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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承裕 외 11명에 대한 治安維持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6-142 계속)
- 崔甲松 · 崔甲順 · 金世俊 · 崔靑松 · 崔德俊은 1926년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소속회원이 

되어 北滿농민동맹을 조종하여 공산사회 실현운동에 노력하였고, 학생의 동맹휴학, 공장
파업 등을 선동하여 공산주의 선전에 주력하였다. 각자의 활동은 공산청년회 가입과 조
직 선전활동 등 다양하므로, 경찰의견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6월 30일에 姜潤求 7회, 崔德俊 4회, 金鍾禹 2 · 3회, 高成麟 
3회, 辛圭璇 3회 , 高在燮 3회, 朴亮根 2회, 金永卓 3회 등이 실시되었다. 7월 1일에는 
印貞植 8회, 崔德俊 5회, 洪承裕 7회, 金炳茂 2회, 洪承裕 8회, 金重漢 2회 등의 신문조
사가 있었고, 7월 2일에는 金鍾禹 4회, 崔德俊 6회가 진행되었다. 7월 3일에는 崔德俊 7
회, 7월 4일 印貞植 9회, 洪承裕 9회의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姜玟鎬의 수색보고가 
있었다. 7월 6일 姜玟鎬의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7월 7일에는 宋秉天 · 金台洙 · 朴暎海 ·
金明淑 · 李範洙 1 · 2회 朴暎海 2회, 李秉珏 · 印貞植 10회, 洪承裕 10회, 金台洙 · 金永騎
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7월 8일에는 宋炳天 2회, 洪承裕 11회, 李虎植 2회, 印貞
植 11 · 12회, 崔德俊 8회, 朴勝源 4회, 辛圭璇 8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7월 9
일에는 洪承裕 12회, 金孝寬 4회, 姜玟鎬 2회, 姜周軾 3회, 宋榮會 3회, 張洪琰 2회, 金
鍾禹 5회, 金永卓 4회의 신문조사가 있었고, 10일에는 洪承裕 13회, 7월 11일에는 金永
卓 5회, 鄭樂煥 2회, 吳命煥 4회, 康恒潤 2회, 白雙岩 4회, 金鍾禹 6회, 金炳成 3회, 玄
雲弼 5회의 신문조사가 있었다. 7월 13일에는 崔德俊 9회, 姜潤求 9회, 金孝寬 5회, 徐
昌 3회, 印貞植 13회, 姜周軾 4회, 李道伯 5회, 高成麟 4회, 崔三京 4회, 高在燮 4회, 李
天山 3회, 辛圭璇 4회, 張洪琰 3회, 張秉昌 2회, 宋榮會 4회, 林亮根 3회, 金重漢 3회, 
全承翼 4회, 印貞植 14회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 1929년 6월 16일 件名 警察犯處罰規則 위반 또는 宿泊 및 居住規則 위반으로 구류 29
일 이하 15일 이상의 卽決선고가 있었다. 7월 15일 피의자 各自의 소행조사가 있었고, 
경찰이 검사정에게 보내는 의견서가 있었다. 그러나 1929년 7월 16일 검사국에 송치되
었다. 송치된 자는 洪承裕 외 60명인데, 구속 30명, 불구속 3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