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의 임무로 강조한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음을
자긍심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 제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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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외탄 전경
외탄 지역은 상해를 관통하는 황포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의 거점이기도 한 이 곳 조계
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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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상해 지도-상해 조계지
상해 조계는 1842년 제1차 중영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남경조약에 의해 개항된 상해 시내 외국인 통치 특별구이
다. 상해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황포강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845년 11월부터 1943년 8월까지 약
100년 간 지속되었다. 상해 조계는 두 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열강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조계이고, 남쪽은 프랑스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프랑스 조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
계 내에 위치했다.(지도상 노란색 표시 부분)

v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1876~1949)
사진은 국무령 시절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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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경찰 특호 간행,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백범 김구(1947)
김구는 1947년 6월 20일 경찰관 교양지 『민주경찰』발간호에서 민주경찰 발간 축하 및 경찰의 노고 격려, 애국안민
정신을 당부하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특호 발간 때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축하 휘호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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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임시정부경찰 자료집을 펴내며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맨몸에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조국 광복의 염원은 머나먼 이국땅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며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표방한 임시정부는
인류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약육강식(弱肉强食) 시대에서 민족을 대표해 치열한 항일투쟁을 이어나
갔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일제의 모진 탄압과 온갖 난관에도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독립
운동 방해 공작을 차단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수호했던 ‘임시정부경찰’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1919년 8월 12일, 백범 김구 선생께서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임시정부경찰은
민족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던 임시정부 초 ․ 중기의 유일한 실행 조직으로서 맹활약
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 경찰의 뿌리이자 경찰 정신의 표상인 임시정부경찰의 면면과 고귀한
행적을 담아냈습니다.
임시정부경찰의 의거를 대서특필한 당대 기사에서부터 임시정부경찰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고하던 일제 문건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사료들이 담겨있습니다.
풍찬노숙(風餐露宿)의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뎌내고 조국 광복의 대의를
위해 몸 바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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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기 위해 일제가 강탈하거나 6ㆍ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어렵게 수집하였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임시정부경찰을 조명하게 된 것에 만시지탄
(晩時之歎)의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라도 잊혀있던 민주경찰의 뿌리를 찾아내 영구히 기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임시정부경찰의 발자취도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담대한 발걸음에 새겨진 선열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은 개혁의 배를 타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해 나가는 현재의 경찰에게도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께서 남기신 ‘애국안민의 新경찰’, ‘국민의 경종(警鐘)이 되소서’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민주·인권·민생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을 통해 임시정부경찰의 자취를 느끼며 경찰정신과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시정부경찰사(史)가 지워진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경찰의 자랑스러운
발원지로서 오랫동안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4월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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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의의와 개요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헌법)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
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
사적 의의를 가진다.
1948년 제정 헌법은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였고, 현행 헌법은 “임시정부
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임시정부경찰은 오늘날 한국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72년 편찬된 경찰의 공식 역사서인 「한국경찰사」 1권에서도 임시정부경찰을 ‘본장’으로 기록
하고, 일제강점기 경찰은 참고자료인 ‘부록’으로만 수록하여 임시정부 경찰사를 한국경찰사의 본류로 명
기하고 있다.
임시정부경찰은 교민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정부 요인을 지키고 일제의 밀정을 차단하는 등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이었고, 특히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이 오늘날 경찰총수에 해당하는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1호 민주경찰이었다
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1

