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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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08. 신문조서(崔元澤 외 29명 치안유지법 위반) 7책 중 7

■ 崔元澤 등 29명의 공판조서로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문에 이어 裁
判長의 公判調書로 구분되는 서류이며, 29명의 피고인이 합동으로 출정하여 재판을 진행
하는 과정의 문답 수록 

- 피고인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은 앞 문서(문서번호:300-107)의 해제에서 
언급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이 편철에서 수록한 순서에 의하여 기록목록을 살펴본다.

   1928년 11월 26일, 제1회 공판조서 156쪽
   1928년 11월 27일, 제2회 공판조서 150쪽
   1928년 11월 28일, 제3회 공판조서 162쪽
   1928년 11월 29일, 제4회 공판조서 164쪽
   1928년 11월 30일, 제4회 공판조서 158쪽
   1928년 12월  1일, 제6회 공판조서 32쪽
   1928년 12월  3일, 제7회 공판조서 106쪽
   1928년 12월 4일, 韓長順의 진단서(이 때부터 韓長順은 濕性肋膜炎症으로 출정하지 

못하여 분리심리하게 되었다)
   1928년 12월  4일, 제8회 공판조서 70쪽
   1928년 12월  5일, 제9회 공판조서 10쪽
   1928년 12월  6일, 제10회 공판조서 6쪽

    1928년 12월  7일, 제11회 공판조서 4쪽
   1928년 12월 24일,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증서로 許憲 · 金炳

魯 · 權承烈 · 李仁 · 韓相億 · 韓國鍾 · 金泰榮 등 7인의 변호사에게 12월 27일로 선고일을 
통지하였다.

   1928년 12월 27일 제12회 공판조서로서 형을 선고한 조서이다. 여기서 판결원본이 표
제에는 있으나 내용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 다음으로 28명의 상소권포기 신청서가 있는 바, 형량은 다음과 같다.
   崔元澤: 징역 6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安基成: 징역 5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金知宗: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李周和: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玄七鍾: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金素然: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林啓學: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金正煥: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90일 통산
   黃一甫: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朴載廈: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張時澈: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李英根: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韓一  :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方薰  :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金奎極: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車鍾洙: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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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山雨: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金洪桂: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鄭聖基: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鄭寅晳: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河利煥: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方明俊: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林東元: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李柱鳳: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통산 
   朴一茂: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미결구류 150일 통산 
   李鍾繪: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미결구류 150일 통산 
   南秉錫: 보석자로 형량 기재 없이 상소권포기서만 있다.
   陳宗琬: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미결구류 150일 통산
   韓長順에 대한 공판기일 송달서로서, 공판기일은 1929년 4월 1일이며, 7명의 변호사에

게 송달되었다. 韓長順은 신병으로 분리되어 심리를 하도록 되었다.
   1928년 4월 6일, 구류갱신 결정서 및 송달서
   韓長順의 제8회 공판조서(1929년 4월 15일)
   韓長順의 제9회 공판조서(1929년 4월 22일)
   韓長順의 상소권포기 신청서, 형량은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250일 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