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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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79. 신문조서(李春塾 大正8년 制令7號 위반)

■ 李春塾 · 董林 兩人의 獨立운동 활동과 관련된 犯罪認知, 拘禁, 調査, 起訴, 公判 등 各種
報告書와 關係 資料 수록

- 訊問調査는 警察 · 檢察 公判 등 이다. 關聯人物은 上海임시정부 관계 要人 盧伯麟 · 呂運
亨 · 李光洙 · 安昌浩 · 洪震義 · 文昌範 · 金枓奉 · 孫秉熙 등이다.

- 李春塾은 李建 · 董靑邱 등의 假名을 사용하였다. 그는 1915년 私立普成專門學校 法科를 
졸업하고, 東京 中央大學을 1918년에 졸업하였다. 獨立사상과 排日사상이 투철한 사람으
로 조선인 생활상, 교육상황 등을 강연 · 선전하였으며, 明治大學의 洪震義와 같이 滿洲 
吉林省에 滯在하였다. 동소 한국인 會長 文昌範을 면담하는 등 活動하였으며, 金枓奉을 
방문한 후 孫秉熙 등의 獨立宣言文 선언 후 上海로 渡航하였다. 여기서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함경도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개회시 의정원 부의장이 되었다. 安昌浩(의장)의 
추천으로 軍務次長(총장 노백린)이 되어 활약했다. 또한 上海民團長 呂運亨, 獨立新聞 
主筆 李光洙 등과 조선문화 보급을 위한 新韓文化同盟黨을 조직, 佛租界 呂運亨의 집에 
本部를 두고 新聞 · 雜誌 發刊을 통한 文化 보급을 위해 努力하였다. 資金은 美國共産黨
에 연락하여 지원받도록 노력하다가, 上海에서 日本領事館 警察에 체포 · 압송되었다.

-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에서 被告人 訊問調査를 7회에 걸쳐 받은 후, 起訴되어 검사신문 2
회로 기소되어 공판청구되었다. 公判은 2회 進行으로 終結되고, 宣告가 있었는데, 罪名은 
1919년 制令 7號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120일 통산)이었다.

- 金炳魯 · 蔡容默 · 許憲 변호사의 努力도 있었지만, 控訴를 제기하여 京城覆審法 院에 계류
중 上訴取下願 提出로 本事件은 7월 7일로 종결되었다.

- 董林은 宋鼎煜이란 假名도 사용하였다. 그는 1911년 東京 正則學校 入學 후 애국활동을 
하다가, 1918년 阿片밀매목적이라고 일제 당국을 속이고 滿洲 · 奉天 · 長春 · 블라디보스
토크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上海로 가서 의정원 비서 등으로 활동하였으나, 조사후 불기
소되었다.

- 문건내용
   1. 범인 押送 大連까지(李春塾 외 1인) 宋鼎煜
   2. 李春塾 외 1명 압송건(전보안)
   3. 李春塾, 宋鼎煜件 ① 폭행사건 ② 사건내용 ③ 양인 범죄확인 ④ 大連 압송 보고
   4. 李春塾, 宋鼎煜件 ① 제80호 첨부 ② 29일 재조사 ③ 李建, 董靑邱라 가명 ④ 공술 

⑤ 新韓文會 조직(呂運亨, 李光洙 등 9인) ⑥ 李建으로 活動
   5. 李建 所持目錄건 ① 1號 1-2호, 2號 2-2, 3號, 4號 ② 議案 신문잡지 ③ 공산당 연

락 ④ 결의 ⑤ 의안 ⑥ 經費 ⑦ 11호까지 내용
   6. 李春塾 외 1인 行動 上海 보고
   7. 동행보고서 李春塾, 董林, 大連민정서에서 同行
   8.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① 인정 신문 ② 전과 유무 ③ 범죄 사실 신문과 답 기록(가

족사항, 취학, 범죄목적, 활동내용, 접선자, 성과, 검거사유 등 유치 명령서)
   9. 被告人 신문조서 董林 ① 인정 신문 ② 전과 유무 ③ 범죄 사실 신문과 답 기록(가족

사항, 취학, 범죄목적, 활동내용, 접선자, 성과, 검거사유 등 유치명령서)
   10.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2회
   11. 被告人 신문조서 董林 2회
   12.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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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4회
   14. 被告人 신문조서 董林 3회
   15.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5회
   16. 被告人 신문조서 李春塾 6회
   17. 석방서 董林 ① 증거 불충분
   18. 차압조서(18종)
   19. 신문조서 7회
   20. 의견서 李春塾 · 董林 ① 前科 없음 ② 범죄 사실 ③ 李春塾 기소 ④ 董林 불기소
   21. 조서 1회(政治犯罪처벌령 위반) ① 검사 大原龍三 신문, 서기 山香一勇 ② 인정신문 

③ 범죄사실 신문 ④ 구인장 정본 ⑤ 영수증 서대문감옥 典獄
   22. 조서 2회 ① 신문 계속 ② 조회서 ③ 素行조서 ④ 각종 조회 회보서
   23. 公判 청구(1919년 制令7號 보안법 위반） ① 기소 사실 ② 변호인선정: 김병로, 채

용묵
   24. 公判始未書(1회) ① 공판재정 판사 藤村英 ② 인정신문 ③ 공판진행 ④ 변호사: 채

용묵
   25. 公判始未書(2회) ① 宣告 主史 낭독 판결선고 징역 5년(120일 통산) 5일 내 控訴 

가능
   26. 控訴申請書 ① 李春塾 공소신청 ② 申請 통지서 검사에게
   27. 刑事 抗訴訴訟 기록 ① 李春塾 ② 1919년 制令 7호 위반 ③ 변호인: 許憲, 金雨英, 

채용묵
   28. 判決謄本 下付申請(1회)
   29. 公判始末書(履審法院) ① 공소심 공판 ② 인정신문 ③ 사실심리 ④ 이익 증거 제시 

요구
   30. 上訴取下頭書 ① 취하원 접수 ② 공소완결표(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