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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
대정9(1920년) 형 424

판결

전라남도 장흥군 이ㅇㅇ

동면            위ㅇㅇ

동면 죽교리 여인숙 영업 김효진 32년

동면            위ㅇㅇ

동면            권ㅇㅇ

동면            김ㅇㅇ

□ 1335
동면 방촌리     최ㅇㅇ

각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의 건, 조선총독부 검사 나카이 겐타로中井兼太郞 간여 심리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 이ㅇㅇ을 징역 5월에, 피고 위ㅇㅇ, 김효진, 피고 위ㅇㅇ를 각 징역 4월에, 피고 

권ㅇㅇ을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김ㅇㅇ, 최ㅇㅇ를 각 

징역 3월 10일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물건 제2호는 몰수하고 그 외에는 원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사실 및 이유

1. 피고 위ㅇㅇ, 이ㅇㅇ, 김효진, 위ㅇㅇ는 진작 살고 있는 면의 천관산이 조선권농주식

회사의 직영에 속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1920년 4월 25일 같은 회사 고

용인 가타야마 류조片山隆三가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외 두 명과 함께 조선인을 데

리고, 

□ 1336
ㅇ 밤 종자를 파종한 사실을 알았다. 같은 날 오후 3시 무렵에 피고 이ㅇㅇ는 동면 옥

동리 위ㅇㅇ 집에서 피고 김효진, 위ㅇㅇ에게 권농회사가 오늘부로 천관산에 밤 종

1) 조선총독부 재판소 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첨부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참조.

광주지방법원1) 장흥지청 No. 13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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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파종한 것에 대해, 그 식림植林하는 것에 고읍면민은 종전처럼 땔감을 얻지 못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ㅇ 다음 날 26일 고읍면 죽교장이 서는 날을 이용하여 부근의 리민을 모이게 함으로써 

그 사업을 방해하고 식림을 중지시킬 것을 발의하였다. 피고 ㅇㅇㅇ는 이것을 바로 

찬성하였다. 피고 3명은 같은 날 김ㅇㅇ의 집에 모여 피고 위ㅇㅇ를 부른 다음 이 

사람에게 앞서 밝힌 권농회사의 사업을 방해하고 식림을 중지시키게 한 다음,  

ㅇ 고읍면장 및 순사부장에게 사정을 전하고 내지인2)(內地人=일본인)의 식림중지를 담

판하여 만일 거절당했을 때는 ㅇㅇ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한편 면민에게 대부손(貸
付損)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또 사업 방해를 위해 천관산과 관계가 있

는 각 리, 

□ 1337
ㅇ 각 호에서 한명씩 출동하게 하였다. 고상면은 고읍면 도수장(屠獸場) 부근의 ㅇㅇ에

서, 고하면은 고읍면 학교리 뒤편 강변에 집합하고 피고 등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기

로 했다. 

ㅇ 그리고 앞의 면민 집합에 대해서는 피고 ㅇㅇ, 효진이 담당하고 피고 신홍, ㅇㅇ은 

ㅇㅇㅇ 및 ㅇㅇㅇ를 담당하기로 했다. 피고 효진, ㅇㅇ은 곧 ㅇㅇ, 위ㅇㅇ, ㅇㅇ, 위

ㅇㅇ, ㅇㅇ, 손ㅇㅇ네 집으로 모여 앞의 사정을 알리고 26일 아침 일찍 리민을 모이

게 해야 한다고 선동 및 위탁하였다. 

ㅇ 피고 신홍信洪, ㅇㅇ도 바로 ㅇㅇㅇ, 위ㅇㅇ, ㅇㅇㅇ, 최ㅇㅇ, 백ㅇㅇ는 천관산 옥당

리 앞쪽에 모여 위의 사유를 알리고 리민을 모이게 해야 한다고 위탁하였다. 같은 

외동리 최ㅇㅇ네 집에서 일박을 한 후 다음 날 26일 이른 아침 리민 집합 예정지인 

고읍면 학교리 뒤쪽 천변에서 회집(會集)하여 리민 약 30명에게 오늘 다수의 리민을 

모이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죽교시장으로 향했다.

□ 1338
ㅇ 26일 오전 앞의 신홍 등의 발의에 의해 회집한 리민 등은 조선권농주식회사 종업원 

2명이 장흥읍을 향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여 그들을 납치하여 구타

하였다. 

