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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9. 사상에 관한 정보철-3

■ 1939년 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춘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개성경찰서, 종로경찰
서, 파주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인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영월경찰서, 용산경찰서, 경기
도경찰부 등이 보고한 사상관계 정보 보고 40건 수록

- 불온행위, 興業俱樂部 및 同志會事件, 춘천중학교 상록회사건, 동경학생예술좌사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다른 정보철과 비교할 때 불경죄, 유언비어 등 불온행위가 20건이나 점하고 있어 중일전
쟁의 와중에 반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불온행위 20건은 천황 및 이왕에 대한 비방 또는 군용열차에의 낙서, 지원출정에 따른 
유려성 발언 등 일본을 비방한 내용이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興業俱樂部 및 同志會事件은 관계자인 연희전문학교 교원 崔鉉培, 洪承國, 李東淳, 李源
喆, 崔淳周, 張錫英 선생을 교직에서 축출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정에 있는 돌조각의 태극
을 말소하고 교정에 심어 놓은 180그루의 무궁화를 뽑아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간여하여 교원의 복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무궁화까지 뽑아 버
리도록 한 처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춘천중학교의 상록회 사건도 특이하다.

- 동경학생예술좌사건은 유학생 55명이 관련되어 있으며, 검거된 자가 9명에 이르는 사건
으로 범죄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문건내용
   1. 중학교 내 비밀결사사건 검거 : 춘친공립중학교 내 상록회 내용
   2. 시천교 교인대회 및 임시중앙대회의 효력 : 시천교 조직변경의 전말
   3. 용의극단의 동정 : 사상용의인 배우 李化三의 동정
   4. 중요범죄 발생 보고 : 李仁煥 등 6명을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 위반으로 검거
   5. 府會議員의 언동 : 부내 초등학교 조선인 교원의 도시수당 지급요망에 따른 언동 
   6. 同友會사건미체포의 건 : 흥사단 동우회원 李容卨 기소중지
   7. 중국인 투서 사건 : 孔廣綠을 무고혐의로 송치
   8. 흥업구락부 및 동지회사건 관계자 복직문제 : 연희전문학교 복직 불가 보고
   9. 연희전문학교 상황보고 : 교정의 돌조각 태극을 말소시키고 180본의
   10. 청년단장의 유언비어건 : 단장 鄭重奎유언비어 엄중사찰
   11. 조선특별지원병의 출전에 대한 유언비어죄 검거(외 1건) : 尹漢永, 禹鍾壽 검거 송

치
   12. 경성공과학원 학생의 폭행건(외 1건) : 경성공과학강습회와 동아라디오 기술강습회

계의 폭행
   13. 보안법 위반피의자 사건 : 1엔권에 南次郞 총독 앞으로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시

오”라고 낙서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위반사건 : 전차승무원 金聲遠 진정사건
   15. 불경 사건 : 姜上根 천황 모독
   16. 행운의 편지를 이용한 불온통신 우송 : ‘행운의 편지’에 조선독립 문구 삽입 
   17. 불온벽보의 건 : 용산공작창 철공장 내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벽보부착 
   18. 불량잡지 기자 공갈죄의 사건 : 잡지 실화에 추행공개로 금전갈취  
   19. 유언비어 피의자검거 : 만몽국경사건과 중일사변을 보도
   20. 중요범죄 보고 : 불경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목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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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언비어 피의자 검거 : 장창윤 및 박범광 검거
   22. 경성농업학교 학생의 폭행사건 : 농업학생과 지역청년 간의 싸움
   23. 불온언동의 건 : 이왕가 종파회의에어 불온폭언
   24.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사건 : 도만하여 항일공산운동 전개
   25. 불온벽보의 건 : 348쪽과 동일한 사건으로 구류처분
   26. 보안법위반자검거 : 424쪽과 같은 사건으로 검거 보고
   27. 불온언동자 취조의 건 : 이왕 통과시 비방
   28. 보안법 위반자 검거 : 424쪽 및 450쪽과 같은 사건건
   29. 육군형법 위반피의자송치 : 具本建을 구속 송치
   30.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의자사건 : 중국인의 외국환 250불 몰수
   31. 불온언동자의 건 : 李王 통과시 비방
   32. 육군형법위반, 유언비어등 피의자 검거 : 동양방직 여공이 유언비어
   33. 불경언동자 취조의 건 : 466쪽과 같은 사건
   34. 군대수송열차의 불온낙서용의자 검거 : 군용열차 대용객차에 국가주의의 장래운운 

낙서
   35. 경성농업학교 학생의 폭행사건 : 390쪽과 같은 사건
   36.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검거 : 東京學生藝術座 9명 검거, 예술단원 55명
   37. 경성중학교생 대 소화공과 학교생의 투쟁의 건 : 경미한 충돌로 훈계 처분
   38. 비밀결사 프로문예연구회 사건 : 경성사범에 연루자 다수로 분리 조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