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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 검거에 관한 보고철

■ 1926년 6월 7일부터 동년 9월 9일까지 경성지법 검사정이 법무국장에 보고한 ‘불온계획 
및 불온문서 발견’을 비롯하여 종로경찰서장, 동대문경찰서장, 순천경찰서장, 신의주경찰
서장이 경성을 비롯하여 광주 등의 검사정, 검사장에게 보고한 ‘만세고창, 공산당 검거’
에 관한 문서철 15건 수록

- 6월 10일 李王국장일을 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인쇄한 인쇄물을 閔昌植 외 6명이 제작, 
인쇄하여 대한독립당, 대만학생회, 대한농민 의용단 명의로 5만여 매를 밀송하였고, 순천
농민연합회관 등에서 비밀문서가 발견되었다. 한편, 1922년 봄 火曜會의 朴憲永 · 金丹治
· 林元根이 러시아에서 귀국하여 1924년 4월 노농청년회를 조직하였다.

- 1925년 4월에 전국민중운동자대회, 동년 11월 25일 신의주 국경 청년회원 폭행사건이 
있었다. 1926년 8월 10일 姜達永 외 43명이 체포되고, 60여 명이 미체포되었다. 전남에
서도 권오설 외 61명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 문건내용
   1. 不穩計劃 및 不穩文書 發見 - 1926, 대한독립당, 대한학생회, 대한농민의용단 명의 

대한독립만세 외 5만여 매
   2. 不穩計劃 및 不穩文書 發見 - 閔昌植외 6명 제작, 인쇄
   3. 不穩 印刷物 密送 - 상해우편국 소인 인쇄물 5包 5,000매, 창덕궁 주인 서거에 제하

여
   4. 不穩印刷物 密送 - 5.31 宣川驛 운송점, 권오설 所爲
   5. 萬歲高唱 - 6.10 李王국장시, 洪明植 외 국기 제작, 대한독립만세 고창、
   6. 秘密文書 發見 - 6.10 國葬 당일 순천 농민연합회관에서, 李榮珉 외 6명 密議, 文書 

은닉, 영국무산청년회칙, 11장 93조 부칙
   7. 秘密文書 發見 - 전남 구리도 회의록
   8. 秘密結社 正統團 검거 - 1926.5 正統團 조직 김종범 외 4명 검거
   9. 朝鮮共産黨 검거 -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이준태 외 20여 명, 위원 責任秘書 姜達永 

외
   10. 秘密結社 朝鮮共産黨事件 검거 - 1922. 봄 화요회의 박헌영, 金丹治, 林元植 러시아

에서 귀국. 1924.4 노농청년회 조직, 1925.4 전국민중운동자 대회, 11.25 신의주 국
경청년회원 폭행사건, 1926.8.10 姜達永 외 43명 체포, 60여 명 미체포, 1925.4.17 
조선공산당 조직, 朴憲永 고려 공산청년회 조직

   11. 秘密結社 朝鮮共産黨事件 검거
   12. 共産黨事件 - 권오설 외 61명 치안유지법 위반
   13. 共産黨事件 - 권오설 외 61명 치안유지법 위반
   14. 要視察人 移動 -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박순병
   15. 朝鮮共産黨 검거 - 권영규 외 36명 체포, 미체포 김기수 외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