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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080. 신문조서(韓愼敎 · 李英 출판법위반)

■ 韓愼敎 등 11명에 대한 출판법 위반 신문조서 수록
- 韓愼敎 · 李英 · 張彩極 · 任鳳淳 등은 서울靑年會 간부들로 社會主義 운동을 하던 중 9월 

2일 國際데이를 기하여 出版物에 의한 大衆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자본주의 · 군국주의를 
타도하며 小作人조합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韓愼敎는 저술을, 李英은 인쇄를, 발송은 2인이 分擔하여, 1923년 8월 30일 경성청년회
에서 복사하여 200여 명에게 발송하였으며, 小作人조합에도 84매를 우송하였다가 적발
되었다.

- 金鎭玉 · 金裕寅 · 崔甲春 · 鄭善重 · 姜永淳 등은 8월 31일 서울靑年會에서 會同하여 共謀
하였다. 이들은 出版法 위반(隆熙 3年 2月 法律 第6號 出版法 11條 3號 違反)으로 치죄
되었다.

- 韓愼敎, 李英 등은 警察의 被疑者 조사 3회, 張彩極 등은 2회의 신문조사, 姜永淳 등은 
1회 신문조사 후 各種 證據자료에 따라 한신교 외 12명이 9월 13일 검찰에 送致되기에 
이르렀다.

- 검찰에서는 平山正祥 담당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사 2회후 韓愼敎 · 李英 · 張彩極 · 任鳳淳 
등은 公判을 請求하였다. 山根克三 판사의 심리가 있고 金炳魯 · 金用茂 · 許憲 · 李仁 辯護
士의 活動도 있었으나, 2회 公判으로 종결되었다.

- 문건내용
   1. 기록목록 ① 서류표목 65건 ② 매수 215 ③ 경성지법 11건
   2. 出版法 위반사건 ① 한신교 외 10명 ② 사건 요지
   3. 차압조서 ① 5개
   4.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한신교 조사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1923.9.3 4회 신

문(출판법 위반사건) 3회 신문조서 9.11
   5.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李英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1923.9.3 3회 신문조서 

9.11 4회 9.14
   6.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張彩極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7.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任鳳淳 ② 유치명령서 1923.9.4
   8.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金鎭玉 ② 유치명령서 9.7
   9.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金裕寅 ② 유치명령서 9.7
   10.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李同和 ② 유치명령서
   11. 피고인 신문조서 1회 ① 崔甲春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1
   12. ① 鄭泰重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0
   13. ① 姜求淳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0
   14. ① 李允植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0
   15. ① 金富一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0
   16. ① 閔泰興 ② 유치명령서 2회 신문조서 9.10
   17. 석방서 ① 鄭泰重 ② 姜求淳 ③ 李允植 ④ 閔泰興 ⑤ 金富一 ⑥金鎭玉(14일) ⑦金

裕寅(14일) ⑧崔甲春（14일）
   18. 의견서 ① 한신교 외 12명 ② 범죄사실 ③ 證狀 한신교 등 4명, 隆熙 3년 2일 法律 

第 11條3호 위반으로 기소처분 ④ 사건송치, 出版法 違反
   19. 조서 1회 ① 韓愼敎 ② 검사 平山正祥 ③ 조서, 조서 2회 출판법 위반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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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조서 1회 ① 李英 ② 검사 平山正祥 ③ 조서, 조서 2회 출판법 위반 10월 3일
   21. 조서 1회 ① 張彩極 ② 검사 平山正祥 ③ 조서, 조서 2회 출판법 위반
   22. 조서 1회 ① 任鳳淳 ② 검사 平山正祥, 2회 10월 3일(拘引狀 4인분)
   23. 公判청구서 ① 한신교, 이영: 죄명 出版法 위반, 변호인: 김병로 · 김용무 · 허헌 · 이인
   24. 公判始末書 ① 판사 山根克三, 검사 平山正祥 ② 공판 진행 검사 신문
   25. 2회 公判始末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