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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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04. 신문조서(崔元澤 외 29명 치안유지법 위반) 7책 중 1

■ 1927년 10월 2일부터 1927년 11월 2일까지 滿洲 間島 龍井村 등지에서 거주하던 安基
成 등 30명에 대한 기록을 편철한 것으로서, 당초에는 間島 領事館 警察署에서 高麗共産
黨事件으로 취급하다 이송한 기록 수록

- 사건 당사자
   安基成: 당 30년, 東滿區域局 責任秘書
          본적 경북 安東郡 豊西面 嘉谷里
   崔元澤: 당 36년, 滿洲總局 組織部長 
          본적 경북 高嶺郡 茶山面 代地洞
   金知宗: 당 26년, 滿洲總局 宣傳部長 
          본적 함남 北靑郡 北靑面 棠浦里
   李周和: 당 29년, 신문기자, 龍井村 第2細胞員 
          본적 함북 鏡城郡 朱乙面 朱村
   金素然: 당 34년, 大成學校 敎師, 龍井村 第4細胞員 
          본적 함남 端川郡 波道面 銀湖里
   林啓學: 당 43년, 大成學校 敎師, 龍井村 第 1 細胞員          
          본적 함남 洪原郡 甫靑面 松興里
   黃一甫: 당 39년, 농업, 局子街 第9細胞員 
          본적 함북 富寧郡 下茂山面

    車鍾洙: 당 31년, 농업, 銅佛寺 第12細胞員 
          본적 함북 富寧郡 靑岩面 自作洞
   金圭極: 당 39년, 대서업, 局子街 第9細胞員 
          본적 함북 城津郡 鶴東面 城下里
   河利煥: 당 29년, 大成學校 敎師 
          본적 평북 龍岡郡 龍月面 廣德里
   宋山雨: 당 27년, 농업, 和龍縣 大粒子 第11細胞員 
          본적 함북 慶興郡 雄基面 雄上里
   鄭聖基: 당 28년, 교원, 延吉縣 守信鄕 第6細胞員 
          본적 함남 北靑郡 新昌面 新豊洞
   金洪桂: 당 25년, 농업, 延吉縣 守信鄕 第6細胞員 
          본적 함북 城津郡 鶴上面 水上洞
   玄七鍾: 당 30년, 東滿區域局 宣傳部長 
          본적 함북 城津郡 鶴中面 農城洞
   鄭寅晳: 당 36년, 大成學校 敎師, 龍井村 第2細胞員 
          본적 충남 保寧郡 川北面 新竹里
   方  薰: 당 28년, 銅佛寺 第11細胞員 
          본적 함북 吉州郡 陽社面 新豊里
   朴載夏: 당 34년, 龍井村 個胞聯合責任員 
          본적 함북 吉州郡 長白面 土洞
   李柱鳳: 당 22년, 延吉縣 守信鄕 第7細胞員 
          본적 함북 明川郡 上加面 茲加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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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英根: 당 23년, 龍井村 第3細胞責任者 
          본적 함북 鏡城郡 朱南面 龍岩洞
   張時澈: 당 34년, 墾民敎育會 總務, 龍井村 第4細胞員 
          본적 함북 淸津府 浦項洞
   韓長順: 당 26년, 大成學校 敎師, 龍井村 第3細胞員 
          본적 함북 鐘城郡 朱乙温面 大門洞
   朴一茂: 당 25년, 교원, 延吉縣 小明月溝 第16細胞責任者 
          본적 함북 隱城郡 永瓦面 龍南洞
   方明俊: 당 25년, 여관업, 局子街 第9細胞員 
          본적 함북 富寧郡 山海面 水坪
   陳宗琬: 당 25년, 농구판매업 
          본적 함북 會寧郡
   南秉錫: 당 33년, 과자제조업 
          본적 함북 鍾城郡 南山面 三峰洞
   朴鎭旭: 당 22년, 농업 
          본적 함북 明川郡 下古面 松洞
   韓  一: 당 34년, 鄕書記, 汪淸縣 小百草溝 第10細胞員 
          본적 함남 定平郡 朱伊面 東峯里
   林東元: 당 31 년, 교원, 局子街 第9細胞員 
          본적 함북 鏡城郡 漁浪面 利異隅里
- 이상 28명이 이송되었으며, 이 밖에 全澤義 · 朴全도 구류장이 발부되었으나 이송에서는 

탈락되어 있다. 문서철명에서 崔元澤 외 29명이라 함은 위 두 사람까지 포함 된 것으로 
보이나, 이송 이후 국내에서의 기록에는 金沃義는 金知宗, 朴全은 玄七鍾의 별명으로 중
복되어 실은 28명이다.