ㅇ 출장 중이던 고읍면장 및 순사부장 오니츠카 에이지로鬼塚栄次郎는 리민들에게 정

중하게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오

2) 원문에는 ‘조센진’즉 반도인半島人과 구별하여 일본인을 내지인이라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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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田敏夫, 다마키 히사시玉置久에게 식림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요할 무렵 리민의 군

집 약 4백 명과 맞닥뜨렸다. 

ㅇ 리민들 다중은 같은 날 정오 무렵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을 천관산으로 납치하

여 위해를 가할 기세를 보이는 등 벌벌 떨게(외구畏懼) 하였다. 그런 다음 전날 파

종한 밤 종자를 파내도록 강요하여 한말 가량을 캤다. 

ㅇ 또 밤알 전부를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에게 임의로 파내게 하는 한편 증서작성

(證書作成方)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당일 리민들이 다수 집합하여 오전 8시

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소란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 1339
2. 피고 김ㅇㅇ는 전 항과 같이 피고 신홍, ㅇㅇ의 발의에 기초하여 곧바로 리민에게 

다음날 26일에 집합예정지에 집합할 것을 지시하여 26일 아침 예정 집합지로 갔는

데도 리민이 모여 있지 않자 죽교시장으로 당도했을 때 리민들이 회사 고용인 다마

키 히사시玉置久를 납치하여 모였고 ㅇㅇㅇㅇ수 중 또 같은 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

오三田敏夫를 납치하여 모임으로써 ㅇㅇㅇ을 고용한 조선인에게 교부하였다. 

ㅇ 피고는 그 외 다수의 리민과 더불어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을 천관산으로 납치

하여 위해를 가하고 기세(위협)로 겁먹게 하여 전날 파종한 밤 열매 한말을 전부 파

내게 하였다. 또한 밤 종자 전부를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에게 파내게 하는 한편 

증서작성(證書作成方)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 최ㅇㅇ는 피고 신홍, ㅇㅇ의 발의에 기초하여 리민에게 다음날 26일에 예정 집

합지에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선동하였다. 다음날 26일,

□ 1340
ㅇ 이른 아침 예정 집합지인 고읍면 학교리 뒤편에서 다수의 리민이 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다마키 히사시玉置久를 납치하여 모임으로써 다른 리민 다수와 함

께 이들을 천관산으로 끌고 가서 위해를 가하고 겁에 질리게 한 다음, 

ㅇ 파종한 밤 종자 약 한말을 파내게 하였다. 밤알 전부를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에

게 임의적으로 캐게 하는 한편 증서작성(證書作成方)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 권ㅇㅇ는 같은 달 25일 밤 피고 계장, 효진 등이 26일 장날을 이용하여 조선권

농주식회사의 경영에 관계된 천관산의 식림사업을 방해해야 한다는 모의를 하였다. 

더불어 그 방해를 위해서는 26일 아침 장흥읍 고읍면 죽교장으로 이동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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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민을 모이게 하여 극심한 소동을 피워야 한다고 했다. 

ㅇ 또 일부 리민은 장흥을 향해 도피 중인 권농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다

마키 히사시玉置久를 납치하여 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 리민들과 함께 이들을 

천관산으로 끌고 가, 

□ 1341
ㅇ 폭위(暴威)를 행사하여 벌벌 떨게 하였다. 밤 종자 한말을 파내게 하였고 나아가 밤 

열매 전부를 미타三田, 다마키玉置 2명에게 임의적으로 캐게 하는 한편 증서작성(證
書作成方)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하였다.

ㅇ 이어서 같은 날 오후 4시경에 다수의 리민과 더불어 위의 읍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우고 폭위를 행사하여 면장 정환수(丁桓壽)에게 회사로 하여금 천관산에 식림을 

하게 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일본인(內地人)이 식림에 나설 때는 면장이 즉각 인민

에게 통지할 것을 강요하고 면장에게 해당 계약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수수했

다.

