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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4. 치안정황(경기도)

■ 1935년 3월 京畿道 警察部長이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경기도 治安情況에 대
한 정보철 수록

-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治安上의 경기도의 特殊性 
   人口 221만 8000여명,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 금융의 중앙지대
2. 治安總說

① 民心傾向: 일한병합 당시 民心이 극도로 위축되었으나, 1919년 1월 李王이 서거하고 
국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 1일을 기하여 天道敎, 孫秉熙 一派 中心으로 독립만세
를 주동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② 일반치안 개관: 독립운동 소요사건을 비롯하여 1920년 미국 국회의원단이 관광차 내
한하여 민족자결주의를 충동질하는 등 民心이 어수선하다.

3. 各種 運動情況
① 공산주의 운동정세 
  ○ 일반 표면 단체의 행동: 1931년 新幹會, 槿友會, 靑年總同盟, 衡平會 등의 思想團

體들이 解消理論을 바탕으로 극좌 급진분자들의 운동통일과 실천운동을 위하여 
1931년 5월 16일 전체대회를 개최하였다. 

  ○ 학생운동의 추세 : 사립중등 이상의 학교는 물론 관 · 공립학교 내에서도 사회 과학
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또는 연구회 등이 비밀리에 조직되어, 공산당 또는 共
靑黨員이 조직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朝鮮學生會와 學生科學硏究會는 1931년 2월 
5일 執行委員會를 개최하여 조직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지『朝鮮學生』을 창간하였
다. 

  ○ 潛行 運動: 1919년 당시에는 일본유학생의 일부가 연구에 가담하였으나, 1923년에
는 급격히 증가하여 파벌이 생겼다. 1927년에는 동경유학생파와 결합한 서울新派를 
中心으로 ML派가 출현하여, 中心團體인 火曜派와의 對立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1928년 7월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세계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은 파벌 투쟁을 시종일
관하고”, “적당한 지도자를 얻지 못하고”, “조직방침에 오류가 있어 동양적화 공작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선공산당 승인을 취소하자고 결의하였다. 동년 12월 국제공산
당 중앙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은 ‘조선문제를 위하여’라는 이른바 12월테제를 채택
하고 재조직 운동을 일변하여, 노동자 · 빈농계급에 대하여 기초적 의식을 주입하고 
순무산계급으로부터 투사를 찾아 세포를 조직하는 데 주력하게 하였다. 

② 민족운동의 동향: 1919년 파리 萬國講和會議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
창은 國內 外 韓人들에게 비상한 충동을 주어 天道敎主 孫秉熙를 中心으로 民族獨立
의 好機로 삼아 3월 1일을 기하여 획기적 소요가 발생하였다. 1927년 2월 민족단일
당인 新 幹會를 創立하여 民族自治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天道敎 新舊派의 反目
과 新幹會의 分裂이란 상황 아래 1930년 12월에 天道敎 新舊 雨派가 合同하여 派爭
을 청산하고 천도교 본래의 사명을 다 할 것을 公表하였으나, 舊派 朴寅浩, 新派 崔
麟의 분규로 인하여 일반교도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新派 약 200만명, 舊派 약 
110만명이다. 

 ③ 무정부주의 운동: 1921년 11월 동경에서 朴烈 · 金若水 등이 黑濤會를 조직하였고, 
1925년에는 서울에서 黑旗연맹이 조직되었다. 1931년의 李奉昌 · 尹奉吉사건, 元心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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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有吉公使 암살음모사건 등은 무정부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의 合作品이라고 선전
되어 시국이 점점 긴박해지고 民心의 동요도 극심하다. 

 ④ 政治運動 
  ○ 一般的 傾向: 韓國人은 政治에 흥미가 많으며, 現政 批判의식이 높다. 하나의 민족

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참여 의식도 높다. 
  ○ 朝鮮農地令 제정에 대한 반대운동 상황 
  ○ 鮮米移出制限에 대한 반대운동 상황 
  ○ 道會議員의 보결선거 상황

4. 종교 
① 佛敎: 日韓合倂 後 寺刹令이 制定되었고, 31本山아 성립되었다. 1922년에 서울에서 

朝鮮佛敎 中央敎務院(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1934년 현재 경기도 내 寺院 171, 布
敎所 21, 信徒 26,032명이며, 일본인의 불교 사원 27, 회당 4, 강의소 2, 설교소 3, 
포교소 50, 일본인 신도 70,980명, 한국인 신도 5,548명이다. 

