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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 간도총영사 정보-1

■ 1932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間島총영사관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
한 조선인의 匪害 및 보호에 관한 상황 보고 1건과 總領事가 在滿特命全權大使에게 보
고한 1932년 12월과 1932년 1년간의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지방의 치안 정황 보고 2
건 수록

- 문건내용
   1. 관내 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각지 비해정황
       통계: 일별, 지명별 비적 인원(공비, 비적), 피해 구분(살해, 상해, 납치, 방화, 약탈)

     2) 각지 비해 보호상황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발생, 결과

     3) 경찰관, 비적 교전
        a. 통계: 일시 · 지명 · 협력 인원(경, 군, 자위단), 손해(전사, 부상), 비적 손해(전   
           사, 부상, 포로, 총기), 기타
        b. 교전상황
     4) 공비검거
        a. 통계: 일시, 장소, 인원, 압수, 검거관서 
        b. 검거개황 
   2.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 지방 치안 정황보고
     1) 치안정황(공비정황)

① 공비폭행정황
② 공비검거 통계 및 개황
③ 무기 · 탄약 압수표
④ 불온문서압수표
⑤ 자위단 공비검거표

     2) 민족주의계 불령선인 정황
     3) 비적정황
     4) 만주국측 시정
     5) 접양 소련령 정황
   3.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地方 治安 정황에 관한 건 
     1) 치안사항 월별표: 월별, 사항별, 적요
     2) 경찰관, 비적 교전상황

서별, 일시, 지명, 계통인원, 손해(경찰, 비적), 무기 등
     A) 경찰관계 주요사안 대조표

① 불온문서 압수사항: 연별, 종류, 부수
② 총기, 탄약 압수사항: 연별, 총기류, 폭탄, 도검, 화약
③ 불령선인 검거사항(공산파 포함)
④ 불령선인 출몰사항: 연별, 회수, 국인 살해, 상해, 방화, 약탈, 강요금액
⑤ 재류 금지사항
⑥ 마적 출몰사항
⑦ 공비 및 불령선인 행동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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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부표
① 1932년 중 間島지방 불온문서 압수표
② 총기, 탄약 압수표
③ 공비출몰 정황표
④ 공비 검거표
⑤ 재류금지 처분표
⑥ 비적 소부대 출몰 정황
⑦ 비적 반란군경 세력 消長表(구국군, 紅槍會)
⑧ 중국 군경 도주 정황표
⑨ 이주자 조사표
⑩ 검사 취급사건 내용표

     C) 간도지방 만주국 관민행동 및 이주 내선인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