이상의 사실은 각 피고가 당 재판정에서의 그 자백과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오ㅇㅇ의 

엄정한 작성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나카이 겐타로中井兼太郞가 각 피고에 대한 

심문조서에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로 나온 사항의 게재가 있고 몰수한 증거 2호를 종

합하여 그 증빙이 충분한 것이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피고 7명의 업무방해, 

□ 1342 
의 소위(所爲)는 모두 형법 제2 및 34조, 동 제60조에 해당하고 동 제2 및 33조의 형을 

부과해야 한다. 또 피고 중 정(鼎)ㅇㅇ, 선(先)ㅇㅇ는 협박의 소위가 동 제2 및 23조 제

1항, 동 제60조에 해당하여 앞의 제2 및 34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하여 피고 정(鼎)ㅇㅇ, 선(先)ㅇㅇ는 병합벌 관련 동 제45조, 제47조, 제10조 말항에 

따라 업무방해의 소위에 대해 처단하고 ㅇ그 형벌범위에 피고 신홍을 징역 5월에, 피

고 국신, 효진, 계장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의 아들(子) 선ㅇㅇ를 각 징역 3월 10일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 정(鼎)ㅇㅇ, 선(先)ㅇㅇ은 형의 집행유예를 주는 것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동 제25조를 적용한다. 압수 증거 제2호에 대해서는 동 제19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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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조선총독부판사 구리하라 다다히로 栗原忠恕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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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목) / 이종욱

□ 1343
1920년 형공刑控 제352호

판결 

전라남도 장흥군 고읍면 이ㅇㅇ

동도 동군 동면 위ㅇㅇ

동도 동군 동면 죽교리 농 금방진사金方珍事 김효진金孝鎭 32년(세?)

동도 동군 위ㅇㅇ

위 4인에 대한 업무방해ㆍ협박 피고사건에 부쳐 1920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

청에서 내려진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네 명이 각각 공소 신청을 하여 당 법원은 조선

총독부검사 홍승근(洪承瑾)4) 간여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344

3) 1910년 6월 개원한 대구공소원(控訴院)을 승계하여, 1912년 개설된 복심법원(覆審法院)으로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
당하는 2심 법원이며, 대구지방법원은 이전의 대구지방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복심법원과 한 건물에 병설되어 
있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대구복심ㆍ지방법원 →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subject08.do?flag=7

4) 홍승근(洪承瑾, 1888년 음력 4월 29일 ~ 1935년 양력 1월 14일)은 대한제국의 관료 겸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이다. 
1907년에 관립일어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법부의 주사가 되어 관직에 들어섰다. 주임 4등인 법부 번역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어에 능숙한 홍승근은 조선총독부 체제 하에서 경성구재판소의 
검사로 임명되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12년부터 경성지방법원의 춘천지청과 수원지청의 판사로 근무했으며, 1916년부터는 다시 광주지방법원과 대구
복심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평양지방법원 등지에서 검사로 일했다. 1934년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을 떠나 평양지방법원 검사로 부임하였고, 약 6개월 후인 이듬해 초에 사망했다. 

   홍승근은 약 24년 동안 조선총독부 소속 판검사로 근무했는데, 특히 대구복심법원 검사로 재직한 1918년부터 
1921년까지는 3·1 운동이 발생하여 항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기간이었다. 이때 홍승근이 검사로서 기소에 
참여한 항일운동 사건은 약 10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관련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된 대한국민회라는 단체가 3·1 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독립1주년 축하
경고문"이라는 문건을 인쇄한 뒤 전국 각지에서 배포한 일이 적발되었을 때, 주범 4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
건이 대표적이다. 

   판검사 재직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1912년), 다이쇼기념대례장(1915년), 훈6
등 서보장(1921년), 훈5등 서보장(1926년),쇼와대례기념장(1928년), 훈4등 서보장(1932년)을 차례로 받았다. 정5위
에 서위되어 있던 홍승근이 사망한 직후에 특별히 정4위가 추서되기도 하였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의 판검사 부문, 2008년 공
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들어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D%99%8D%EC%8A%B9%EA%B7%BC

대구복심법원3)(大邱覆審法院) No. 134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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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主文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ㅇㅇ를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 위ㅇㅇ, 김효진, 위ㅇㅇ를 각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각각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준다.