임시정부경찰의 의의

1) 임시정부의 국민주권 실현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에도 2백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설 만큼 거족
적인 독립운동이었는데, 그해 5월까지 7,509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부상하였다.1) 특
히, 3･1운동은 일부 지도층이 아닌 전 국민의 의지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의사로 집약되어
표출된 최초의 민주적 혁명운동으로서 왕정과는 다른 민주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자연
법적 국민계약론의 실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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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1운동 후에 자주독립의 민족적 염원을 실현할 구심체로 중국 상해, 러시아, 서울
등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중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
화제를 선언하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를 대
통령으로 하는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헌법을 공포하는 한편, 국내 각 도 및 교민 대
표 등을 대의원으로 선정한 임시의정원으로 대의제를 실시하는 등 근대 민주입헌 국가 체제
를 구비하였다. 이는 수천 년간 지속된 왕정 체제를 타파하고 우리 민족 최초로 ‘주권재민’
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민주･평등･자유･평화･인권
등 민주적 이념을 헌법 정신으로 내세우고 이에 기초한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였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며, 삼권
이 분립하되 입법부(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행정부(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명
시했다. 그리고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후속
조치에서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임시의정원 의원은 도 단위 선거구를 설정하여 대
표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2) 이러한 헌법 요지와 의회 구성의 취지는, 주권은 국민
으로부터 나오며 의회는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보여준다.
아울러 의회를 통해 조직된 정부는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 및 신체와 소유의 자
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임시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제1의 임무를 수행
해야 한다는 국민주권의식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국토를 점령당한 극단적 제약 속
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임시정부가 추구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주권 개념을 넘어 국민주권 의식을 지향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조직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임시정부경찰
의 존립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의 국민주권 의식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임시정부 경찰기구는 통상적인 경찰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경찰기구와 지방경찰기구로 구성되
었다. 중앙경찰로 출범한 경무국(1919.4.~1943.3.)은 중경시기 경무과(1943.3.~1945.8.)로
2)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은 제20조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 각 도 및
중국령(中領) 교민･러시아령(俄領) 교민에서 각 6인, 강원･황해 각 도 및 미주 교민에서 각 3인을 선거함”이라고
명문화하였다.

xi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개편되었다. 그리고 지방경찰 기능은 전국 13개도에 배정된 경무사와 군(郡) 단위까지 파견
되는 경감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 조건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변
화했지만,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는 정부 관제와 지방연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수호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경찰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인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경찰을 직제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백범 김구 선생을 초대 경무국장에 임
명하면서 임시정부경찰의 구성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경찰도 임시정부에서 조직된 만큼 민주적 이념과 정신에 따라 국민을 주
인으로 여기는 ‘민주(民主)’ 경찰로 성립된다. 결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민주공화제’이므로
임시정부경찰은 최초의 ‘민주경찰’이 되는 것이다. 과거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되
주인으로는 여기지 않는 왕정시대의 경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한편,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이 되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경찰’, 즉 1호 민주경찰이 되는 것이다.

3) 실질적 정부로서의 기능
1910년 한일합방 후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일제의 극렬
한 탄압･검거 속에서 1914년을 고비로 상당수가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로 옮기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3･1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3･1운동으로 인해 한일
합방 이후 8년 반 동안 공백으로 비어 있던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한편, 내각제와 대통령제 등으로 바뀌기도
하였지만,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로 선출하는 등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수
반을 두었다. 또한, 연통제･교통국 등 국내 지방조직을 정비･운영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행정을 운용하였으며 외교활동과 치안･국방 조직을 운용하는 등 실질적
인 정부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 특히, 경찰 조직을 편제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정부로서 치안행정 기능을 작동시킨 점에서 단순히 전투 활동을 했던 무장 독립군 단체 등
과는 완전히 차별된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일제강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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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도 경찰 조직을 통해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가 일반 독립운동 단체와 달리 실질적인 주권의 행사처로
서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4) 임시정부 수호의 핵심 실행 조직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의 법령에 의해 설치･조직된 정식 치안조직으로서 임시정부의 가
장 핵심적인 실행조직이기도 하였다.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하고 일제밀정을 색출･차단하
는 등 임시정부를 와해하려는 일제의 공세를 막아내는 임무를 통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항일투쟁을 이끄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일제의 탄압과 공작에 끊임없이 시
달렸다. 일제는 수많은 밀정을 보내 임시정부 구성원들을 이간하고 독립운동 내용을 탐지
하여 방해하였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항상 테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임시정부
경찰은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호하고 일제의 밀정을 색출, 처단하
는 역할을 함으로써 임시정부를 보전하고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 탓에 임시정부의 많은 분야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
지만, 임시정부경찰은 경무국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특히, 임시정부 초
기에는 사실상 유일한 실행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임시정부경찰 개요

