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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5. 사상에 관한 정보철-1

■ 1931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종로경찰서, 경기도경찰부, 용산경찰서, 本町경찰
서의 보고서 75건 수록

- 日 · 中 衝突事件 (滿洲事變)관련 문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은데 그 내용은 滿蒙問題硏究
會의 상황, 帝國在鄕軍人會 水原分會 주최의 시국강연회, 在留中國人의 동정과 중국인의 
귀국 대이동, 民族主義 및 외국인의 동정, 재향장교단의 시국결의문, 財界의 狀況, 朝鮮
軍司令部의 동정, 조선인의 동정, 軍司令官의 銀行集會所 초청강연, 滿蒙權益 옹호대회,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의 동정, 세간의 풍문, 외국인(독일인) 동정, 재경 중화상인들의 동
정, 滿蒙居住同胞後援會의 동정, 재만동포문제협의회의 동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 만주사변과 관련된 국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을 예측했는데, 이 사건이 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해방운동에 참여하려 하였다. 만주의 동포 문제 해결에는 
사상을 초월해 宋鎭禹 · 白寬洙 · 安在鴻 · 李仁 · 元世動 · 朴承稷 · 朱耀翰 · 李容卨 · 尹致昊 ·
趙東植 · 兪珏卿 등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참석자 및 집행위원 46명을 볼 때, 親日性
向者와 民族主義運動者가 망라되어 있어 동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합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京城 本町警察署長이 보고한 ‘秘密結社 木曜會 및 日帝鬪爭同盟事件 檢擧에 관한 件’이 
121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 관계자
  (1) 비밀결사 목요회 관계자
  (2) 비밀결사 투쟁동맹 관계자
 2. 사건내용

(1) 비밀결사 목요회 조직의 내용
(가) 伊藤政雄이 조선국철에 근무하기까지의 사상적 변천
(나) 철도국 경성공장 내에 잠행적 조직을 하도록 착안한 이유
(다) 伊藤이 본 경성공장의 일반적 정세
(라) 조선국철현업조합(赤色勞動組合)의 조직방침
(마) 공장 내부의 조직
(바) 외곽적 조직
(사) 조선 내 각 분공장과의 연락
(아) 기관구와의 연락
(자) 가두반의 조직과 임무

(2) 경성공장 내에 최초의 동지 획득
(3) 지하조직의 결성

(가) 戰旗讀者會의 조직계획과 그 임무 
(나) 사회과학연구회의 조직과 강령 
(다) 목요회 결성과 회칙 및 슬로건

(4) 목요회 결성 후의 활동
(가) 연구회 개최
(나) 동지의 획득
(다) 改造切拔의 廻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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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스페란토語 강습회
(5) 森尻進의 적화운동

(가) 에스페란토語로서 적화극을 통한 대중에의 어필 企劃 
(나) 伊藏의 지하조직 가맹

 3. 비밀결사 일상투쟁동맹 조직내용
  (1) 철도학교 공작과 학생의 불평과 관계자의 좌경
  (2) C.L.A동맹(조선좌익예술동맹)의 조직
  (3) 프롤레타리아문학연구회의 조직
  (4) 일상투쟁동맹의 결성과 활동

- 문건내용
   1.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유림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2. 집회단속 상황보고 : 기독교 전도를 위하여 중앙기독청년회 총무부 회의 개최
   3.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管內狀況(제13보) : 日本과 中國의 전쟁에 대한 경기도 내의 

동정을 구체적으로 기록
   4.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管內狀況(제14보) : 主義者 및 在留外國人의 동정
   5. 조선불교청년총동맹 통문 우송 : 검사위원 사임 및 그 대책 통지
   6.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물산장려회 이사회 개최
   7. 救世軍 사관강습회 개최의 건 : 각지에서 100여 명 참가 예정
   8. 조선노동사 중앙위원회의 통문 우송 : 勞動社의 黨化週間 利用에 관한 공문(靑友黨)
   9. 조선유림연합회의 통문 : 총회 16일 개최 통고
   10.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통문 우송 : 부장 및 보결부장 선거록 송부
   11. 천도교 소년연합회 공함 우송 : 회세 확장 및 회원 훈련 공문
   12. 천도교 청년회 공함 우송 : 회세 확장 및 회원 훈련 공문
   13. 천도교 학생회 공함 우송 : 회세 확장 및 회원 훈련 공문
   14. 천도교 청우당 공함 우송 : 특별의연금 및 당화주간 실행 공문
   15. 제20사단 병기지창내 수류탄 폭발사건의 송부 : 용의자 洪相峯을 검찰로 송치
   16.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15보) : 만몽문제연구회의 시국강연 및 재향장

교단의 시국결의문
   17. 시국 만몽문제에 관한 재향군인단의 결의문 우송 : 선언문, 결의문 채택, 각지에 우

송
   18. 日銀 金利引下와 主義者의 언동 :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金本位의 통화정책 변화 

