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식민지역사박물관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
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
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
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
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
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
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
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
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
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
하게 보여준다.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
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
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를 면밀하게 분
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
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
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
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 기소 준비자료
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
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 별첨사진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 개회식 [13:00∼13:40]

사회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개회사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환영사 : 박겸수(강북구청장)
격려사 : 한완상(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Ⅰ부 [13:40∼14:20] 2·8독립선언과 3·1운동

사회: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제1발표  2·8과 3·1 사이-31운동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 최우석(독립기념관)
  제2발표  취조기록을 통해 본 ｢2·8독립선언｣으로의 도정(取調記録を通じてたどる｢２·8独立

宣言｣への道程) /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

휴식(14:20∼14:30)

Ⅱ부 [14:30∼15:30] 이시카와 자료와 함경도 지역 3·1운동

사회: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제3발표  3·1운동 참여자 ‘처벌’과 법 적용 / 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
  제4발표  함남 함흥의 지역 네트워크와 3·1운동 / 조한성(민족문제연구소)
  제5발표  함남 이원 3·1운동의 내외적 전파와 전개 / 이명숙(민족문제연구소)

휴식(15:30∼15:40)

Ⅲ부 [15:40∼18:00] 종합토론       

좌장 : 한상권(전 덕성여대 교수)
  
  발표자 전원
  토론자 : 제1주제: 김정인(춘천교대), 제2주제: 윤소영(독립기념관), 제3주제: 장신(한국교원



대), 제4주제: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제5주제: 허영란(울산대)
  청중 질의와 답변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