② 基督敎: 1883년 미국의 북장로파 선교사가 내한하여 신교 각파를 포교하여 신구 양
파의 교세가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포교전술로 전도본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학교 · 병원 등을 경영하면서 物心양면으로 民心을 수렴하였다. 1934년 현재 경기도 
내 기독교 신자 58,244명이다. 1919년 소요 당시 소요 범인에 대해서 동정적이며, 
농촌교화 및 진홍사업, 일부 민족주의자의 실력 양성 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③ 禪道: 1893년 天理敎가 부산에 포교, 1934년 경기도 내에 회당 포교소 36, 신도 
11,753명(한국인 1,991명)

5. 類似宗敎團體: 한국 내 120여 단체, 경기도 55단체 
① 侍天敎: 천도교에서 분리된 일파, 東學黨(天道敎) 제1대 교주 崔濟愚의 제자 李容九

는 진보당을 조직하여 宋秉畯 · 金演局의 一進會와 合倂하고 京釜 철도시설의 희생적 
원조를 시작하는 등 일본과 친선을 유지했다. 1906년 일본 동경에서 귀국한 제3대 
교주 孫秉熙는 이용구와 송병준이 특히 친근함을 미워하고 매사에 반목하여 1907년 
3월 손병희는 이용구와 송병준을 배척하고, 동학당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이용구 ·
송병준 · 김연국은 최제우 · 최시형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자칭 하며 侍天敎를 창립하였
다. 侍天敎는 한때 천도교를 능가하는 교세였으나, 일한병합 후에는 일반 조선인으로
부터 매국노로 공격을 받아 탈교자가 속출하였다. 1912년 이용구 사망 후에는 송병
준과 김연국의 반목으로 金派 · 宋派로 兩分되어 金派 侍天敎는 충남 계룡산에 본부를 
두고 上帝敎로 개칭하였고, 宋派 侍天敎는 서울 견지동에 侍天敎 本部를 건설하였다. 
1915년 본부 간부간에 반목항쟁이 있었다. 1918년 평양지부장 趙貞昱은 경성 본부와 
분리하여 侍天敎 价川派를 창립 하였는데, 본부의 內訌과 재정적 압박으로 价天敎와 
합동하였다. 1934년 5월 17일 侍天敎 价川派, 靑林敎, 濟愚敎 등을 侍天敎 경성본부
에 병합하여, 동년 12월 19일 侍天敎 경성본부에서 敎祖 성탄 기념식을 하였다. 

② ‘人의 道敎團’ 京城支部: 1924년 10월 26일 創敎, 敎祖 御木德, 1933년 3월 하순 교
조 내한, 포교

③ 人類愛善會 朝鮮本部: 1934년 12월 16일 경성 공회당에서 발회식이 있었다. 회장은 
出口日出磨(일본인), 회원 6,200여 명 중 약 45%는 上帝敎, 侍天敎, 檀君敎 敎徒들
이다.

6. 非常時局에 對한 各方面의 反響과 査察警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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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사변 발발, 1933년 5월 27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공산 ·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코
민테른 혹은 중국정부의 정신적 물질적 원조등에 대한 반응

7. 農村振興 自力更生運動 狀況
  1934년 11월말 현재 경기도 내 진흥회는 5,055개소, 회원은 139,065명이다. 주요사업은 

사상선도, 근로정신 고취, 소비절약, 부업장려, 산업개량, 저축장려 등 이다.
8. 中國人의 入鮮 取締狀況
  1910년(한일합방) 당시 한국거주 중국인은 7,000여 명, 1929년 67,000여 명, 1933년 

43,800명이다. 그러나 1918년에 제정한 府令 제14號, ‘外國人渡來에 關한 件’ 제1조 제2
호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

