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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조선공산당 재건계획 기타 검거 보고

■ 1932년 2월 28일 종로경찰서장이 총독부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관계 경찰서장 및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송부한 문건으로, 조선공산당 재건계획 수록

- 압수물건 중에 일본공산당의 활동상황도 있어 서로 비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 全北共産主義者協議會 關係

1) 후계 조직자 李判玉과의 제휴 동기
2) 주의자 李判玉과 金鐵柱 등의 회견
3) 碧城病院 입원중에 그룹을 결성
4) 金昌洙의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가맹과 金昌洙 · 金鐵洙 등의 악수 
5) 金昌洙의 東京行 요건과 동지 접촉상황 등
6) 金昌洙의 귀국 후의 동정

   2. 共産黨再建準備會(京畿) 關係 
1) 시내 궁정동의 회합
2) 시내 낙원동 修文社의 회견
3) 시내 낙원동에서 제2차 회합
4) 朴齊榮 · 沈致寧 등의 당원 획득

   3. 共産黨再建準備會(忠南) 關係
1) 朴齊榮의 충남지방 활동
2) 돌아온 뒤의 金昌洙와의 회견
3) 충남의 조직준비회
4) 鄭鶴源의 동지 획득 상황

   4. 赤色救援會 關係
1) 동경에서의 행동
2) 적색구원회에 관한 귀선 후의 행동

   5. 中國共産黨 朝鮮內工作委員會 關係
1) 徐重錫 兄弟와 朴齋榮의 회견 및 입당 경과
2) 本町署에서 공작위원회 검거, 그 동정
3) 申敬愛 · 徐京錫 · 李重業 등의 反戰同盟 결성
4) 공장위원회와 적색노동조합 조직 준비 상황

   6. 出版法 違反事件 關係
1) 東京에서 非合法 出版物 입수책에 관한 활동
2) 돌아오던 중 大阪에서의 金昌洙의 활동과 그 후 경과
3) 書店 新生閣 同業者 張日煥의 행동

   7. 기타
1) 李高命의 증거 인멸 행동
2) 任允宰 · 朴齋榮 · 林鍾萬 등의 범인은닉 및 도피 행동

   8. 關係者 人的事項(本籍, 住所, 職業, 所屬團體, 姓名, 年齡, 別名)
      金昌洙(32) 全北 井邑, 朴齊榮(29) 江原 春川, 
      沈致寧(28) 京畿 京城, 鄭鶴源(29) 忠南 唐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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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甲成(29) 京畿 京城, 趙忠九(23) 京畿 楊州, 
      金永甫(29) 京畿 楊州, 徐炳民(26) 京畿 京城,
      林鍾萬(40) 忠南 唐津, 朱允興(29) 忠南 唐津,
      朴昌信(33) 忠南 唐津, 吉慶燮(27) 全北 錦山, 
      李末順(23) 慶北 大邱, 申敬愛(24) 京歲 開豊, 
      柳秉起(27) 全北 南原, 林東憲(30) 全北 淳昌,
      李尙奎(26) 平北 宣川, 高正文(26) 全南 長城,
      柳希容(20) 全北 扶安, 柳興龍(27) 全南 光州, 
      高壽福(23) 咸南 定平, 朴柔順(31) 京歲 開城
      徐元錫(23) 忠南 大田, 鄭海哲(26) 全北 錦山,
      金榮勳(26) 全南 濟州, 崔善鳴(34) 江原 襄陽,
      金泰錫(23) 全南 濟州, 崔相珠(33) 京畿 京城,
      金性珠(24) 全南 濟州, 長日煥(36) 忠南 論山 
      洪永裕(23) 忠南 論山, 任允宰(35) 忠南 保寧, 
      李高命(23) 京畿 京城, 朴勝源(22) 慶北 榮州, 
      韓宗錫(25) 京畿 江華, 金鐵柱(25) 全北 全州,
      朴斗照( ? ) 全北 扶安, 金革進(26) 全北 金提,
      金文玉(32) 全北 全州, 金正魯(29) 全南 濟州, 
      金泰然( ? ) 大阪 東成區.
- 이와 아울러 47건의 압수물건 일람표도 있다. 또한, 부록으로 다음과 같은 물건이 있다.

   1. 日本共産黨 政治網領 草案
1) 국제정세와 일본제국주의의 역할
2) 일본자본주의의 현상과 혁명의 전망
3) 일본공산당의 임무
4) 일본공산당의 당면 중요전술

     ① 노동조합운동
     ② 농민운동
     ③ 계급투쟁을 기초로 한 통일전선
     ④ 청년운동
     ⑤ 부인운동
     ⑥ 실업자운동
     ⑦ 국제문제

5) 2개의 편향에 대한 투쟁
   2. 綱領 

1) 당면문제
2) 과거 및 현재 운동의 비판
3) 지도부 및 핵심 재조직
4) 준비회의 성격, 역할
5) 준비회의 행동강령

     ① 일반적 요구
     ② 노동자의 특수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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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민의 요구
     ④ 부인의 요구
     ⑤ 청년의 요구
     ⑥ 학생의 요구
     ⑦ 소년의 요구
     ⑧ 사회정책

6) 활동방침
7) 조직방침

     ① 적색노동조합
     ② 적색농민조합
     ③ 학교반
     ④ 청년동맹
     ⑤ 반제동맹
   3. 張日煥 內地 旅行에 使用된 覺書
   4. 日本反帝同盟의 活動, 組織方針 및 行動網領 草案

1) 序言
2) 객관적, 주관적 정세
3) 반제동맹의 성격, 역할
4) 행동강령
5) 활동방침 형태
6) 조직방침
7) 당면의 임무

   5. 反帝同盟 日本支部의 報告(1930년 5월 6월 獨逸 伯林에서開催된 執行委員會에서 日
本代表의 報告)

   6. 協同組合 方面의 活動에 관한 決議
   7. 全國農民組合 第3回 全國大會 議事錄
   8. 全國協議會의 緊急 任務에 관한 産業別組合 代表者會議 決定
   9. 日本赤色救援會 中央常務委員會 檄文(戰爭과 水災에 苦痛받는 中國勞動者 · 農民의 救

援活動을 强化하여 日本帝國主義의 陰謀를 粉碎하자)
   10. 日本反帝同盟의 財政에 관한 方針
   11. 全農의 鬪爭 방침에 관한 의견서(全農 關東地方協議會, 全農 近畿地方協議會, 勞農

政黨支持强制反對 全國會議)
- 특히, 이 문건들은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일본공산당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 조선 공산당

이 만주 또는 중국, 소련의 지배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모든 
공산주의 활동은 서로 연계되어 서로 보조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