1) 임시정부경찰 조직
시기별로 중앙경찰조직인 경무국(과), 경위대와 지방경찰조직인 연통제 경무사, 상해교민
단 의경대가 활동하였으며,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 수호와 교민 사회 치안 유지를 담당
하였다.
임시정부경찰 관련 조직도를 쉽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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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임시정부경찰 조직

2) 임시정부경찰 인사
백범 김구 선생이 1919년 8월 12일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임시정부 경
무국의 경우 인사발령 시 관보인 ‘공보’에 게재되었다.
임시정부경찰은 ’20. 1월 현재까지 총 133명이 확인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경무국 32명, 연
통제 30명,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 44명, 경무과 9명, 경위대 18명이 있다.

3) 임시정부경찰 보수·예산
경무국은 임시정부에서 활동 예산과 봉급을 받는 정규 경찰로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 1944
년 경무과장은 750원, 경무과원은 600원(현재 58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임시정부 예산
서 상 경위대 운영 예산은 3만 6천원(현재 약 3,48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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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1. 본 자료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선별 및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2. 내용은 ’18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경찰청 자체 수집 자료를 포함하였다.
3. 임시정부경찰의 수록 순서는 활동 시기 순으로 수록하였다.
4. 자료의 수록은 원본과 원본을 활자화한 조판본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는 종류별로 구별하여 수록하였으며 기 발굴된 인물의 활동 근거가 명시된 근거
사료를 수록하였다.

6. 자료의 수록은 가급적 원본과 조판본을 함께 수록하되,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자료집에만
활자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집에 있는 것을 조판하여 수록하였다.

7. 원본은 편집을 위해 확대하거나 축소하였다.
8. 조판본은 생산 당시의 원문을 가능한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쓰기는 현대
문법에 따라 수정하였고 원본에 오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판본에서
바로 잡았다.

9. 자료의 출처나 출전에 대하여 조판본에서 가능한 밝히도록 노력하였다.
10. 원문의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 조판본에 □□□로 처리하였다.
11. 임시정부경찰 관련 사진 자료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해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였다.

12. 자료의 설명은 간단히 수록하되, 주요 단체사진 중 일부는 확인되는 인명을 별도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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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주요 활동 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기념사업(2018~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주요 활동 사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1919. 9. 17.)
좌 : 경무국장 시절 백범 김구의 모습(2열 맨 우측), 우 : 김구 확대 모습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상해 초기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왼쪽), 안창호(가운데), 이탁(오른쪽)

2

Ⅰ. 사진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원들(1919. 10. 11.)
초대 경무국장 김구(2열 맨 우측), 의경대 간사 엄항섭(김구 좌측), 의경대 심판원 김철(1열 좌측 4번째),
경무국 경호원 김희준(4열 좌측 2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1919. 10. 11.)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왼쪽부터 김철(의경대 심판원),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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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회(1920. 1. 1.)
1열 왼쪽 : 차균상, 손두환, 황일청, 박지명, 손정황, 김형균, 고일청, 엄항섭(의경대장)
2열 왼쪽 : 김구(경무국장), 양헌, 도인권, 김여제, 이유필, 김병조, 손정도, 신규식, 이동녕, 이동휘,
이시영, 안창호, 김철(의경대원), 김립, 장건상, 윤현진, 신익희, 이규홍, 이춘숙, 정인과
3열 왼쪽 : 김용정, 차원여(경무국 경호원), 한응화, 김태준, 신덕만, 이규서, 권태용, ◯, 임득산,
황학수, 김복형, 조봉길(경무국 경호원), 윤창만, 박인국, 이원익
4열 왼쪽 : 김희준(경무국 경호원), 최진석(경무국 경호원), 정제형, 김덕선, 명순조, 김영희(경무국
경호원), 김보연, 황진남, 김홍서, 정태희, 김홍운, 장원택(경무국 경호원), 유흥환, 김붕준,
장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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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회(1921. 1. 1.)
1열 왼쪽 : 박윤근, 전재순(경무국 경호원), 김구(경무국장), 오희원, ◯, ◯,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붕준, ◯, 정제형
2열 왼쪽 : 이규홍, 김철(의경대원),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 남형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병호, 조완구
3열 왼쪽 : ◯, 임병직, ◯,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연, 이복현, ◯,
김홍서, 나용균, 황진남, 김정목
4열 왼쪽 : ◯, 왕삼덕, 차균상, 김여제, 안병찬, 장붕,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 송병조, 양헌,
조동호, 이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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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가족(1922)

