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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간도지방 공산당의 조직방침 및 운동의 실상 등에 관한 건

■ 1931년 5월 13일 在間島總領事 岡田兼一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송부한 것으로 
일본의 외무대신 男爵 幣原喜重郞에게 보고한 사본 수록

- 동일 문건의 사본이 在中公使, 北京首席, 봉천 · 길림 · 하얼빈 총영사, 朝鮮總督, 咸北知
事, 關東廳 警務局長, 朝鮮軍 · 제19師團 雨 參謀長 朝鮮憲兵隊 司令官, 羅南 憲兵隊長 등
에 게도 송부되었다.

- 보고서 내용 표지에는 1931년 5월 延和懸內에 있어서 共産運動의 實情 및 黨秘密文書 
譯文, 在局子街分館 警察署라는 副題가 기록되어 있다.
1. 검거된 延和懸 委員會 幹部의 성명, 약력
2. 在滿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中國黨 가입 이유
3. 延邊地方 공산당의 조직 계통과 延和 兩縣內에서의 黨의 現有勢力 
4. 中國공산당의 方策轉換과 延邊地方에 미친 영향 
⑴ 배격된 李立三 路線의 개요 
⑵ 중국공산당의 신노선 
⑶ 신노선의 결정이 延邊地方에 미치는 영향 

5. 黨機關 相互間의 통신연락
6. 黨機關의 財政 등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

- 당사자로 17명이 검거되었으나, 다음 5명만의 취조개요 및 관계 압수문서 번역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金相善(30세) : 延和懸委員會 責任, 本籍 慶北 山淸郡 丹城面 城里
  李英奎(27세) : 延和懸委員會 組織部長, 本籍 咸北 明川君 西面 白鹿洞
  崔文鎬(35세) : 延和懸委員會 宣傳部長, 本籍 咸北 穩城君 柔浦面 豊里洞
  金春極(23세) : 延和懸委員會 交通部長, 本籍 咸北 城津郡 鶴上面 陽湖里
  呂東濬(25세) : 延和懸委員會 政治部書記
- 중국공산당에 참가한 주된 이유는 순수한 이론에 의한 一國一黨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一國內에 지도계통을 달리하는 수 개의 단체가 각각 행동할 때에는 통제가 곤
란하여 운동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특히 무통제적 행동은 왕왕 민족적 감정을 유발하
여 반동단체로부터 이용될 우려가 있어 ML派를 해체하고 가입하였다.

- 現有勢力은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東滿特別委員會 아래에 延吉, 和龍, 汪淸, 琿春, 敦
化, 額穆, 樺甸, 安圖, 長白, 撫松 등 10懸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懸委員會을 두고, 延和懸
委員會는 延吉 · 和龍 兩懸 地方을 일괄통제(組識系圖가 첨부되어 있음)하며, 그 밑에 延
吉, 龍井, 開山屯, 太拉子, 平崗, 三道溝, 老頭溝, 甕聲磖子 등 8개 區委員會가 있다. 區의 
아래에 백십여 개의 지부가 있으며, 외각 조직으로 공산청년단, 농민협회, 反帝同盟, 互
濟會, 工會, 革命學生會가 있으며, 회원은 약 16,000여 명이다. 延和 · 和龍 雨懸의 조선
인이 297,916명(1930년 12월 현재)인 사실을 볼 때, 양민 17인당 적색분자 1인의 비율
이다.

- 별책부록으로 첨부된 문헌은 408면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번역문을 강령 및 決議案
部, 報告部, 指令部로 구분하고 있다. 綱領決議部에는 (1)中央四中全會 決議案, (2)革命
互濟會 工作, (3)中國工農兵會議 第1次 전국대표대회 中央準備委員會 通告, (4)국제노선
을 집행하고 李立三 路線과의 調和主義에 반대하기 위하여 전당원에 고함, (5)東滿遊擊
隊 工作大網, (6)國際婦女記念日 決議案, (7)東滿 反帝運動, (8)東滿赤衛隊 工作大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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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赤衛隊 訓練에 관한 懸軍事部 通告, (10)中華全國總工會 工農兵會議 工作에 대한 計
劃大網, (11)婦女運動, (12)秘密工作, (13)共産黨 中央改治局의 國民會議 問題에 대한 
決議案 등이 있다.

- 보고부에는 東滿特委에의 보고와 각 區委員會로부터의 보고 등 26건이 있으며, 지령부에
는 懸委員會로부터 각 區委員會에 하달한 지시문이 있다. 이들 보고와 지시는 모두 인편
으로 이루어졌고, 우편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