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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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3.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5책

■ 1930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종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경기도경
찰부, 용산경찰서, 佐賀縣知事, 本町경찰서, 간도총영사 보고서 98건 수록

- 朝鮮學生事件(京城帝國大學 豫科, 法專, 法政, 普專, 醫專, 延專, 藥專, 齒專, 高工, 高商, 
崇專, 高農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내에 삐라가 살포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의 전
말이 수록되어 있다. 

- 方定煥 선생이 천도교의 지원 아래 어린이날을 주도하였는데, 어린이날 노래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 그 가사를 소개한다.

  “기뿌고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일세. 복된 목숨 기리 품고 뛰어노
는 날. 오늘이 어린이날. 만세 만세를 같이 부르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뿐 맘으로 노래부르며 나가세.”

- 衡平社의 新舊派 분열문제, 農民社의 분열문제 등이 있으며, 그 외에 李仁변호사가 광주
학생사건 공판 때 불온한 변론을 하였다 하여 변호사 자격의 정권처분을 받은데 있어 변
호사들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어 마치 민족주의자와 친일세력 간의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는 느낌을 준다. 

- 고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第1高普, 中央高普, 培花女子高普 내에 항일 삐라가 살포되어 
학생들의 사찰이 심화된 일은,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민족독립과 항일운동이 널리 확산되
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在間島總領事가 송부한 朝鮮共産黨 滿洲總局 東滿道 幹部黨員檢擧에 관한 문서는 공산
당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朝鮮共産黨 · 高麗共産靑年會 幹部의 매우 검거 전말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
다.

  1. 검거의 경과 및 범죄의 개요
(1) 검거에 이른 경위
(2) 범죄개요

(가) 사건의 성질
(나) 3 · 1폭동 계획
(다) 全東滿폭동위원의 조직 및 동 계획

 2. 조선공산당 동만도 간부의 조직 및 내용
(1) 조직계통
(2) 각 기관의 간부 임원

 3.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 간부 조직의 계통
(1) 조직계통
(2) 간부임원

 4. 검거인원 및 관계상황
 부표 1. 검거인명표

        2. 증거품압수표
- 문건내용

   1.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2.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성지회 긴급집행위원회
   3. 신간회 중앙간부 여행의 건 : 朴文熺 여행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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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의 건 : 農奴制度 內容調査
   5. 조선농민사 분열 후의 운 상황 : 천도교 청년당과의 법적 관계
   6. 천도교 혁신청년동맹 업무 집행위원회의 건 : 농민사 분열, 천도교인 자치설, 청년수

양훈련, 동맹유지의 건 등
   7. 在京寶城學友會 신입생 환영회 : 신입생 14명 및 회칙
   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형평사 업무집행위원회 개최
   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상무집행 위원회
   1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임시집행위원회
   11. 不穩檄文撤布의 건 : 第一高普校, 中央高普校, 培花女子普通校 내 삐라 살포
   12. 천도교 여성동맹 중앙부 공함 우송 : 정기 전국대회 경과 보고
   13. 천도교 소년연합회 공함 우송 : 어린이날 선전 및 어린이날 노래 보급
   14. 형평사 인쇄물 : 전선대회 회의록 인쇄 배포
   15. 조선농민총동맹 통문 우송 : 중앙집행위원 후보추천, 선거방법 등
   16. 형평사 본부 내의 내홍 : 신 · 구파 분열 내홍, 각파 운동방침
   17.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위원회
   1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농민사에 대한 善後策 講究會
   19.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 : 4월중 본부사업 통지
   2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3회 정기상무집행위원회
   21. 근우회 경동지회 명부의 건 : 지회 설립 후의 동정 및 간부명부
   22. 시천교 중앙종무부 통문 우송 : 위원회 결의사항 공포
   23. 근우회 통문 우송 : 침체지회 진흥
   24. 조선농민사 통문 : 농민 첨學 문제
   25. 농민사 통문 : 농민通俗운동
   26. 경성 조선인변호사회 태도 : 李仁 변호사 6월 정직 처분 대처
   27. 崔麟의 自治運動 반대결의 전말보고 통문 우송 : 전말보고서 첨부
   28. 천도교 학생회 본부 공함 : 年例金 독촉, 회세조사
   2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검사위원회
   30. 조선청년동맹 통문 우송 : 대표자대회 준비위원 선거
   31. 신간회 본부 통문 우송 : 경기도지회 연합회 창립준비
   32. 조선농민사 공함 우송 : 기관지 『농민』 5월호 발송
   33. 근우회 본부 통문 우송 : 근우회 창립 4주년 기념식 거행
   34. 李仁 변호사 정권처분에 관한 감상 : 水原高農사건 변론 중 불온으로 정권처분
   35.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동지회 임시대회 개최
   3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동지회 제1회 위원회 개최
   37. 신간회본부 통문 우송 : 기근민의 상황조사
   38. 李晟煥派 공함 우송 중지 : 두개의 조선농민사 결성이기 때문에 중지시킴
   3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경 예산학우회 정기총회 개최
   4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가 고 李昇薰 장의 협의
   4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경 서산학우회 정기총회 개최
   4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경 정평학우회 신입생환영회 개최
   4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여자기독청년회연합회 정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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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신파 李斗星 告別式 거행
   45.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기도지회 연합회 준비위원회
   4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4회 정기상무집행위원회
   47. 主義者 사망 :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장 李民衡 사망    
   48. 조선학생회에 관한 건 : 普專 등 12개교 학생회 집행위원회
   49. 통문 우송의 건 : 조선농민사의 社員金 수납 공문,『농민』지 독자 명부정리 공문
   5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중앙청년동맹 북구지부 상무위원회
   51. 집회단속 상황보고 : 李昇薰 사회장 반대토의 |
   52. 보안법위반 피의자의 소재건 : 광주학생사건 불온계획에 따른 근우회 朴次貞 조사중 