한인애국단장 김구와 단원들(1932)
맨 왼쪽부터 최흥식, 김구, 유상근, ○.
유상근 의사는 1932년 5월 김구의 지령에 따라 일본 관동군사령관과 남만철도총재에 대한 폭살
공작을 수행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투옥, 광복 하루 전날인 1945년 8월 14일 35세의 나이에
여순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 참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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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이동 시기, 가흥에서 김구와 이동녕, 엄항섭(1933)
맨 왼쪽부터 김구, 이동녕, 엄항섭

중국 기강에서 국장으로 거행한 임시정부 주석 석오 이동녕의 장례식(1940. 3. 17.)
맨 왼쪽에서 세 번째 경위대원 유평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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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재유주여각기관단체 대표 유별기념 촬영(1939. 4. 4.)
맨 뒷 줄 우측에서 두 번째 경위대원 유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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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기념사진(1940. 9. 17.)
맨 뒷줄 중앙 경위대원 유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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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우리촌에서 차리석 회갑 기념(1941. 9. 18.)
4열 좌측 첫 번째 엄항섭(의경대장), 네 번째 김신(경무과원), 다섯 번째 전월성(경위대원), 여덟 번째
송복덕(경위대원), 열 번째 유평파(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1943)
영국군의 요청으로 9명의 광복군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앞줄 왼쪽 나동규(경무과원), 김성호, 뒷줄 왼쪽부터 김상준, 문응국, 박영진, 한지성, 베이컨(Roland
C. Bacon) 영국군 연락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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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위원 환송기념(1941. 3. 6.)
2열 우측 두 번째 이규학(경무과장 겸 경위대장)

신익희와 임시정부 국내 선발대(1945)
1열 맨 왼쪽부터 ○, 신익희, 신현창 / 2열 맨 왼쪽부터 이문화(경위대원), 박수덕(박승헌, 경위대원),
○, 승영호(경위대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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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양 공작 담당 문덕홍 출발 기념(1945. 5. 9.)
좌측 김구, 우측 경위대원 문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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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임시정부 경위대(1945)
1941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을 인준하며 내무부 직속기구로 편성된
경위대는 김관오를 경위대 대장, 유병무를 대부로 임명하여 임시정부 요인과 청사 경호 업무를 수행
하게 하였다.

중경 임시정부 경위대(1945)
1열 맨 왼쪽부터 ○, 윤경빈, 서상렬, 정명, 박수덕(박승헌), 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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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임시정부 경위대 순찰
경위대는 1945년 50여 명의 광복군 대원들이 중경에 옴에 따라 인원이 대거 충원되었다.

