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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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6. 경무국장 정보

■ 1932년 2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朝鮮總督府 警務局이 拓務省 朝鮮部長 등 30개 機關
長에게  報告한 정보 수록

- 受信處는 招務省 朝鮮部長, 內務省 警報局長, 外務省 亞細亞局長, 警警視總監, 台灣總督
府 警務局長, 關東廳 警務局長, 京都 · 大版 各府知事, 神奈川 · 兵庫 · 長崎 · 愛知 · 山口 ·  
福岡 各縣知事, 在支公事, 天津 · 上海 · 奉天 · 吉林 · 哈爾寶 · 間島總領事, 安東 · 鐵嶺 · 長春
領事, 朝鮮軍 司令官, 朝鮮憲兵隊 司令官, 各法院 檢事長, 各法院 檢事正, 各道知事, 各派
遺員 등이다.

- 코민테른의 密令을 받은 東方勞力者共産大學 卒業生 檢擧의 件: 1931년 이래 京畿道 ·
平安北道에서, 모스크바 東方勞力者共産大學을 卒業하고 코민테른으로부터 朝鮮共産黨 
再建의 密令을 받고 入鮮한 金光恩 외 6명을 逮捕하여 取調한 狀況을 報告한 것이다. 그 
內容은 ① 檢擧槪要 ② 關係者의 身元關係 ③ 共産大學 入學의 經緯 및 入鮮 ④ 入鮮 後
의 策動事項 a. 元山의 共産그룹 조직 b. 朝鮮共産堂 復興운동의 상황 c. 金光恩 入鮮 後
의 行動 d. 金琮洙 및 薛麟 入鮮 後의 行動 ⑤ 措置 ⑥ 現在 入鮮하여 活動中이 라고 認
定된 者, 金祚伊 · 金福萬 · 朴憲永 등 약 20명에 대한 정보

- 3·1 記念日 前後의 狀況에 關한 件: 3월 1일은 1919년 독립운동 사건 發生 日로 朝鮮
人 主義者는 獨立記念日이라 稱하며 不穩行動을 反覆恒例로 하고 있다. 특히 櫻田門 밖
에서 발생한 李奉昌事件은 人心을 刺戟해서 記念日을 前後하여 各地의 不穩劃策 動搖事
件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각 지역(京畿道 등 13개 道와 東京 · 大版 
및 滿洲 · 上海 · 奉川 등)에서 주의자를 검거하였다. 書信 · 陳情書 · 不穩文書 · 3·1절 檄文 ·
鬪爭宣言文 · 無産靑年記事 · 3·1節 記念宣言 · 大版撒布 檄文 등 23건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 朝鮮에서의 메이데이 및 少年데이의 狀況 件: 朝鮮에서는 1920년 이래 每年 思想 · 勞動
團體 中心으로 메이데이 때 示威운동 記念會 등을 開催하여 데모와 檄文撒布 등의 不穩
行動을 전개하려 하였다. 滿洲事變 勃發 이래 共産黨員 또는 左翼主義者들은 反戰的 氣
勢로 煽動 · 策動하였다. 露國 官憲의 鐵橋爆破陰謀事件, 上海 尹奉吉의 爆彈投擲事件 등
이 民心에 衝動을 주고 있어 未然에 防止하려고 努力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
에서 격문(예를 들어 부산에서의 혁명적 투쟁전개 선동격문) 살포 등의 불온행동이 있
어, 이를 저지하려는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少年데이에는 在京城 朝鮮少年總
同盟의 統制 아래 5月의 第1日曜日을 期하여 全鮮的으로 各種 行動을 擧行했었다. 그런
데 1931년부터 雨派로 分裂되어 右派幹部 高長煥 등이 10周年 紀念行事에 着手, 各地 
少年團體에 指令하였으나 左傾少年 등의 反對로 別行動 없이 各地 少年團體가 平穩裡에 
行事를 하였다. 메이데이 行事는 전국 13個道 각지에서 있었으며, 少年데이 行事도 京鐵
道에서 咸鏡北道까지 13個道에서 있었다. 또한, 1932년 메이데이와 관련된 檄文 · 郵送物
· 宣傳文 · 總 罷業 示威煽動文 등 13건의 記錄物이 보고되었다.

- 反戰데이 상황에 관한 건: 1932년 8월 1일 反戰데이에 일부 共産主義者가 滿洲事變 勃
發 이래 陰으로 帝國의 出兵에 반대하고 陽으로 檄文을 撒布하여, 反戰 의식을 鼓吹하고 
示威에 나서려 하였다. 특히, 學生은 夏季休假시 귀향하여 反戰데이 記念鬪爭을 하도록 
指令을 받았으나, 少數의 檄文撒布와 不穩行動이 있었을 뿐이다. 仁川을 비롯한 各地의 
狀況, 日本에서 各國에 郵送된 檄文, 各地의 檄文, 勞動者 · 日本兵隊 등에게 보내진 檄文
· 宣傳文 등 5건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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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倂合記念日 前後狀況件: 1910년 8월 29일 日韓合倂 國恥記念日에 朝鮮人 主義者는 不穩
策動을 反覆恒例化하고 있는데, 滿洲事變, 櫻田門 爆彈投擲사건 등이 不良徒輩에게 蠢動
의 기회를 주고 있어 警戒中이나 各地에서 약간의 事件이 있었다. 京城 檄文撒布, 全州
刑務所 因人 등의 만세고창 계획, 日本 · 東京 등 各地에서의 行動, 國外 · 滿洲 · 上海등지
에서의 行動 등이 수록되어 있다. ‘勞動者農民 兄弟姉妹 등에게’라는 제목의 檄文, 革命
煽動, 國恥日鬪爭 · 反帝民大會의 口號 뉴스 등 24건에 걸친 記錄이 수록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