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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 조선공산당 조직계획의 건

■ 1930년 11월 12일 경기도 경찰부에서 작성하여 총독부 경무국장, 검사정, 각도 지사에
게 송부한 문건으로, 1930년 7월 14일부터 동월 27일까지 金台郁 · 朴東善 · 李廷雨 · 鄭
遇尙 등 조선공산당 조직계획 관련자 91명을 검거하고, 가택수색을 한 결과, 증거품을 
압수하여 취조한 상황 보고서 수록

- 검거된 91명을 분류하면 체포 79명, 入監中 2명, 미체포 10명이며, 기소 여부는 기소 
37명, 불구속기소 1명, 불기소 43명, 기소중지 10명이다. 한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
북 34명, 전남 29명, 경기 9명, 함남 5명, 경남 2명 및 평북 · 평남 · 경북 · 강원 · 충남 각 
1명이며, 본적미상 7명이다.

-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1. 관계 피의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
   2. 당 조직방침 및 운동이론 개요
   3. 범죄사실
    1) 중앙에서의 조직활동 및 각 지방과의 연락관계
    2) 전주에서의 조직 및 운동상황
    3) 전남 · 북도에서의 후원회의 활동
    4) 목포에서의 운동상황
    5) 김제의 조직활동
    6) 영암에서의 조직 및 운동
    7）영암후원회의 활동
    8）東京部와의 관계
    9）李鍾林의 활동상황 및 세포조직
   4. 조치상황
   5. 운동자료, 증거서류 등

1）運動資料(金台郁 所持) : 구매조합경영에 관한 覺書, 商人과 조합의 차이점, 현행 산
업조합법 개정 문제, 조선에 있어서의 農會, 금융조합과 산업조합, 市場을 통해서    
본 조선의 경제

    2）최근 조선에서의 계급투쟁 전개의 정세(金台郁 所持)
    3）부산 방적직공 동맹파업 상황(金台郁 所持)
    4）세계문학전집(부활)
    5）세계문학전집(레미제라블)
    6）세계문학전집(입센)
    7）자치운동 반박문 원고(李廷雨 所持)
    8）부산운동의 정세(李廷雨 所持)
    9）청년운동 論網原稿(李廷雨 所持)
    10）자치운동 반박문(朴東善 所持)
    11）적색구원회의 활동방침(鄭洪錫 所持)
    12）목포운동 방침論網(姜錫先作, 朴濟民 所持)
    13）全州細胞 운동교양 훈련자료(鄭遇尙 所持)
    14）共産靑年 敎養訓練 資料(鄭遇尙 所持)
    15）운동자료(金文玉 所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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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교양훈련자료(印得洙 所持)
    17）교양훈련자료(印得洙 所持)
    18）共産黨組織 圖解(1회 8회) (끝에 첨부)
    19）혁명운동 계획서(崔正烈 作成)
    20）공산운동 방침문(崔正烈 作成)
    21）운동자료(陳相庸 所持)
    22）공산청년조직 및 운동방침(陳相庸 所持)
    23）조선 민족해방운동(崔正烈 所持)
    24）행동강령 정책(崔正烈 所持)
    25）청년동맹 강령 및 정책(陳相庸 所持)
    26）赤旗의 歌(陳相庸 所持)
    27）메이데이歌(陳相庸 所持)
    28）교양훈련 코스(陳相庸 所持)
    29）조선 민족해방운동(陳相庸 所持)
    30）車报積卸 賃金表 및 牛車集配 賃金表(陳相庸 所持)
    31）靈巖後援會 支出收入表
- 이 중 운동자료 및 증거물건은 당시의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97쪽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 중 1926년 농업통계는 다음과 같다. 이 통
계에는 농업생산물 가격, 수산물 어획고, 각종 회사 및 공증자본금도 포함되어 있다.

- 1926년 農業統計(農民年報)
경지면적 농가호수 호당경지면적 경지면적 농가호수 호당경지면적

경기 387028.9 238341 0.98 충북 154504.4 132529 1.17
충남 243549.3 177795 1.37 전북 235851.1 210807 1.12
전남 411339.4 347701 1.18 경북 389660.1 332334 1.17
경남 278465.9 285449 0.98 황해 539435.9 232138 2.32
평남 395860.1 168505 2.35 평북 406469.8 188119 2.16
강원 335525.2 199995 1.68 함남 388433.9 369024 2.30
함북 21933.9 70760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