윤경빈 경위대장과 경위대원들
좌측 세 번째 윤경빈 경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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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임시정부 연화지 4호 청사 입초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 오사야항 1호 청사에서 더 넓은 곳인 연화지 4호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45년 11월 환국할 때까지 이곳을 청사로 사용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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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에서 임시정부 요인들(1945. 9.)
앞줄 왼쪽부터 이시영, 김구, 유동열, 황학수, 뒷줄 왼쪽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상덕, 최동오, 유림,
엄항섭

광복 후 환국을 위해 중경을 떠나 상해 홍커우 비행장에 도착한 김구(194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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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홍커우 비행장에 도착한 임시정부 요인들(1945. 11. 5.)
맨 왼쪽부터 안미생, 김구, 윤경빈(경위대원), 윤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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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1945. 11. 3.)
중경 연화지 38호 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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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경찰관들과 함께 경순왕릉을 참배한 김구(1946. 11.)
광복 후 경찰관들과 경순왕릉을 참배한 김구(가운데)･엄항섭(1열 왼쪽)

강화도에 방문한 김구 선생(1946. 11.)
광복 후 경찰관들과 강화도를 방문한 김구(1열 가운데)･엄항섭(김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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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 전 38선에서(1948)
맨 왼쪽부터 선우진(경위대원, 김구의 마지막 비서), 김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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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을 기념하여 경교장 앞에서(1948)
김구(앞줄 가운데), 김신, 김용, 김문호, 엄항섭, 이일범, 신정숙, 선우진(뒷줄 맨 우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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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金一任築高臺(황금일임축고대)
此地幽棲心自灰(차지유서심자회)
鑿石引將流水去(착석인장류수거)
捲簾放入好山來(권렴방입호산래)
消磨歲月書千卷(소마세월서천권)
嘯傲乾坤酒幾盃(소오건곤주기배)
畢竟何人成舊約(필경하인성구약)
野雲孤鶴共徘徊(야운고학공배회)
황금으로 마음껏 높은 집 짓고
이곳에 은둔하니 마음이 절로 가라앉네
돌을 뚫어 흐르는 물을 끌어오고
발을 걷으니 아름다운 산이 쑥 들어오네
세월 보내면서 천여 권의 책을 읽고
천지간에서 휘파람 불고 노닐며 술 몇 잔 들이키네
어느 사람이 옛 약속을 지킬 것인가
뜰 앞의 구름과 외로운 학이 함께 배회하도다
대한민국 30년(1948년) 4월 29일 백범 김구
한거(閑居)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이었던 김용 경무관에게 하사한 유묵으로 자연을 벗삼아 은자
로서의 삶과 이상을 읊은 중국 명나라 유백서의 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1949년
들어서서 50여 점의 휘호를 남겼으며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3월 26일과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인
4월 29일에 휘호를 많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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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頭山石磨刀盡(백두산석마도진)
豆滿江水飮馬無(두만강수음마무)
男兒二十未平國(남아이십미평국)
後世誰稱大丈夫(후세수칭대장부)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닳았고
두만강 강물은 말에게 먹여 모두 말랐네
사내 스물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말하리오

대한민국 30년(1948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거경 기념 백범 김구

북정가(北征歌)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이었던 이일범 경무관에게 하사한 휘호이다. 조선 전기 무신
남이(1441~1468)장군의 시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무장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와
애국심을 표현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인 3월 26일과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인
4월 29일에 두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자신의 심경을 휘호로 풀어내곤 했다. ‘한거’와
‘북정가’ 모두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며 그의 순국일에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들
에게 남긴 필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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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주 의거 터(1994)
나석주 의사의 조국 독립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옛 동양척식주식
회사 터에 설치된 나석주 의사 동상과 표지석

경위대 제복 구현
1940년대 경위대 제복을 구현한 모습으로 ’18년 제73주년 경찰의 날에 처음 재현되었으며 복원된
제복 중 한 점은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구지 진열관」에 기증되어 전시 중이다.

