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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祕密記錄

100-002. 간도총영사 정보-2

■ 1933년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間島총영사관에서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조선인의 匪害 및 보호에 관한 상황보고 6건과 京城地方法院 豫審判事 1건, 京城地方法
院 檢事 1건과 總領事가 在滿特命全權大使에게 보고한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지방 치
안 정황 보고 3건 수록

- 문건내용
   1. 관내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각지 비해 통계 및 보호와 정황
     2) 경찰관, 비적 교전상황
     3) 공비검거사항
   2. 관내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각지 비해 통계 및 보호와 정황
     2) 경찰관, 비적 교전상황
     3) 공비검거사항
    부표 ① 공산당 폭행 및 검거표

     ② 불온문서압수표
   3. 관내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中國공산당사건 예심면소 귀래자의 언동에 관한 보고서
     2) 頭道溝 北山村 거주 金周赫에게 유격대원 金河璟이 보낸 불온문서
   4. 관내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비해 통계와 상황
     2) 피난치명(선인)
     3) 교전상황
   5. 관내선인의 비해 및 보호에 관한 상황 
     1) 비해통계와 상황
     2) 공비검거 통계
     3) 교전사항 통계
     4) 피난상황(선인)
   6.~8. 상동
   9.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지방 치안정황 보고
     1) 間島지방공비의 정황
     2) 반란군경, 기타 비적의 정황
     3) 공비소탕사항
        부표 ① 공산당 폭행 개황

          ② 검거상황표
          ③ 무기탄약 압수표
          ④ 불온문서 압수상황표
          ⑤ 自衛團과 滿洲國의 공산당 검거 상황표
          ⑥ 비적정황, 출몰상황

   10.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지방 치안정황 보고
     1) 間島지방 공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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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間島지방 반란군경 동향
     3) 비적의 정황
     4) 蘇聯領 접양지방의 정황, 기타 정황
        부표 ① 공산당원 폭행 개황

          ② 2月中 日人측 공비검거 상황표
          ③ 무기 탄약 압수표
          ④ 불온문서 압수상황표
          ⑤ 자위단 공산당검거표
          ⑥ 만주국의 공산당검거 상황표
          ⑦ 반란군경, 기타 비적 정황
          ⑧ 비적출몰사항
          ⑨ 소련, 접양지방 동향
          ⑩ 기타 不良民의 反滿抗日 책동 등

   11. 間島(琿春 포함) 및 接壤지방 치안정황 보고
     1) 공비, 반란군, 비적의 정황
     2) 만주국측의 施政
        부표 ① 공비폭행개황표

          ② 日本측 공비검거상황표
          ③ 무기탄약 압수표
          ④ 불온문서 압수표
          ⑤ 자위단 공비검거상황
          ⑥ 만주국의 공비검거상황
          ⑦ 반란군경, 기타 비적정황 및 출물표
          ⑧ 만주국의 시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