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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7.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 간부의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자료

■ 1928년 9월 2일 間島總領事館이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보고한, ‘고려공산청년회 동만
도 간부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자료’ 수록

1. 민족문제(全東滿的 政治鬪爭團體의 組織論）
  1919년부터 한국의 民族運動은 國內外로 발전하였으나, 그 운동은 다분히 氣分的이며 

分散的이고 非組織的, 그리고 小부르주아적, 民主主義的 운동이었다. 그러나 1927년부터
의 민족운동은 조직적이며 統一的이고, 過去의 小부르주아적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 프롤
레타리아革命의 일부로 이해하는 민족운동이다.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지도이론으로 삼
는 민족운동이다. 운동의 주체도 小부르주아 종교 · 유교계층으로부터 노동자 · 빈농계층으
로 변하였다. 조선민족운동은 점차 구체적으 로 실천운동화하여 전민족적 정치투쟁을 위
한 단일민족당인 新幹會를 1927년 2월 15일 조직하고, 200여 지회와 2만여 명의 회원
을 확보하게 되었다. 만주와 중국의 민족운동은 政治的으로나 사회적으로 形式上 또는 
표면상 2개의 공동전선당의 형태를 가지고 1927년 4월 吉林에서 南滿正義府 주최로 全
滿운동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공동전선 편성을 부정
하여 만주민족당의 출현을 보지 못하였다.

2. 過去 運動의 經驗과 當面急務 및 滿州諸問題
① 鮮內運動: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봉건적, 수공업적 시장인 조선을 약탈하여 10년 

동안 武斷政治를 실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탄압에 
2,000만 조선민족이 함께 궐기하여 민족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1920년 조선청년
연맹회가 창립되고,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 조직되었다. 그 밖에도, 노동총동맹 여
성동우회 여성기관인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사상단체로서는 화요회, 북풍, 노동무산자
동맹이 있었으나, 4단체가 합동하여 正友會를 조직하였다. 사상선전과 파쟁운동을 전
개하고 있다. 

② 海外運動, 특히 滿州運動: 1919년 만세사건 이후 제운동은 한국 내보다 해외에서 열
기를 더해 갔다. 그러나 창조파, 개조파, 국민회 등의 派爭이 있다. 특히, 만주운동은 
지도자가 小부르주아적, 봉건적 사상과 당파적 야욕이 충만하고 일반 군중의 혁명적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동족상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당면 급선무는 
전선의 통일, 내부의 정리, 전민족적 정치운동 전개 등이다. 그리고 운동의 당면 제문
제는 민족당 조직문제, 소년문제, 청년문제, 농민문제, 여성문제, 파쟁문제, 향갑문제 
등이다.

3. 女性問題(東滿 女性運動과 그 進路)
① 여성 대중단체 조직에 대하여 : 이론과 실행방침, 표어 
② 동만 여성운동과 그 진로: 동만 여성운동의 과거, 동만 여성운동의 파벌경향, 동만 여

성운동의 당면급무, 동만 여자청년운동의 피상적 이론
4. 少年運動의 由來와 當面 東滿 少年問題

① 소년운동의 유래와 당면의 동만 소년문제 
② 세계 소년운동의 유래 
③ 조선의 청년운동

5. 東滿少年總隊 組織問題의 論網
① 총체기관조직 
② 조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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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언 
④ 강령 
⑤ 대의조직 편성 
⑥ 각부 집행부 조직 
⑦ 대회와 임기 
⑧ 청총의 지도관계 
⑨ 연령 및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