25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에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대한민국 30년(1948년) 10월 26일
73세 백범 김구

답설야중거
1948년 8월 15일 단정이 출발하는 날, 일반인들이면 모두 신생 대한민국의 출발을 기뻐했을 그날,
그는 경교장에서 몇점의 휘호를 써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휘호 중 ‘답설야중거’는
이날(1948년 10월 26일)에 쓴 것이 최초의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해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던 날을 기념하면서 백범은 안 의사가 즐겨 썼던 ‘답설야중거’를 몇 점 써서
남겼다.3) 백범 김구 선생이 애송했던 시로도 유명하다.
3) 백범김구전집편찬위원회, 백범 김구 전집 11 사진･휘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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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기념사업(2018∼2019)]

1.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18.10.25.)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자 우리 역사상 ‘1호 민주
경찰’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서울 용산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유족･순직경찰관 등 7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치사에서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
호에 기고한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서울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27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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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인사말

참석자들이 경찰의 올바른 뿌리 찾기를 테마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9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문형순 경감･김학재 경사가 ’18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 제주 4･3사건 당시 생존자･김학재 경사 유족)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축사에서 “‘매사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며
전국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영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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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경찰의 하모니, 일반시민･협력단체･경찰대표 등 합창을 통해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인 공동체 치안을 상징화하였다.

해외 한인 경찰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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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경위대 제복을 착용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임시정부 경위대 복장(2열 맨 우측)을 비롯하여 경찰 제복 변천사가 시기별로 재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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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기념식」(2019.8.12.)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기념식｣이 임시정부경찰 후손･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후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숭고한 애국안민 정신을 미래의 경찰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경찰청 로비에 설치된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제막식이 개최되었고, 기증자로서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참석
하여 의미를 더해 주었다.

본 행사에 앞서 경찰청 로비에서 김구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흉상 기준) 좌측: 민갑룡 경찰청장, 우측: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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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층 로비에 위치한 김구 흉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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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일지｣ 경찰 독후감 대회에서 수상한 직원들
맨 좌측: 김형오(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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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축사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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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원웅 광복회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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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경찰･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후손들이 흙을 모아 만든 무궁화 화분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흙을 담고 있다.
이는 임시정부경찰의 정신이 민주경찰의 모태가 되었고,
그 정신이 광복 이후 ’45년 10월 21일 한국경찰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무궁화 나무는 ’19년 경찰의 날 행사 당시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식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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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 일부를 시연하는 기념공연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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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경위대 제복을 착용한 출연진들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기념공연에는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뮤지컬 중 일부가 시연되었다.

오찬간담회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후손이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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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정부경찰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경찰 후손 및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후손
다수가 참석하여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데 그 의미를 더했다

41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3.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국제 학술 세미나」
(2019.10.15.)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국제 학술 세미나｣가 발제･토론자인 임시정부 관련
해외 전문가 3명(중국 2, 일본 1)･국내 전문가 7명을 비롯하여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세션(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설치와 활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보기구<연통제 등> 설치와 운영 / 중경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활동)
으로 구성,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국제 학술 세미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임시정부경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고증이 이루어지고,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학술적 저변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국제 학술 세미나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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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설치와 활동」
발제자 : 쑨커즈(중국 푸단대 교수)

제2세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보기구 설치와 운영」
발제자 : 한시준(단국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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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중경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활동」
발제자 : 황선익(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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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빈과 국내외 석학 등 기념촬영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세미나는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권위자를 초청하여 임시정부경찰에 대한
학문적 고증 및 학술적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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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정신 표상 조형물 제막식(2019.10.21.)
역사 속 참된 경찰정신 표상의 숭고한 정신을 경찰 구성원들의 가슴 속에 되살려
본보기로 삼아 영원히 계승하기 위한 상징물이 경찰기념공원에 설치되었다. 조형물에는
임시정부경찰 18명,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18명, 구국경찰 2명, 민주인권경찰 2명 등
총 40명이 표현되었다. 또한, 지난 경찰역사를 정리하고 민주경찰로 바로서는 다짐이
담긴 건립취지문과 역사 속 경찰관들의 헌신에 바치는 헌시(나태주 작, 가슴속에 꽃으로
등불로)가 명각 되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경찰정신의 표상을 상징하는
청동 부조 조형물을 경찰기념공원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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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경찰 기념식｣에서 후손들과 함께 화분에 심었던 무궁화를 경찰기념공원에
옮겨 식재하고 있는 모습 (좌: 박정훈 경찰위원장, 우: 민갑룡 경찰청장)

