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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4. 鮮內검사국 정보-4
■ 1937년 鮮內檢事局情報(문서번호 100-023)와 같은 赤色農民組合運動사건으로 日時만
다를 뿐, 동일한 사건이다. 表紙公文이 빠져있으나,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것으
로 추정
- 1937년 8월 18일 金日天 외 287명에 대한 예심청구서의 적용죄명은 治安維持法違反,
竊盜, 住居侵入, 騷擾, 不法逮捕, 暴力行爲 等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 傷害, 傷害幇助, 建
造物損壞, 公務執行防害, 傷害致死, 傷害致死幇助, 朝鮮阿片取締令 違反, 出版法 違反, 犯
人藏匿·隱避, 强姦, 未成年者誘拐 등 17종이다.
- 사건 당사자는 총 288명의 咸北 明川 사람들이다. 문서번호 100-023과 합하면 380명
에 달하여, 일시에 明川郡 내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검거했다는 사실은 당시 농민조합
사건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 이 문서는 明川郡 內에 있어서의 共産主義운동의 경과 정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
다. 1934년 4월경 玄春逢, 玄銀巖, 千周乭, 劉濬哲 등이 韓秀光의 지도하에, 궁극적으로
는 조선을 독립하게 하여 國體를 변혁하고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군내에 좌익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하도록 결사를 조직하여, 그 조
직체계로서 명천좌익의 지도하에 먼저 군내 각동에 좌익농민조합의 기초단체인 동좌익농
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음으로 그 상부단체로서 각 면에 독립된 면농민조합을 조직하
여, 이 조직이 완성되면 다시 그 상부단체로서 명천좌익을 해체하여 전군적인 명천좌익
농민조합을 조직함과 동시에 각 면의 농민조합을 지부로 개칭하도록 한다. 소위 ‘밑으로
부터 위로의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엄비에 붙이고, 오직 각 단체의 책임자를 통하여 활
동상황에 대하여 위에서 밑으로 종적 연락을 취함으로써 검거의 위험을 피하면서 검거가
되어도 한 개 단체의 검거에 그치도록 하는 조직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농민전
선』 또는 『농민전투기』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각종 행동강령, 행동규율 등을 규정하
여 엄격한 통제 하에 활동하며, 1935년 1월경 제1차 명천좌익농민조합사건의 검거로 운
동진영이 빈사상태에 있어 사건 당사자들이 이를 수습하고 그 운동의 확대, 강화를 도모
하였다.
- 이들은 모두 예심결과 공판에 회부하였으며, 楊鳳周에 대한 강간, 孟容澤에 대한 범인은
닉사건은 免訴하며, 金琴喆에 대한 절도 사건은 기각되었다. 이 문건에는 판결서가 없어
각 형량은 알 수 없으나, 전례로 보아 모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사건 당사자 명단 金日天, 金禹謚, 楚完錫, 金南哲, 金二駿, 全明樂, 全二燮, 尹松岩, 全得
春, 金應碩, 李熙英, 朴時寬, 朴時若, 金明龍, 楊鳳周, 崔黃龍, 許泰鳳, 朴文逸, 太尙烈, 崔
圭滿, 林順今, 李金蓮, 許靑龍, 金日星, 朴日龍, 李善國, 金仲龍, 金練華, 金今瑢, 金南順,
金長瑢, 金練錫, 許常柱, 金百貴, 金昌吉, 金竹蘭, 金允玉, 金子松, 金龍男, 朴東洛 金琴喆,
楊仁舜, 千萬碩, 李金荀, 朴璣瑢, 趙福萬, 李萬筍, 李南筍, 李亨洙, 黃極漢, 金采蘭, 李香
佩, 申利權, 李生錄, 千弼男, 朱昌龍, 朱昌彔, 金丙喆, 李漢松, 李吉鳳, 李吉元, 朴洪健, 李
王洙, 千生龍, 李乭, 千乙乭, 千吉鳳, 千利乭, 千基福, 千時興, 千璣光, 金奎璨, 千乙生,
李甲筍, 金海福, 千會祿, 安仁敬, 金元卿, 金夢得, 金龍春, 金錦春, 李玉金, 楊鳳球, 玄一
松, 許鳳鶴, 金浩鋒, 金好凡, 金元燮, 玄精神乭, 金明得, 崔明龍, 洪黃石, 崔鶴南, 金浩喆,
金利甲, 鄭六龍, 金賢範, 李洪根, 李源福, 金正樂, 金奉春, 辛次文, 朴在仁, 金泰雲, 金今
先, 金土德, 李相屹, 金鶴鍾, 金丙赫, 李東先, 金逢八, 金奉石, 金允德, 金基石, 朴三烈, 朴
孝信, 金宗弼, 許成龍, 玄松學, 玄極燮, 玄樟鶴, 玄世鶴, 梁致赫, 韓龍活, 黃金祿, 黃日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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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자료

黃應俊, 李明勳, 崔寒松, 金奎燮, 韓連乭, 金昌珏, 李明傑, 金芳俊, 馬泰東, 馬範淳, 全洪
權, 崔熙埈, 金日勳, 趙得奉, 崔昌俊, 李萬吉, 金二南, 崔京鳳, 太旭星, 崔金龍, 趙鳳三, 趙
漢根, 趙金玉, 崔玉雪, 崔元星, 沈河星, 金昇鎔, 崔甲松, 崔正乭, 趙八雲, 李鳳璉, 趙八鷹,
金太甲, 太喆龍, 崔金錫, 趙吉龍, 千鍾祿, 太伯連, 金元鶴, 朴世根, 金昌學, 金昌順, 崔昌
億, 金日鳳, 太靑男, 朴炳八, 金禮今, 太世南, 金光燮, 鄭喆龍, 崔昌植, 太泰龍, 玄斗封, 崔
璟鎬, 崔應山, 金粹然, 李金乭, 玄國建, 金榮祿, 金得春, 金永俊, 趙龍植, 趙龍雲, 金榮津,
金誠學, 崔瑢奎, 千得萬, 金得天, 崔三得, 玄學悅, 崔在允, 朴長春, 崔尙郁, 李學得, 李泰
容, 崔福允, 金會孫, 李台燮, 崔天一, 金星乭, 李成林, 崔時白, 崔眞吉, 許泰崙, 林昌說, 林
禹龍, 韓眞局, 金三松, 崔昌極, 李壽漢, 方吉南, 韓在淑, 崔熙連, 許相量, 崔禹星, 林昌珍,
朴龍準, 崔良孫, 玄正南, 朴龍雲, 孟容八, 孟容澤, 崔得龍, 韓八龍, 崔今戌, 金棟瓚, 崔熙
琮, 李參千, 李德雲, 崔熙瑃, 朴東鎬, 林仁乭, 金鼎洛, 玄秉南, 玄虎謚, 金弼元, 玄昌周, 崔
嗚鶴, 趙乳稚, 崔夢卿, 金奉翰, 徐乙封, 徐經峰, 崔昌國, 金益善, 南一龍, 崔妙童, 池鳳八,
李三突, 許鶴松, 李錦述, 劉壽鶴, 劉壽松, 李澤淳, 李炳郁, 金斗極, 馬泰王, 李元鳳, 金佾
龍, 李相鳳, 李南龍, 金德活, 韓錫金, 李壽福, 韓宗仁, 李榮傑, 李吉星, 金仁濬, 金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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