예고로 격론
   19.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主義者의 언동 : 米價 石當 2원이란 보도는 지주의 횡포 우려
   20. 형평사 본부의 동정 : 舊派의 득세와 간부의 부정행위 등
   21. ML계 조선공산당 재조직 사건 검거 등의 건 : 검거자 9명의 명단 및 범죄사실과 反

戰激文 사건
   22. 만주사변에 관한 조선군 사령관, 동 참모장 앞으로의 진정상황 : 28건의 진정내용은 

교민보호를 위해 출병 회망(진정문 첨부)
   2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형평사 본부 집행위원회 개최
   24. 천도교 內誠團 통문 우송 : 예례금 납부의 공문
   25. 천도교 중앙종리원 통문 우송 : 布德 宣傳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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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천도교 청우당의 통문 우송 : 布德日 宣傳文
   27. 전 신간회 본부 가옥명도의 건 :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 요구
   28. 재향군인회장이 만몽시찰 후 인사한 요지 : 詅本 大將의 귀경연설 요지
   29.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16보) : 時局大會의 동정, 主義者의 동정, 財界

의 상황등
   30. 천도교 청우당 통문 우송 : 布德日 宣傳 및 기념식 거행
   31. 강연회 개최 상황 : 本誓寺 含掌會館 完成 기념 강연회
   32. 천도교의 불온계획 : 홍경래가 병란을 야기한 申未年과 同一하여 불온계획
   33.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17보) : 조선군사령부 진정상황 및 군부의 선전

물 배포, 조선인의 동정
   3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물산장려회 상무이사회 개최
   35.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18보) : 시국대회의 동정, 군사령관의 연회, 시

국에 대한 선전문 우송
   36. 사상범 출옥자의 동정 : 천도교 李東求 출옥 후 동정
   37. 조선물산장려회 인쇄물 배포 : 염가매출시장 개설
   38. 천도교 청우당 통문 우송 : 포덕의 날 黨化週間 실행
   39. 시천교 중앙종무원 통문 우송 : 공약수정 및 교리공부
   40. 비밀결사 목요회 및 일상 투쟁동맹 사건 검거의 건 : 관계자, 사건내용, 지하조직 및 

활동, 일상투쟁동맹 등 조직내용
   41. 천도교의 동정 : 신 · 구 양파 합동
   42. 형평사 본부 동정 : 임시대회 개최문제로 간부가 준비중
   4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4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유림연합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45. 동아일보사의 동정 : 부사장 張德秀 귀국과 主義者의 언동 
   4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경성출판노동조합 제3회 집행위원회 개최
   47.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19보) : 시국대회 동정,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동정, 인천에서 만몽권익 옹호대회, 재류중국인 동정
   4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 나병환자 구제연구회 개최
   49. 형의 집행정지자 사망 : 丁寬鎭 사망
   50. 형의 집행정지자 사망 : 공산당사건 관련 丁寬鎭 사망으로 장의 준비 분망
   51. 형평사 본부의 동정 : 파벌분쟁
   52. 천도교연합회 통문 우송 : 제2회 信條會 개최 안내문
   53. 집회단속 상황보고 : 建友社 창립발기인 간담회 개최
   54. 출감자 이동의 건 : 楊逢浩, 李時榮 이사
   55. 조선유림연합회 통문 우송 : 제1회 정기총회의 경과 통보
   56. 형의 집행정지자 사망 : 丁寬鎭을 요시찰인 명부에서 삭제
   57.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상황(제20보) : 주의자의 동정, 모 중대사건에 대한 世

評, 외국인의 동정
   58.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상황(제21보) : 시국대회의 동정
   59.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상황(제21보) : 국민협회 동정, 北海道 國防義會 동정, 

언론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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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22보) : 시국에 관한 결의, 중국인의 동정
   61. 집회단속 상황보고 : 경성 종로이발업조합 임시총회
   62. 만주사건에 대한 유인물 배포 : 일본의 지위와 국제경찰권(국제연맹과 부전조약이 

만주사건에 미치는 영향)
   63. 천도교 경비난의 건 
   64. 형평사 본부의 동정 : 임시대회가 촉박 분주 
   65. 천도교 청우당 통문 우송 : 당의소리 및 순회에 관한 공문 
   6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고학생칼톱회 집행위원회
   67. 강습소 설치의 건 : 유림단체 大聖園 강습소 설치
   68.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상황(제23보) : 滿蒙在住同胞후원회 발기계획, 중국인의 

동정, 시국대회
   69.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만동포문제협의회 발기회
   70.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만동포문제협의회의 회칙과 취지서
   71. 6·1 同科친목회 해소계획 : 철도학교 졸업생으로 조직된 친목회
   72. 집회단속 상황보고 : 조선고아구제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73.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청우당 경성지부 임시대회
   74. 집회단속 상황보고 : 재만조난동포문제협의회 제1회 집행위원회
   75. 日 · 中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제24보) : 만몽거주동포후원회의 동정, 재만동포

문제협 의회의 동정, 일반조선인의 동정, 재류 중국인의 동정, 후원회 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