박정훈 경찰위원장이 조형물에 명각된 나태주 시인의 헌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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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신 표상 조형물(위)과 그곳에 명각된 나태주 시인의 헌시(아래)

가슴속에 꽃으로 등불로
-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하여 나태주
날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가슴속에 꽃으로 등불로 피워 올라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찍이 당신들
몸과 마음 바쳐 이 나라 독립이고
이 나라 자주 번영입니다
오늘날 빛나는 나라, 조국입니다
하오나 때로는 이 나라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 있지요
삶에 거품이며 찌꺼기 여전히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지요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비틀거릴 때마다 붙잡아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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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범 김구 흉상 제막식 및 김구도서관 현판식
(2019.12.27.)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현재 경찰청장)을 지냈던 김구 선생과 경찰의 특별한 인연을
기리고, 광복 이후 경찰에게 부단한 교육과 학습을 당부하였던 김구 선생의 유지를 이어
가자는 뜻에서 경찰대학 도서관이 일반 공공시설물 중 최초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이름을
붙여 ‘김구도서관’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에는 김구재단
에서 기증한 ‘백범 김구 흉상’이 설치되었고,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선물한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의 의미를 담은 ‘국민의 경종’도 세워졌다.

중앙경찰학교

청년경찰의 요람인 중앙경찰학교에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이 설치되었다.
(흉상 기준) 좌측: 민갑룡 경찰청장, 우측: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49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50

Ⅰ. 사진자료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가 중앙경찰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에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 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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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일지 영인본이 중앙경찰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중앙경찰학교에 설치된 경종 모습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에게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 라는 축하 휘호를 선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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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 리더십의 산실인 경찰대학에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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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도서관 전경

광복 이후 경찰에게 부단한 교육과 학습을 당부하였던 김구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대학 도서관을 김구도서관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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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기념사

김미 김구재단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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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일지 영인본이 경찰대학 김구도서관에 기증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가 경찰대학 김구도서관에 기증되었다.

56

Ⅰ. 사진자료

경찰대학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제막식 기념촬영

“국민의 경종이 되어 달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
경찰대학 대강당에 국민의 경종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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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랑 일좌에는 김구의 지휘 하에 있는
경호원 20명이 정복으로 근무하며
정청 정문에는 인도인 순경으로 지키게 하였다.

”

『현순자사4)』 中

상해 하비로321호 청사(1919. 10.)
상해 하비로 청사는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모금한 독립의연금으로 마련한 청사로, 2층 서양식 건물에
인도인 경비를 두었다.
4) 임시정부 초기 외무차장을 역임한 현순 선생이 국한문으로 작성한 자필 일기를 번역하여 그의 아들
Hyun David와 독립운동 연구가 김용목이 2003년 편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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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입각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 때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기관인 경무국이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로써 일제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1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 근거 법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19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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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1919. 4. 25.)5)

(상략)

제3장 내무부
(…)
제44조 경무국은 아래 사무를 장리함

1.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2.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3.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4. 일체 위생에 관한 사무

(하략)

해 설
임시정부는 헌법 개정과 더불어 4차례에 걸쳐 조직법이 개정되었는데,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은 임시정부 최초 헌법인 「임시헌장」(1919. 4. 11.)이 제정되고 생긴 최초의
정부조직 관련 법률이다.
- 이 중 제3장 내무부 제44조에 경무국 사무 분장 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행정경찰(行政警察)에 관한 사항 ▵고등경찰(高等警察)에 관한 사항 ▵도서출판(圖書出版)･
저작권에 관한 사항 ▵일체 위생(衛生)에 관한 사항
- 임시정부 경찰은 활동 공간이 중국 땅의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와 대부분 국민들이 일제에 강점 당해
정상적인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정식 치안 조직이었다.

