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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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5. 제3차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사건 검거

■ 1928년 3월 17일 경성 종로경찰서장이 상사의 지휘에 따라 비밀결사를 수사하여 관련
자 47명 중 金世淵 외 27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건의 전모를 경기도 경찰
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고한, 제3차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검거 내용수
록

-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조선공산당의 파쟁과 계통
  1919년 레닌은 제3인터내셔널을 조직, 遠東비서부를 두어 秘書인 샤무스키로 하여금 東

洋赤化를 委任, 1919년 9월 한국의 李東輝 · 朴愛 · 朴鎭淳 · 李漢永 · 金立 등을 上海에 불
러들여 高麗共産黨을 조직케 하였다. 당시 독립운동 靑年투사인 張德秀 · 朱鍾健 · 兪鎭熙 
등도 加盟하고, 李東輝 · 朴鎭淳은 國際共産黨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출발하
였다. 한편, 샤무스키는 李東輝 등 齊多派의 行動을 알고 南萬春 · 金哲勳 · 李聖 · 蔡東順 ·
李活 · 南水羅(女) · 李仲執 등을 사주하여 1919년 9월경 일크스크에서 朝鮮共産黨을 조
직하고, 南萬春 · 金哲勳을 모스크바에 보내 承認을 얻었다. 그러나 先着한 李東輝 一派와
의 雨組織의 代表性 爭論 결과, 高麗共産黨이 承認을 얻어 냈다. 

  이와 같이 高麗共産黨(上海派)과 朝鮮共産黨(伊市派)의 파벌싸움은 靑年團體인 朝鮮靑年
聯合會와 서울靑年會 내의 싸움으로 연장되고 緊張, 競爭이 激甚하여 相互 反對派를 ‘詐
斯共産黨’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國際共産黨은 1921년 雨派共産黨을 解散케 하고 雨派를 
연합시켜 조선공산당을 조직케 하였다. 즉, 伊市派의 南萬春 · 張健相 · 金應燮 · 安秉瓚, 上
海派의 李東輝 · 尹玆英 · 朴愛 · 朴鎭淳 · 韓明瑞 등 9명이 준비위원이 되어 朝鮮의 統一된 
조직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兩派간의 竟見衝突 때문에 國際黨은 朝鮮人의 黨派로 인
해 共産黨組織이 時機尙早라고 認定하고, 朝鮮內에서 雨派間의 統一實現까지 承認하지 
않기로 하였다.

  1925년 모스크바 국제공산당대회에 朝鮮共産黨 火曜會에서는 曺奉岩 · 趙東裕, 서울靑年
會에서는 金榮万 · 崔昌益 · 李雲爀 , 勞動黨은 李南斗, 北風會는 辛鐵을 代表로 보냈으나 
國際共産黨特別委員會의 審査 결과 火曜會 代表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로 승인받
았다.

  본 사건의 검거 전 상황과 제3차 공산당 조직 후의 경위, 최근의 조선공산당 · 고려 공산
청년회원의 행동, 금전출납상황, 국제공산당의 원조에 대해서는 0039~0132쪽을 참조.

2. 1928년 3월 26일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있어서 공산당은 1925년 11월 新義州에서 제1차 검거되었고, 1926년 7월 
경기도에서 제2차 검거되었다. 제3차 검거는 1928년 2월 2일 새벽을 기하여 행해졌는
데, 1927년 2월 15일 一月派, 上海派, 서울新派가 共同戰線을 형성하여 경성 동대문 밖 
永導寺에서 회합하여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신간부 조직을 완료했다는 정보에 따
라 金哲 외 27명을 强制同行, 검거하였다. 사건 관계자 중 身柄送致 28명, 身柄不拘束 
假送致 3명, 미체포자 중 사건송치 10명, 身柄 미도착 3명, 미체포자 8명 등의 身上明細
書는 0137~0146 쪽을 참조

  事實槪要에서 조선공산당의 파벌당쟁, 국제공산당의 제3차 신간부 조직 승인경위, 당비 
출납상황 및 모풀 행동, 국제공산당의 원조 및 연락상황 등은 0149~0207쪽을 참조

3. 1928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고한 조선 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 검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5년 3월 경성에서 공산주의자 朴憲永 · 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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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根 · 曺奉岩 등은 제3인터내셔널에 속한 조선공산당 및 국제공산청년회 승인단체로서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였으나, 동년 12월에 검거되었다. 1926년 3월 다시 경성에서 
제2차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였으나, 동년 8월에 검거되었다. 공산주의
자 간에 제3차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한다는 것을 탐지, 내사중 확실한 
증거를 잡아 1928년 2월 2일 경성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강제동행 取調한 결과,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金俊淵 외 24명을 체포하고, 김철수 외 
9명은 미체포상태로 송치하였다. 제3차 조선공산당 조직, 제3차 고려공산청년회 조직, 
김철수와 고광수의 入露후의 情況, 제3인터내셔널 승인 후의 조선공산당, 국제공산청년
회 승인 후의 고려공산청년회 자금과 혁명자후원회(모풀)와의 관계, 제3인터내셔널과의 
관계 등은 0244~0263 쪽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