9. 經濟 狀況
  1932년 만주사변 발발, 1933년 3월 경제 공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회복책 적자공

채 발행으로 인한 물가상승, 景氣의 만성화, 軍備强化, 米作의 冷早害, 大風 水害 등으로 
인한 大凶作, 대자본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중압, 미곡문제, 물가 및 구매력, 금융, 주
식, 사업계 등에 대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10. 1934년 以後의 重要 事件 檢擧
① 朝鮮共産黨 再建同盟事件 槪要
   1929년 가을 ML계 거두 安光泉은 義烈團長 金元鳳과 제휴하여 北平에 레닌주의政治

學校를 開設하고, 전위투사를 훈련시켜,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조직을 공작하였다. 
1933년 9월 24일 대구에서 李李陽을 불심검문하여, 李康明 등 지하운동원을 검거하
였다. 사건 관계자의 명단은 0147~0164쪽 참조 

② 城大敎授 三宅鹿之助를 中心으로 한 鮮內工作 事件의 槪要
   1934년 1월 21일 三宅 교수 체포, 1934년 1월 21일 이재유 체포, 사건 관계자로 송

치된 사람은 三宅 교수 외 103명에 이른다. 身分上으로는 平民 2명, 雨班 36명, 常民 
65명이며 직업은 다양하다. 명단은 0170~0186쪽 참조

③ 朝鮮共産黨 再建코민탄 朝鮮레포트會議事件 槪要
   1934년 4월 21일 경기부 적선동 서상룡의 집에 용의자가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

여 검거하였다. 1926년부터 제주도 출신 신갑범이 황해도 · 경상남도 · 강원도 지방을 
전전하며 좌익운동을 해 왔는데, 1932년 9월 서울에 들어와 동지를 물색하였다. 
1934년 1월 24일 개성농민조합 조직속성위원회를 조직, 농민 · 노동자의 赤化工作을 
하고, 동년 2월 間島 朝鮮레포트회의에 參席하였다. 3월 4일 대중적 조선공산주의운
동 속성 개성지방위원회를 조직하고, 기관지『再建鬪爭』을 발행하였다. 3월 15일 서
울에서 宋金山 · 金洛成과 조선공산당 재건촉성 경성지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책임자로
서 활동하였다. 사건관련 송치자 신갑범 외 24명 명단은 0189~0194쪽 참조

 ④ 義烈團關係 不逞鮮人檢擧 槪要: 1919년부터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만주에서 민족
주의 단체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이 된 金元鳳은, 그 후에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환
하여 1929년에 北平에서 ML派와 合同하여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리
고 그 부설기관으로 레닌주의정치학교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국내에 밀파, 赤化工作에 
努力하였다. 1932년에는 日滿要人의 암살 · 鮮滿勞農層의 赤化에 의한 조선의 독립과 
만주 탈환을 위해 혁명적 전위투사의 양성기관인 조선혁명간부학교(의열단 경영)를 
창립하였다. 

 ⑤ 無政府主義運動事件의 槪要 : 1932년 이래 무정부주의계 인물의 테러사건이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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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무정부주의자 李丁奎 · 蔡殷國 등은 1934년 봄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소비조합 
및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주의를 선전하였다. 吳南基는 서울에서 李丁奎 · 李己奎의 후
원을 얻어 잡지를 발행하였다. 

 ⑥ 李載裕 一派의 鮮內赤化工作 後繼組織事件 槪要: 城大 三宅 교수를 中心으로 하는 
鮮內赤化工作事件의 主犯 載裕는 잡지 못하였으나, 14명을 起訴하고 7명을 不起訴, 
10명을 기소유예, 5명을 기소중지하였다. 명단은 0203~0206쪽을 참조

- 기타 要注意 사찰 인원, 노동쟁의, 소작쟁의, 중학생 운동개황과 조선청년 총동맹을 비롯
한 36개 조직단체 현황도 기록되어 있다. 종교 교세에 대해서는 0207~0293쪽을 참조하
고, 1935년 3월 말 현재의 신문, 잡지, 통신 一覽은 0295~0312쪽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