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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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4.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9책

■ 1930년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준양경찰서, 
경북도경찰부, 전남도경찰부, 경기도경찰부의 보고서 46건 수록

- 학생공산당 조직계획으로 9명이 검거된 건과 普成高等普通學校의 동맹휴학사건(1학년생
을 제외한 전 학년 513명이 가담한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 朝鮮共産黨 및 共産靑年會事件으로 金台郁 등 73명이 검거되었으며, 그들의 범죄사실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 문건내용
   1.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중앙상무위원회
   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집행위원회
   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청년당 창립 7주년 기념식
   4. 학생공산당 조직계획의 건 : 李宗林 외 9명을 권유하여 독서회에 가입시킴
   5. 고무공장직공 동요의 건 : 임금관계로 선동파업의 징후
   6. 고무공장직공 동요의 건 : 노사타협으로 진정
   7. 요시찰인 보석 출옥자 여행 : 미행 해제
   8. 요시찰에 관한 보고 :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金世淵
   9. 보천교도의 상해사건 수배 일부해제 : 方學濟 체포로 해제 요망
   10. 외국인 여행 : 露國人 피서여행
   11. 개벽사 공함 우송 : 잡지선전의 적극화
   12. 통문 우송 : 천도교 혁신 청년동맹 규약 송부
   13. 普成高普 근황보고 : 1년생을 제외한 513명 맹휴
   14. 고무공장의 근황보고 : 관내 3개 공장 임금인하 경향
   1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경성 물산장려회 58회 상무위원회
   16. 집회단속 상황보고 : 형평사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17. 조선공산당 및 공산청년회 검거의 건 : 金合郁 등 73명 검거 및 범죄사실
   18. 신간회 경성지회의 반조직 금지 : 경성지회의 반조직 금지를 지시
   19. 불온격문의 건 : 민족독립, 약소민족해방 등 격문 부착
   20. 불온격문사건 범인 검거 의건 : 범인으로 신간회 경성지회원 洪寅燮을 점거 하고 증

거물을 압수
   2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임시중앙상무집행위원회
   22. 집회단속 상황보고 : 근우회 본부회의 개최
   2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집행위원회 개최
   24. 建陽社 창립 10주년 기념 : 기념강연, 건축업자의 사명, 생활개선과 주택개선
   25. 영양청년동맹 지부 간부의 불온행동의 건 : 중등학생 趙再得이 칠판에 국치기념일을 

쓰고 있던 중 발견
   26. 단체이동의 건 : 천도교연합회 혁신청년동맹 인사동으로 이사
   27. 재만조선인 총살사건에 관한 신간회 동정의 건 : 신간회가 중국영사관을 방문 항의
   28. 격문범인 검거에 관한 건 : 洪鍾國 · 黃穆淵 등 2명 검 거
   29. 형의 집행유예자 여행의 건 : 여자실업학교 林敬愛 간도여행
   30. 형 집행유예자의 출판법 위반 검거 : 일본대학 예과 郭明秀 검거 송치
   31. 격문범인 검거의 건 : 검거로 수배해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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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여자고학생상조회 제1회 임시대회 규약통과 규약전문 수록
   3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경 선산친목회 정기총회
   34. 재경 선산친목회 정기총회 : 보고사항 정정
   35. 형평사 총본부 통문의 건 : 유지비 징수차 순회위원 파견
   36. 개벽사 공함 우송 : 잡지 및 출판물 판매규정
   37. 천도교 공함 우송 : 하반기 기도미 수합에 관한 공문
   38. 천도교 공함 우송 : 격려문 발송
   3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의사협회 정기대회
   4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경 용천유학생 친목회 임시총회
   4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중앙청년동맹 북구 집행위원회
   4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경성학생회 임시총회
   4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제1회 집행위원회
   44. 개벽사 공함 우송 : 구독료 납부 독촉
   45. 전 조선농민사 지도자 간담회의록 우송 : 회의록 첨부
   46. 조선농민사 통문 발송 : 창립 5주년 기념특대회 선전 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