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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중국공산당 滿省위원회 동만특별위원회 조선 내 공작사건의 검거에 관한 건

■ 1932년 4월 7일 동대문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을 비롯하여 총독부경무국장, 경
기도 경찰부장, 관계 경찰서장 앞으로 송부한,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조선 내에서 공작
활동을 한 사건 문건 수록

- 普成高普의 동맹휴학이 발단이 되어 취조중 사건의 단서를 잡고 관련자 78명의 검거에 
나섰으나, 5명은 검거하지 못하고 73명만 체포하게 되었다. 이들 중 32명은 기소, 21명
은 기소유예, 20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20명만이 검찰에서 예
심청구한 기록이 남아 있다. 

- 관련자의 인적 사항으로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연령 및 의견기록이 있으나, 예심을 청
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韓琠鍾(26) 咸南 新興郡, 申大成(24) 京歲 始興郡,
      鄭宗奭(22) 京歲 坡州郡, 趙相煥(19) 咸南 新興郡, 
      柳東泰(19) 慶南 梁山郡, 成樂膺(19) 忠南 牙山郡, 
      姜  鈗(17) 咸南 洪原郡, 李南來(19) 全南 寶城郡,
      張保羅(27) 京徵 水原郡, 洪順吉(24) 江原 江陵郡, 
      金鼎九(23) 咸南 咸州郡, 李昌周(23) 忠南 公州郡, 
      李斗玉(22) 全南 濟州島, 李春景(27) 黃海 載寧郡, 
      劉相勳(21) 黃海 載寧郡, 金國範(44) 咸北 明川郡,
      金初吉(23) 咸北 明川郡, 任泰九(25) 咸北 明川郡,
      太南龍(23) 咸北 明川郡, 金聖子(39) 咸北 富寧郡. 
- 범죄사실은 국내관계와 국외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국외관계에서는 韓琠鍾의 열성자대회 

참가상황과 韓琠鍾이 東滿特別委員會로부터 鮮內運動의 지령을 받아 再入鮮한 경과가 기
록되어 있다. 

- 국내관계는 지방별로 나누어 첫째 咸南 新興地方으로 (1)明太洞을 중심으로 한 韓琠鍾 ·
朱基曻 등의 광산노동조합 조직 준비에 관한 활등 상황, (2)韓琠鍾의 再入鮮경로 및 행
동이 있다.

- 경성지방에서의 활동으로는 (1)경성 가두세포조직, (2)경성 가두세포대회 및 격문 발행,  
(3)보성고보 교내반 및 독서회 조직, (4)신흥서점내 ML독서회 조직, (5)근화여학교 독
서회 관계, (6)연희전문학교 독서회 관계, (7)양정고보 독서회 조직 관계, (8)중앙기독
교청년학관 독서회 조직 관계, (9)보성전문학교 관계, (10)노량진 혜성소년독서회 관계, 
(11)통신연락 등 봉조자 관계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 咸興 및 龍山地方에서의 金鼎九 · 李昌周의 행동에 대하여는, 함흥지방에서 金鼎九와 李
昌周의 행동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용산지방에는 용산공작회사 직공 적색노동조합 조직
준비 독서회 관계와 가두세포조직이 기록되어 있다.

- 仁川地方에서는 전인천 최고지도부의 조직에 관한사항, 平壤地方에서는 평양반제동맹주
비회 및 평양의학강습소 독서회 조직개요와 李春景 · 劉相勳의 행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北鮮地方에서는 明川 가두세포조직으로서 韓琠鍾 및 朴東和의 활동상황, 生氣嶺炭
鑛 내 지하조직을 계획한 太南龍의 행동, 朴東和 · 吳天默 · 金國範 등의 救援隊 關係 기록 
내에 권총의 입수, 은닉, 사용 등의 기록도 있다.

- 끝으로 첨부된 부록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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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명학생 운동방침(組織網領)
1) 情勢
2) 基本的 缺陷
3) 革命的 學生運動의 組織方針
4) 朝鮮 革命的 학생운동 현단계의 기본적 구호

   2. 工作要領
1) 당의 재건문제
2) 국내정세에 관한 제문제
3) 조선의 혁명적 현단계와 공산주의자의 임무
4) 반제국주의운동 문제
5) 직공운동
6) 농민운동
7) 중국문제 연구

   3. 격문 : 전조선 근로대중 동지제군에게 호소함
   4. 反帝鬪爭同盟 組織綱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