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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년 5월 6일 間島總領事가 外務大臣에게 보고한 1931년 間島 · 接壤地方의 治安槪況
과, 1935년 3월 京畿道 警察部長이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治安情況 등 총 14
건의 문건 수록

  1. 間島 · 接壤地方 治安槪況 
① 一般 治安情況 要旨, 1932년 重要治安事項 月別表 
② 間島 및 接壤 不逞鮮人 行動情況: 1930년 滿洲에 있는 不逞鮮人團의 운동 가운데 공

산주의 운동은 全盛期이고, 民族主義 운동은 不振하였다. 주요사건으로 만 보산 조선
사건, 31년 중국관헌의 공산당 취체, 민족주의 운동단체들의 통일운동과 자치권 획득
운동, 小 4 · 6制 주장 등이 있다. 

③ 間島 및 接壤地方 馬賊言動 情況: 1931년에 馬賊은 50~70명이 집단으로 66회 출몰
하였다. 연인원은 605명이었다. 중요 被害狀況은 납치 12명, 살해 12명, 상해 3명, 
피해액 6,900여 원이었다. 

④ 間島地方의 中國官民의 行動 및 移住鮮人에 관한 情況: 中國側의 利權의 회수, 外勢
에 대한 억제운동, 즉 조선인민회 해산, 日貨의 배척, 조선인 사립학교 회수, 龍井村 
海蘭江邊의 무장 대치와 충돌 위기, 만보산 조선사건 등으로 피차간에 감정이 악화하
여 보복행위가 속출하였다.

  2. 1935년 3월 京畿道 警察部長이 京城地方法院 檢事正에게 보고한 治安情況 
① 治安上의 경기도의 특수성 : 地理的, 文化的, 經濟的으로 중앙지대임과 아울러 政治, 

교육, 금융의 중심지이며, 人口는 221만 8000여 명이다. 
② 治安總說 民心傾向: 한일합병 당시 民心이 극도로 위축되었으나, 1919년 1월 李王의 

서거와 국장의 분위기, 天道敎 孫秉熙를 中心으로 한 言動이 어우러져 3월 1일 독립
소요사건이 발생하였다. 1920년 미국의원들의 조선관광단 來鮮은 民族自決主義를 충
동케 하였다. 

③ 各種 運動情況: 共産主義運動, 民族主義運動, 無政府主義運動을 들 수 있다. 공산주의 
운동 부분에서는 1931년 新幹會, 槿友會, 靑年總同盟, 衡平會 등 사상단체들의 解消
理論이 제기되어 극좌 급진운동이 실천되었고, 급기야 1931년 5월 16일 전체대회에
서 解消를 결의하였다. 民族主義운동 부분에서는 1919년 1월 파리 만국강화조약에서 
미국 대통령의 民族自決主義 제창으로 1927년 2월 민족단일당인 新幹會를 창립하여, 
민족자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天道敎 新舊派 間의 反目과 이론적 대립 때
문에 新幹會는 분열되었다. 무정부주의 운동 부분에서는 朴烈 · 金若水 등이 1921년에 
일본 동경에서 黑濤會를 조직하였다. 

④ 宗敎狀況: 佛敎, 基督敎, 神道가 주종 
⑤ 宗敎類似團體: 侍天敎, 人類愛善會人(道敎) 등이 있다. 
⑥ 비상시국에 대한 각 방면의 반영 
⑦ 농촌진흥 自力更生 운동 
⑧ 中國人의 入鮮取締狀況 
⑨ 經濟狀況 
⑩ 1934年 以後의 重要事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