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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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6. 사상에 관한 정보-1

■ 193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성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서대문경찰
서, 本町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수원경찰서, 경기도경찰부의 정보보고 43건 수록

- 비밀결사 적위대사건(41쪽 분량)과 개성공산당 목요회 조직 사건(231쪽 분량)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 비밀결사 적위대사건은 1932년 8월 29일 한일합방기념일, 9월 1일 관동대지진 기념일, 
9월 4일의 국제무산청년의 날 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8월 30일에 동대문 밖에 있는 조선
제사회사에서 여공의 동맹파업이 발생하고 다음날인 31일에 鍾紡京城工場 부근에 불온
문서를 살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용의자를 검거 조사한 바, 비밀결사 적위대의 조직 및 
활동사항이 밝혀져 29명의 검거자를 낸 사건으로 이들은 [불], [샛별], [공장뉴스] 등을 
발행하여 동지규합에 나선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개성공산당 목요회 조직 사건은 광주학생사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학교내에 불온삐라가 
살포된 것이 빌미가 되어 그를 추적하다 적발한 사건으로 23명이 동시에 검거된 건이며, 
개성공산당 목요회 조직계통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1. 사건관계자
 2. 범죄사실

(1) 결사조직 전후의 경위 및 검거상황
(2) 당의 중요인물의 생활 경력 및 활동상황
(3) 출판활동
(4) 의식교양

 3. 증거품의 압수
 4. 참고서류

(1) 5월 1일 메이데이 격문
(2) 반전투쟁 기념호
(3) 11월 3일 학생사건 기념 삐라 4건
(4) 한일합방 투쟁기념호

- 이 보고서에는, 당시 출판된 문건의 내용 全文(일어로 번역되어 있음)이 첨부되어 있어 
조선공산당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문건내용
   1.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운동원 제출의 건 : 선거운동원 24명의 명단 및 주소
   2.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입후보의 건 : 입후보자 17명의 명단
   3.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입후보의 건 : 會頭候補 예정자와 선거운동 상황
   4. 광주학생사건 기념일에 관한 불온삐라 발견의 건 : 사건 발생 4주년을 맞아 개성상업

학교 강당에서 삐라 살포
   5.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의 건 : 선거일, 장소, 입후보자, 투표상황 등
   6.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위반의 건 : 유권자 향응 제공으로 선거위반
   7. 금괴 밀수출 범인 검거의 건 : 밀수출자 日本人, 중국인 5명 검거
   8.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위반의 건 : 향응 제공자의 위반사실
   9. 배재고보 학생 동요의 건 : 오후수업 폐지로 입학자율학습 요구
   10. 배재고보 학생 동요의 건(제2보) : 7일 오후수업 거부자 하교행동
   11. 일본공산당원 검거의 건 : 조선인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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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상용의자 大江丈二에 대한 취조 상황의 건 : 일본인들의 조선 내 활동상황
   13. 메이데이(5월 1일)에 관한 불온삐라 발견의 건 : 용의자 조사중
   14. 광주학생사건 기념일에 관한 불온 삐라 발견의 건 : 상업학교, 호수돈여자고보, 송도

고보등에 삐라 살포
   15. 배재고보 학생 동요의 건(제3보) : 학생 사과와 담임교사 교체
   16. 뚝도학교조합 직원선거 실시의 건 : 전의원 임기만료로 새로 선거
   17. 비밀결사 적색노동자협의회 사건 관계자 尹炳權의 범죄사실의 건 : 尹炳權 등 연루

자들의 범죄사실
   18. 비밀결사 개성공산당 목요회 조직사건 검거의 건 : 용의자 추적과 증거물품 압수
   19. 중국공산당 조선국내공작위원회 후계조직관계 기소중지자 검거의 건 : 石景德 검거

경위와 활동상황
   20. 뚝도학교조합 의원 선거 실시의 건 : 입후보자 및 운동원 신고
   21. 남작 李寅鎔家의 분쟁의 건 : 은신중인 李寅鎔이 복심법원에 출두, 신문기자에게 성

명서 발표
   22. 뚝도학교조합 의원선거 실시의 건 : 입후보자 및 운동원 신고
   23. 뚝도학교조합 의원선거 실시의 건 : 입후보자 및 운동원 신고
   24.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위반의 건 : 입후보자가 향응 제공
   25. 경성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의 건 : 무사히 선거종료 보고
   26. 집회단속 상황보고 : 교외전차선 철폐반대운동 발기회
   27.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위반의 건 : 위반사건 무마 책동
   28. 보안법위반 피의자사건 검거의 건 : 靑林敎 조직과 목적, 활동상황 등
   29. 중국공산당 조선국내공작위원회 후계조직관계 기소중지자 검거의 건 : 石景德의 경

력 및 범죄 동기, 범죄사실 등
   30. 교외전차선 철폐문제의 건 : 왕십리, 마포 주민의 반대로 허가청의 판단 대기 중
   31. 비밀결사 赤衡隊사건 검거의 건 : 李相悳 등 29명 검거와 범죄사실, 샛별 조직 등
   32. 교외전차 철폐반대 주민대회 준비회 개최의 건 : 청량리 관계주민 조선인 약 36명이 

회합 준비회 결성
   33. 집회단속 상황보고 : 교외전차 철폐반대 주민대회
   34. 집회단속 상황보고 : 교외전차 철폐반대 준비위원회
   35. 집회단속 상황보고 : 교외전차 철폐반대 실행위원회
   36. 비밀결사 ‘개성공산당 목요회’ 조직사건 검거의 건 : 학교삐라사건 검거결과 배후에 

개성공산당 목요회가 있어 검거
   37. 교외전차 철폐반대 운동의 건 : 왕십리, 청량리 주민의 동향 
   38. 집회단속 상황보고 : 천도교 신파 청우당 경성부 임시대회 
   39. 천도교 정체폭로 비판회 : ‘朝鮮之光’社에 대한 천도교도의 폭행 대책 협의 
   40. 천도교 동정의 건 : 신파 대 신단체 문제에 대한 천도교 신구파 문제 
   41.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자 석방의 건 : 車啓榮 집행유예 석방, 그 후의 동정
   42. 치안유지법 위반혐의 집행유예자의 건 : 曺圭瓚 석방
   43. 천도교 대 主義者 등의 천도교 정체폭로 비판회의 동정 : 金若水가 주동이 된 ‘朝鮮

之光’社 폭행과 관련한 동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