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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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8. 사상에 관한 정보철-2

■ 1937년 3월 31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도경찰부, 영등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종로경
찰서, 동대문경찰서, 本町경찰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사상에 관한 정보 42건 수록 

- 동아일보 정간 및 조선중앙일보 휴간 건, 蘇聯京城單騎스파이事件, 赤化暗躍犯罪事件, 共
産大學卒業檢擧事件, 人天敎사건, 近衛文磨의 組閣에 대한 여론조사보고, 曺晩植 취조상
황 보고가 수록되어 있다.

-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에 이른 경위 및 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를 조선총독부 경
무국장이 직접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의 사회적 비중으로 보아 경찰서 또는 도 경
찰부에서 취급하지 않고 총독부에서 취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蘇聯京城單騎스파이事件은 경성소련총영사관과 소련영사관 통역, 서대문경찰서 고등계형
사 등을 역임하였던 玄鴻健, 그 아들인 玄泰柱 및 생질인 安南壽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조선철도의 약도, 통계표, 연혁, 사업성적, 시설 등 조선철도에 관한 기본적 자료를 비롯
하여 경제 107건, 정치 77건, 공업 75건, 농업 64건, 교통 42건, 군사 27건, 광업 22건, 
어업 14건, 외교 13건, 종교 5건 계 446건을 소련영사관에 제공한 사건이다.

- 李載裕 등의 赤化暗躍犯罪事件 보고는 조선의 독립 및 공산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1933
년 경성을 중심으로 공장노동자 및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主
義運動의 개황, 최근의 운동정황, 경성 이외에서의 운동정황, 체포 당시의 개황, 결성된 
고무그룹 일파의 활동 정황, 구속자 20명의 명단 및 조선운동통일협의회의 조직계통도로 
550여명의 이름이 조직분야별로 수록되어 있다.

- 共産大學卒業檢擧事件은 경기도경과 강원도경이 6월 18일에 보고한 문건으로 李華永, 
李宗林, 梁明, 崔聖禹 등이 공산주의자협의회의 세포조직을 통하여 출판활동, 소작인회 
조직활동, 농민사 조직활동을 통하여 암약한 혐의를 수록하고 있다.

- 人天敎, 즉 白白敎事件에 대한 취조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4건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 近衛文磨의 組閣에 대한 여론조사보고는 교육자 방면, 경제계방면, 현역군인 방면, 우익

적 방면, 일본인 방면, 조선인 방면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에 이른 경위 및 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 등이 수록된 문건

이 있어, 총독부의 언론에 대한 정책을 잘 알 수 있다.
- 曺晩植 취조상황 보고는 청취서에 문답식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이 문서철을 볼 때,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들이 다른 사상정보철 보다 많

은 것이 특색이다. 문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등포 적색노동조합 조직준비회 사건 : 黃敬洙 · 李中龍 · 李奎漢 등 석방
   2. 영등포 적색노동조합 조직준비회 사건 : 李圭涉 등 6명 검거
   3.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적노조직의 준비공작사건 검거의 건 : 영등포경찰서 보고를 종

합
   4. 사상범 기소중지자 검거의 건 : 金炳卨 검거
   5. 사상범 기소중지자 검거의 건 : 불구속으로 서류송치
   6. 보통학교 졸업생 등의 폭행사건 : 광주 남한산보통학교 졸업식 폭행
   7. 보통학교 졸업생 등의 폭행사건 : 14명 서류송치 보고
   8. 蘇聯京城單騎스파이사건 검거의 건 : 정보 446건을 소련 영사관을 통하여 보고
   9. 적화암약 범죄보고 : 李載裕 등 20명 검거와 범죄사실, 조직계통도 첨부
   10. 적화암약 범죄보고 : 신문기사 발표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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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성 제2고보학생 폭행의 건(4건) : 제5학년생 6명 등의 폭행사건 가담보고와 그 
후의 동향

   12. 문춘학 일파의 적색구원회 사건 검거의 건 : 李鍾國 등 8명 검거
   13. 공산대학 졸업생 검거의 건 : 李華永 검거
   14. 기소중지자 검거의 건 : 李華永 검거
   15. 공산대학 졸업생 검거의 건 : 崔聖禹 · 梁明 · 李宗林 검거
   16. 공산대학 졸업생 검거의 건 : 崔聖禹 · 梁明 · 李宗林 검거
   17. 형의 집행유예자 행방불명 수배 : 李世根 수배
   18. 人天敎 관계 취조 상황 : 白白敎사건의 조사 상황
   19. 人天敎 관계 취조 상황 : 白白敎사건의 조사 상황
   20. 人天敎 관계 취조 상황 : 白白敎사건의 조사 상황
   21. 제8회 전선면려회 금주운동에 관한 용의문서 배포의 건 : 야소교에서 금주운동과 민

중생활을 연계시키려고 작성한 문서
   22. 보안법위반 용의자 검거 :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서기 李良燮 검거
   23. 近衛公 組閣에 대한 부민의 의향(2건) : 近衛文磨 총리의 조각과 여론 동향
   24.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 해제 : 발행인을 白寬洙로 변경하고 해제
   25. 동아일보 정간처분 해제 경과등 :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 해제 경과, 조선중앙 일보 

휴간 후의 경위
   26. 사상범 기소중지자 검거 : 李二吉 검거
   27. 조선공산당재건동맹 기소중지자 검거 : 李二吉 검거
   28. 기소중지자 검거 : 농촌진흥회 부설 야학회의 불온교육사건 기소중지자 沈敬元 검 

거
   29. 볼온문서에 관한 건 : 사립 정신여학교 학생의 불온작문사건, 목사 朴鶴田 검거
   30. 볼온문서에 관한 건 : 사립 정신여학교 학생의 불온작문사건, 목사 朴鶴田 검거
   31. 학생 운동경기중 부상사건 : 경성여자고보 부상 사건
   32. 曺晩植의 취조상황 : 취조문답서(임의동행)
   33. 기소중지자 검거 : 사상범 朴天根 검거
   34. 기소중지자 검거 : 조선공산당재건동맹 기소중지자 朴天根 검거
   35. 무허가 출판물 단속법 : 학교참고서 출판 金水濟 검거
   36. 주의를 요하는 치안유지법 위반용의자의 행동 : 李觀述 동태보고
   37. 주의를 요하는 치안유지법 위반용의자의 행동 : 李觀述 수배보고
   38. 국방의용단원 모집계획 : 헌병사령관이 모집중지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