이유

피고 이ㅇㅇ, 피고 위ㅇㅇ, 김효진, 위ㅇㅇ은 조선권농주식회사가 국유지인 전라남도 

장흥군 고읍면내에 있는 천관산을 임대하여 그 산에 밤 종자를 파종한 사실을 듣고 

1920년 4월 25일(음력 3월 7일) 동면 옥동리 위계주魏啓主의 집에서 회합하였다. 위 회

사가 같은 산同山에 밤 종자를 파종하는 등 그 식림植林하는 것에 고읍면민은 종전처

럼 그 산에서 땔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튿날 26일 동면 죽교리 장이 

서는 날開市日 부근의 여러 리민里民을 모아 선동하여 앞의 권농주식회사의 식림사업

을 방해하고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협의하였다.  

□ 1345
차례로 같은 날 같은 리에 사는 김ㅇㅇ의 집에서 피고 위ㅇㅇ에게 그 뜻을 전하는 한

편 피고 위ㅇㅇ도 이에 찬동하였다. 리민의 집결선동에 대해서는 피고 이ㅇㅇ, 위ㅇㅇ

는 원元 고하면과 원元 옥당리를, 피고 김효진, 위ㅇㅇ는 원元 고상면을 각각 담당하기

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이ㅇㅇ, 위ㅇㅇ는 위ㅇㅇ, ㅇㅇㅇ, 위ㅇㅇ, 최ㅇㅇ, ㅇㅇㅇ, 

김ㅇㅇ, ㅇㅇㅇ, 김ㅇㅇ네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 김효진, 위ㅇㅇ이 위ㅇㅇ, 위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손ㅇㅇ네 집에 모여 

각각 앞서 제시한 계획을 알리는 한편 리민을 모으고 출동시켜야한다는 취지를 교사敎
唆하였다. 그 다음 날인 26일 앞의 최ㅇㅇ, 김ㅇㅇ 등은 고읍면민 400여명과 함께 피고 

등의 해당 교사에 따라 앞의 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다마키 히사시玉置久
를 붙잡아 천관산으로 끌고 갔다. 이 두 사람에게 이미 파종된 밤 종자를 파내야 한다

는 취지를 요구하여 두 사람은 파종한 밤 종자 약 한 말을 파내었다. 이로써 앞서 언

급한 회사의 식림사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 1346
위의 사실은 피고 이ㅇㅇ, 위ㅇㅇ, 김효진이 당 법정에서 판시한 조선권농주식회사가 

천관산을 임차하여 밤 종자를 파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시한 위계주의 집에서 회합

하여 앞의 회사가 밤 종자를 파종하는 것에 대해 고읍면민은 종전처럼 같은 산에서 땔

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는 같은 날 판시한 김ㅇㅇ의 

집에 모여 피고 위계장魏啓璋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 앞과 같은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

의 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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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고 이ㅇㅇ에 대한 신문訊聞 조서 중, 판시한 천관산은 고읍면민이 종래 땔감

을 얻어온 산으로 권농회사가 그 산에 밤 종자를 파종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알았다. 

판시한 위계주 집에서 위국신魏國信, 김효진과 회합하여 위 회사가 식림을 할 때는, 고

읍면민이 종전처럼 땔감을 채취할 수 있도록 26일 죽교장竹橋場이 서는 날 부근 리민

을 모아놓고 앞의 회사원(일본인)과 담판을 지어 그 식림사업을 중단시킬 협의를 하였

다.

□ 1347
이어서 판시한 김ㅇㅇ네 집으로 이동, 피고 위ㅇㅇ를 불러 위와 같은 상담을 하였고 

해당 식림을 제지하기 위해 천관산과 관계가 있는 각 리, 각 호에서 한명씩을 출동하

게 하였다. “우리들의 지휘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협의하는 한편 리민의 집합에 나

와 위국신은 원元 고하면과 원元 옥당리를, ㅇㅇㅇ, 김효진은 원元 고상면을 각각 담당

한다. 그 후에 효진, ㅇㅇㅇ은, 위ㅇㅇ, ㅇㅇㅇ, 위ㅇㅇ, 위ㅇㅇ, ㅇㅇㅇ, 손ㅇㅇ의 집으

로 가고, 나와 국신은 ㅇㅇㅇ, 위ㅇㅇ, ㅇㅇㅇ, 최ㅇㅇ, ㅇㅇㅇ, ㅇㅇㅇ, 백ㅇㅇ, ㅇㅇㅇ, 

김ㅇㅇ네 집으로 가서 앞서 밝힌 사정을 전달하고 다음 날 26일 리민을 모으도록 위탁

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검사의 위ㅇㅇ, 김효진에 대한 각 신문조서 중, 위의 피고 이ㅇㅇ의 공술과 같은 취지

의 각 공술 기재.

