
   2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제19회 정기공회 개최
   27.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2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제29회 정기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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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개벽사 통문 우송의 건 : 잡지 발매 예고의 건 통지
   3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개교기념식 개최
   3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 간담회 개최
   32. 조선공산당 조직계획 검거의 건(제2보) : 權五稷 등 48명 검거보고
   33. 천도교 신파도인 임시대회 : 4월 9일 경운동에서 개최
   34. 기독교 창문사 직공동맹 파업에 관한 건 : 기계과장과 직공분규로 파업
   35. 천도교 신구파 분쟁의 건 : 신파 청년당 구파 청년동맹 폭행사건
   3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37. 천주교 관계 각종단체 집회의 건 : 신 · 구파 단체별 天日記念式 거행
   3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연합회 제8회 정기대회
   39. 천도교 신 · 구파 분쟁의 건 : 신 · 구파 분쟁보고
   40. 천도교 신 · 구파 분쟁의 건 : 신 · 구파 분쟁보고(속보)
   41.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 미술전람회 개최의 건 : 무사히 개최 종료
   4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도회 개최
   43. 일본공산당 기관지 『赤旗』제29호 송부의 건 :『赤旗』제29호 첨부
   44. 천도교 신 · 구파 분쟁의 건 : 분쟁경위 정보 보고
   45. 집회단속 상황보고 : 衡平社 본부 집행위원회 개최
   4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영지회 집행위원회 개최
   47. 靑總으로부터 통문 우송의 건 : 조선청년총동맹 회의결과 통보
   48. 衡平社 통문의 건 : 회의 개최 통보
   4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집행위원회 개최
   50. 신간회 본부의 통문 우송의 건 : 3월중 본부사업 통지
   5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제5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52. 三理會에 관한 건 : 三理會 재설립 추진중
   53. 집회단속 상황보고 : 京城染洗 노동조합 제3회 정기대회 개최
   54.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의 건 : 제4회 전체대회 연기 통보
   55. 형평사 본부 통문 우송의 건 : 4월 24일 정기대회 포스터 송부
   5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집행위원회 개최
   57.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집행위원회 개최
   5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농민사 분과원 전후책 협의회
   5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예수교회 연합대회 개최
   6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1회 검사위원회
   6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여성동맹 중앙집행위원회
   6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1회 집행위원회 개최
   63. 천도교 청년당 본부 공함 우성 : 전당대표대회 결과 통보
   64. 천도교 연합회 제8회 정기총회 통문의 건 : 회의 결과 통보
   6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설치준비위원회
   66. 기독교 彰文社 동맹파업의 건 : 파업중의 직공 경계중
   67. 조선농민사의 분리상황에 관한 건 : 분리분규의 발달, 주장 등
   68. 조선농민사 공함 우송의 건 : 회의록 및 사업계획 발송
   6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물산장려회 경성지회 제3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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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신간회, 경동지회 명부 송부의 건 : 京東支會 명단 및 동정보고
   71. 鍾紡爭議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 고찰 : 鍾紡분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극대, 치안

상의 중대 문제 야기 우려 
   72. 경고문 우송의 건 : 천도교 청년동맹이 청년당에 보내는 경고문 내용 
   73. 시천교 중앙종무부 통문 우송 : 道會錄 배포 
   74.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명부 : 154명의 회원 및 간부명부 송부 
   7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제2회 월례회 개최
   7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소속단체 회의
   77. 民衆新聞社 배달원 동맹 파업의 건 : 배달인상 요구로 파업
   78. 집회단속 상황보고 : 경성염세노동조합 제1회 집행위원회
   79. 조선소년총연맹 통문의 건 :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회 결의사항
   80. 통문 우송의 건 : 천도교 소년연합회 통문 중 불온 부분 삭제
   81. 통문 우송의 건 : 천도교 청년당에서 반동당원 처분에 관한 통문 발송
   8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물산장려회 제17회 이사회 개최
   83. 통문 우송의 건 : 천도교 소년연합회 총본부 대표 方定煥이 제2회 대표자대회 결의

사항 통보 
   84. 천도교 공함 우송의 건 : 천도교 제6회 정기법회 회의록 송부 
   85. 치안유지법 위반 출옥자 사망의 건 : 朴俊浩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  
   86. 조선농민사 통문 우송의 건 : 천도교 농민사로부터 탈퇴한 조선농민사 임시대회 준

비위원회 공문 
   87.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여성동맹 제2회 집행위원회
   8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중앙집행위원회
   89. 조선농민사 성명서 발표의 건 : 임시대회 준비위원회 성명서
   9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집행위원회 개최
   91. 형평사 인쇄물의 건 : 대회 진행의견서 인쇄송부
   9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어린이날 준비위원회 개최
   93. 집회단속 상황보고 : 고학생 갈톱회 제19회 정기총회
   94. 치안유지법 위반 출옥자 사체 조치 : 세브란스 醫專에 기증
   95. 천도교연합회 통문 발송의 건 : 敎理 문답서 발송
   96. 日本共産黨(2 · 24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예심 청구의 건 : 개인별 예심청구서,  

공소사실 등
   97. 중요범죄 보고 : 출판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인 7명의 범죄방법 등
   98. 동아일보사의 동정에 관한 건 : 4월 13일 정간처분 후 선후책 논의
   99. 조선물산바자회의 건 : 4월 24일부터 바자회 개최
   10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출옥 사망자 영결식 및 조사
   101. 집회단속 상황보고 : 在京少年團 代表者會議
   10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1회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103. 집회단속 상황보고 : 中央靑年同盟 北區支部 집행위원회 개최
   104. 일본공산당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증거서류 사본 송부의 건 : 유인물, 결의문, 

입당권유문 등
   105. 조선농민사 공함 우송의 건 : 기관지 『농민』발행에 대한 공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

   106. 조선물산바자회의 건 : 바자회 무사 종료
   107.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형평사 제7주 기념식 거행
   10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학생회 집행위원회 개최
   10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회
   110. 母大會에 관한 건 : 어린이날 선전 및 자녀양육 방법
   111. 집회단속 상황보고 : 형평사 제1회 집행위원회
   112. 형평사 전선대회 상황보고 : 대회경과 및 출석자, 각 지역사견 등 자세히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