- 기록은 다음 목록과 같이 철해져 있다.
   1927년 10월  2일, 시내 고려공산당 각파 밀의에 관한 건
   1927년 10월  3일, 고려공산당원 행동에 관한 건
   1927년 10월  3일, 전문안
   1927년 10월  3일, 동행 보고서
   1927년 10월  3일, 李周和의 청취서
   1927년 10월  3일, 尹奭興의 청취서
   1927년 10월  3일, 범죄보고서
   1927년 10월  3일, 차압조서
   1927년 10월  3일, 林啓學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金洪桂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河利煥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鄭在潤(本名 安基成)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金素然(本名 安基成)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車鍾洙(本名 安基成)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鄭聖基(本名 安基成)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3일, 全澤義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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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년 10월  3일, 羅鍾克 피의자 신문조서
   1927년 10월  3일, 張寒星 피의자 신문조서
   1927년 10월  3일, 공산당원 동행보고
   1927년 10월  4일, 金在一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 지휘서   
   1927년 10월  3일, 金在一 외 8명 청취서
   1927년 10월  4일, 수사보고서
   1927년 10월  4일, 동행보고서
   1927년 10월  4일, 宋山雨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4일, 金洪桂 2차 피의자 신문조서 
   1927년 10월  5일, 林啓學 2차 피의자 신문조서 
   1927년 10월  5일, 李周和 2차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5일, 全澤義 · 羅鍾克 2차 피의자 신문조서 
   1927년 10월  5일, 鄭寅皙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6일, 金圭極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6일, 鄭在潤 2차 신문조서

    1927년 10월  6일, 李柱鳳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6일, 朴載廈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7일, 朴  全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8일, 李英根 구인장, 신문조서, 구류장
   1927년 10월  8일, 金圭極 2차 신문조서
   1927년 10월  8일, 崔元澤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8일, 韓長順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8일, 方  薰 신문조서 및구류장
   1927년 10월  8일, 공산당원 方薰 동행의 건
   1927년 10월  8일, 金知宗 3차 신문조서
   1927년 10월  9일, 黃一甫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9일, 韓  一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9일, 林東元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9일, 陳宗琬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9일, 朴鎭旭 · 南秉錫 · 方明俊 피의자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9일, 李光律 · 李元伯 · 朴尙郁 신문조서
   1927년 10월  9일, 張時澈 · 朴一茂 신문조서 및 구류장
   1927년 10월 13일, 金自千 동행 신문조서
   1927년 10월 15일, 玄七鍾 · 安基成 · 崔元澤 신문조서
   1927년 10월 16일, 玄七鍾 신문조서
   1927년 10월 16일, 陳宗琬 신문조서
- 이상까지는 間島總領事館에서 취급한 것이며, 외무대신 및 조선총독의 지시에 의하여 경

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1927년 10월 18일, 간도총영사가 조선총독에게 - 사건이송서와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

자 연명부 및 범죄사실의 개요
  1927년 10월 24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경성복심법원 검사장에게 - 소송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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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27년 10월 25일, 관할지정 청구서
   1927년 10월 27일, 관할 결정서
   1927년 10월 29일, 관할결정 송달증서
   1927년 10월 28일, 기록 및 증거물건 송부서
   1927년 10월 29일~11월 2일까지 57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 이송기록의 범죄사실을 보면, 

○ 安基成은 1926년 8월 공산주의 연구의 목적으로 露領으로 도항하여 金河球의 소개로 
당시 만주총국 책임비서 朴鐵丸의 명에 의하여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만주 총국 동만
구역 책임비서가 되고, 1927년 4월 4일 용정에 와서 전임책임비서 金仁國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고 부장 崔元澤, 선전부장 金知宗과 세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 崔元澤은 1925년 경성에서 金在鳳의 소개로 4월 17일 당원이 되고, 조선공산당 사건
의 검거를 피하여 만주로 도피한 후 만주총국 책임비서 禹丹宇의 소개로 조직 부장이 
되었다.

○ 金知宗은 1923년 공산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25년 경성에서 고려공산청년회 검사위
원이 되었으나, 마침 조선공산당사건의 와중이라 1926년 만주로 와서 만주 총국 선
전부장이 되었다.

○ 李周和는 1926년 安基成과 玄七鍾의 권유로 가입하여, 安基成의 부재중에는 책임비
서대리를 하였다.

○ 金素然은 1919년 간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光復團이 함남 단천에 침입하였을 때 그
에 편의를 제공하고, 1927년 安基成의 권유로 입당하여 龍井村 第4細胞員이 되었다.

○ 林啓學은 河利煥에게 당원명부를 전달하고 가입하여 용정촌 제1세포원이 된 후 大成
學敎 학생을 선동하였다.

○ 黃一甫는 不逞團 國民會 社交部員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공산당에 가
입 局子街 제9세포원이 되었다.

○ 車鍾洙는 義軍團 庶務部 書記로 조선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당에 가입, 銅佛寺 제12세
포원이 되었다.

○ 金圭極은 1927년 民立中學校 기성회 개최시 입당하여 局子街 제9세포원이 되었으며, 
民立中學校 設立後 교내 비밀 결사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 河利煥은 1927년 4월 24일 입당하여 용정촌 제3세포원이 되었다.
○ 宋山雨는 1927년 6월 입당하여 화룡현 大拉子 제11세포원이 되었다.
○ 鄭聖基는 1927년 4월 초순경 공산당에 가입하여 延吉縣 守信鄕 제6세포원이 되었다.

- 이 밖에 金洪桂 · 玄七鍾 · 鄭寅皙 · 方薰 · 朴載廈 · 李柱鳳 · 李英根 · 張時澈 · 韓長順 · 朴一茂
· 方明俊 · 陳宗琬 · 南秉錫 · 朴鍾旭 · 韓一 · 林東元 등도 모두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각 지
역 세포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