검사의 위ㅇㅇ에 대한 각 신문 조서 중, 위ㅇㅇ 집에서의 결의는 차치하고라도 그 나

머지 위의 이ㅇㅇ의 공술과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 1348
검사의 김ㅇㅇ, 최ㅇㅇ에 대한 각 신문 조서 중, “1920년 4월 25일 이ㅇㅇ, 위ㅇㅇ가 

우리 집으로 와서 권농회사가 천관산에 밤 종자를 파종한다는데 이리하여서는 고읍면

민은 종전처럼 땔감을 채취할 수 없으므로 내일 죽교장이 서는 날을 이용하여 부근의 

리민을 모아 그 사업을 방해하고 식림을 중지시키도록 교사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나는 리민 집합에 대해 리내에 전달하고 다음 날 26일 리민을 집합하도록 했

다. 다수의 면민은 회사의 고용인 다마키 히사시玉置久와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두 사

람을 납치하여 왔다. 나는 다수 면민과 더불어 앞의 (일본인)두 사람을 천관산으로 데

리고 가서 전날 파종한 밤 종자 한 말을 파내라는 취지와 이는 모두 이ㅇㅇ 등의 교사

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 담당의 위ㅇㅇ에 대한 두 차례 신문조서 중, “1920년 4월 25일(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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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이ㅇㅇ와 위ㅇㅇ가 와서 내게 권농회사가 천관산에 밤 종자를 심는다기에 그

렇게 되면 면민은 땔감을 베어낼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내일,

□ 1349
면민이 모여 파종을 방해해야 하므로 집집마다 한 명씩 모여야 한다는 취지로 리민에

게 통지해 달라고 한 까닭에 나는 그 취지를 리민에게 통지하고 나도 참여했다”는 취

지의 공술 기재.

상동上同 사무 담당의 김ㅇㅇ에 대한 신문조서 중, “1920년 4월 25일(음력 3월 7일) 

저녁식사 후 이ㅇㅇ, 위ㅇㅇ 두 사람이 우리 집 사랑방으로 와서 송촌리 사람들을 다

수 모이게 해달라고 하여 나는 이웃사람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집합장소는 원元 학
교리? 뒤쪽 천변이라는 점과 이렇게 집합했을 경우 이ㅇㅇ의 지휘를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공술 기재.

상동上同 사무 담당의 손ㅇㅇ에 대한 신문조서 중, “1920년 4월 25일(음력 3월 7일) 

밤, 김효진, 위ㅇㅇ 두 사람이 내게 일본인이 천관산에 식림을 하려 하니 리민을 시장

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의 위계주魏啓周에 대한 신문조서 중, “1920년 4월 25일(음력 3월 7일) 오

후 11시 무렵에 이ㅇㅇ과 위ㅇㅇ가 내게 와서 어제부터,

□ 1350
권농회사가 천관산에 식림을 시작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다수 집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일 아침 일찍부터 외동리 인민을 죽교시장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부

탁하여 나는 이를 승낙했다는 취지 및 군중이 천관산에서 소동을 일으켜 심은 밤 종자

를 파내게 하는 데 전적으로 이ㅇㅇ, 위ㅇㅇ 등이 선동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술 기

재.

상동上同 경찰관의 미타 도시오三田敏夫에 대한 청취서聽取書 중, “1920년 4월 24일

(음력 3월 6일) 나는 가타야마 류조片山隆三,  오노大野ㅇㅇ 등과 죽교리에 있는 여인

숙 주인 박ㅇㅇ에게 갔다. 그 다음날인 25일에는 앞의 두 사람과 고용한 재외조선인在
外鮮人 통역과 조선인5) 남성 네 명과 천관산으로 가서 밤 종자를 파종하였다. 그 다음

날 26일은 장날이어서 파종을 중지하고 쉬기로 했다. 