도주
   53. 李昇薰 사회장 반대 통문 : 조선노동동맹이 10개 산하단체에 공문
   54. 조선물산장려회 통문 우송 : 제8회 정기대회 개최 공문
   5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56. 출판법 위반자 처분의 건 : 잡지『조선주보』제53호 필화사건 행정 처분
   57. 조선농민총동맹의 건 : 공산당 관련 검거로 재건 획책
   58. 조선농민총동맹의 건 : 農總과 勞總의 분열로 조직정비 재건
   59.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 사건 : 함북도경이 이첩한 신간회 林端鳳 조사중
   6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물산장려회 제8회 정기대회 개최
   61. 신간회 경기도지회 연합회대회 소집 : 6월 8일 소집 공문
   62. 통문 우송 : 천도교에서 신문, 잡지 독자 및 경영기관 조사
   63. 집회단속 상황보고 : 경성출판노동조합원 위안회 개최
   6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형평사 본부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65. 요시찰인에 관한 보고 : 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許貞淑 임신으로 집행정지
   6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67. 유사종교단체 이전의 건 : 大道敎 본부 昭格洞으로 이전
   68. 고 李昇薰 사회장 반대의 건 : 반대의사 여부 질문서
   69. 사회단체기자 설치의 건 : 한글신문의 사회단체 출입기자 설치
   70. 신간회 본부 대체저금 구좌 설치 : 회비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
   7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제5회 정기상무집행위원회 개최
   7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여자체육장려회 창립총회 개최
   73. 中東學校 동맹휴교의 건 : 학교운영진정서 제출 동맹휴교
   74. 통문 우송 : 개벽사 잡지 발매예고 공문
   75. 中外日報 인쇄공 동요건 : 임금 불만으로 동요
   7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77.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관 건축기성위원회 개최
   7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임시중앙상무집행위원회
   79. 사립 중동학교 동맹휴교의 건 : 秩父宮 영접도열 중지
   80. 치안유지법 위반 조선인 압송 : 경성지법 검사정의 구인장에 의거 검거 압송
   81. 중동학교 맹휴사건 : 제2차 진정서 제출
   82. 중동학교 맹휴 후의 상황 : 등교저지 발생
   83. 해외잠입 조선공산당원 : 高光洙 등 9명 잠입 경로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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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집회단속 상황보고 : 全鮮고무공업연합회 정기대회
   85. 신간회 인쇄물 수교의 건 : 회원 방문시회 비 납부 독촉
   86. 商務社의 개혁 : 임원개선
   87. 조선농민총동맹의 건 : 중앙집행위원 투표
   88. 통문 우송 : 『농민』6월호 발행
   8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간부 개선
   90. 조선농민사 보조금의 건 : 천도교에서 보조금을 지급 자파 확보
   91.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임시 집행상무위원회 개최
   92.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경동지회 임시대회 개최
   93. 중동학교 맹휴사건(속보) : 형사가 등교상황 감시 및 총퇴학원서 제출
   94.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최
   95. 경성역 구내 運合참가점 조합의 건 : 조합 대 탈퇴자의 분규
   9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시천교 여성단 제2회 정기총회
   97. 중동학교 직원회의 건 : 自退願者의 퇴학승인 처리
   98.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東滿道 간부당원 검거의 건 :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의 

만주총국 동만도 간부 검거 전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