5) 재외선인在外鮮人은 재외조선인을 말한다. 조선이 아닌 만주나 러시아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대로 일제는 조선인을 ‘조센진’이라 하였으나 선인鮮人 즉 ‘센진’이라 하여 조선인을 보다 경멸적
으로 호칭하였다. 여기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 역시 ‘조센진’을 병기하는 한편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센진’
으로, 재외조선인은 ‘가이센진’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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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마키 히사시玉置久는 천관산의 상황을 몰랐던 터라 안내자와 동행하여 산으

로 가려고 마음먹고 오전 8시 무렵에 출발하여 그 산 아랫마을까지 다다랐는데 갑자기 

나팔소리가 들리는 까닭에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통역이 이르기를 이것은 

다수의, 

□ 1351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므로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자 일행이 모두 되돌아오

려던 차에 순사가 왔다. 일행은 죽교리 주재소로 동행하여 몸을 숨기고 있는데 같은 

주재소 순사가 우리에게 만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 한시라도 빨리 장흥으

로 피난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했다. 

나는 다마키와 더불어 급히 주재소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뒤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리는 것이었다. 뒤돌아보니 400여명 정도의 군중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게 아닌가. 마

침내 나와 다마키는 현장에서 붙들리고 말았다. 군중은 우리 둘을 천관산으로 끌고 가

서 파종한 밤 종자를 파내라고 종용했고 이에 응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상동上同 경찰관의 다마키 히사시玉置久에 대한 청취서聽取書 중, “나는 권농주식회

사가 경영하는 천관산에서의 식수 보조로서 1920년 4월25일 죽교리에 도착하여 그 다

음날 26일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등과 함께 천관산을 향하여 출발하여 산 아래 마을까

지 갔을 때 그 부근 일대의 마을에서, 

□ 1352
나팔소리가 들려왔다. 통역이 말하기를 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으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소(여인숙)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곧장 숙소로 돌아왔을 때 순사가 와서는 조선인鮮人이 모여 있어 위험하므로 주재소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는 주재소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재소 순사가 한시라도 빨리 장흥으로 피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나와 미타는 황급히 주재소를 벗어나려던 중에 후방에서 다수의 조선인鮮人이 우

리를 추격해 왔다. 마침내 나와 미타三田는 잡히고 말았다. 조선인鮮人들은 우리 두 사

람을 천관산으로 끌고 가 파종한 밤 종자를 파내라고 명령하였다. 나와 미타는 이미 

파종한 밤 종자 한 말가량을 파내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전라남도 순사 주대호의 장흥경찰서장 앞 보고서 중, “1920년 4월 26일 고읍면민 약 

400명가량이 모여 식림경영업자인 권농주식회사의 사원 가타야마 류조片山隆三의 고용

인 미타 도시오三田敏夫 외 1명을 붙잡아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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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
심은 밤알을 전부 캐라고 명령하여 위의 두 사람은 밤 종자 전부를 파내었다”는 취지

의 서면을 교부했다. 본 건은 다수 면민을 동원하여 흩어져 추격하게 하고 마을대표자

로 하여금 위의 가타야마 류조片山隆三와 교섭하도록 명령했다. 위의 (일본인) 두 명을 

주막 박삼길朴三吉에게 데리고 갔을 때 주모자이자 선동자인 피고 4명 및 원심상 피고 

김ㅇㅇ, 최ㅇㅇ, 권ㅇㅇ 등이라는 취지 기재에 따라 그 증빙이 충분하다고 본다.

법에 비추어 피고 4명의 행위는 형법 제61조 제1항, 제234조 제233조에 해당하므로 징

역형을 선택하여 피고 이ㅇㅇ를 징역 5월, 피고 위ㅇㅇ, 김효진, 위ㅇㅇ를 각 징역 4월

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몰수 절차를 밟아 각 소유주에게 환부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등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실행정범實行正犯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 1354
피고 4명의 공소는 각각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20년 6월 23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

조선총독부판사 마에자와 나리미  前澤成美6)

조선총독부판사 스에히로 세이키치 末廣清吉
조선총독부판사 마쓰시타 나오히데 松下直英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하네모토 긴고로 播本金五郎 

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다(右謄本也)7)

1920년 6월 29일

대구복심법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하네모토 긴고로 播本金五郎

6) 동경제국대학 법학과 졸업. 당시 대구복심법원 부장
7) 원문이 세로쓰기여서 右謄本也 즉‘오른쪽 내용을 베껴 썼다’는 의미다. 곧 이 문서는 원본이 아닌 등본인 셈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