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천세, 2006,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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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관제(19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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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 11. 5.)6)

(상략)

제2절 내무부
(…)
제5조 경무국은 아래 사무를 장리함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2.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3.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

(하략)

해 설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 임시정부(대통령 이승만)를 수립하면서 「임시
헌법」(1919. 9. 11.)이 제정되고, 조직법도 개정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관제」의 경무국 사무분장은 앞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과 내용이 동일한데,
경무국이 임시정부 초기 두 차례의 조직법 변경에도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심장부로서 항일투쟁을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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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임시직원 보조비 규정(19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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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임시직원 보조비 규정(1920. 11. 18.)7)

임시직원 보조비 규정
제1조 본 정부 직원에 당분간 신수비를 지급함
제2조 신수비는 아래 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함
1. 대통령 은 150원
2. 국무총리 은 100원
3. 총장 및 총판 은 80원
4. 국무원 비서장(법제국 및 각 부 □장) 은 65원
5. 국장 은 50원
6. 비서 및 참사 은 35원
7. 서기 및 경호원 은 25원
8. 고용인 은(15원부터 25원까지)
제3조 한 개인이 수 개 관직을 겸임할 때 최고 관직 신수비를 지급함
(중략)
제4조 신수비는 매월 23일에 지급함
(하략)

해 설
임시정부경찰은 봉급을 받고, 활동 예산도 편성한 정규 조직이었다.
- 신수비는 연료와 물을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일종의 생활비를 말한다.
- 1920년 교령 제12호에 경찰 관련 급여는 내무총장 80원, 경무국장 50원, 경호원 25원으로 매월
23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무국장 봉급 50원은 오늘날 약 45만원에 해당)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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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1926. 9. 27.)8)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
제1조 임시정부의 부서는 내무부, 외무부, 군무부, 재무부 및 사법원으로 함
제2조 부원의 책임 주무자는 내무장, 외무장, 군무장, 재무장, 사법장이라 함
제3조 내무장, 외무장, 군무장, 재무장, 사법장은 직권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하여 주관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책임을 짐
제4조 내무장은 광복 운동자 결속, 치리 조사, 교육, 생계, 노동, 사회, 교통, 경찰 및 기타
민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5조 외무장은 국제 사절의 파견과 접수, 각 민족의 혁명 운동 및 세계 사조의 조사, 연구
기타 대외 교섭 및 선전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6조 군무장은 병력의 징발 및 훈련, 사관 양성, 단대 배치, 병기 군수의 경리, 군기, 군제,
군법 및 기타 군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7조 재무장은 세금 징수, 금전 출납, 청사 관리, 물품 보급 및 처분, 예산 결산의 편제, 지방
재정의 감독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8조 사법장은 법안 기초, 광복 운동에 관한 사건 및 민사, 형사, 인사 소송의 심판 감독
감옥 및 심판 기관의 설폐 및 기타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9조 각 부원의 직원은 내무원, 외무원, 군무원, 재무원, 사법원이라 함
제10조 임시정부는 비서 약간인을 두어 국무회의 직할 하에서 기록, 문서 수발 및 각 부원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서무에 종사하게 함
제11조 임시정부에는 경무국을 설치하고 경무주임 1인, 경무원 약간인을 두어 내무장의 관할
하에서 정부 소재지의 행정, 사법 일체 경찰 사무에 종사하게 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심판원 약간인을 두어 사법장의 지휘 혹은 주심 하에서 일반 소송 사건을
심판하게 함
제13조 본 규정은 대한민국 8년(192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함

해 설
1926년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부 기구도 간소하게 개편되어 경무국
직제 또한 변경되었다.(경무국장→경무주임)
- 이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1925년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되고 내각책임제(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임시정부 규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이었다.
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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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직원 명부
내무부 직원 명부(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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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직원 명부(1919년 12월 말일 현재)9)
직명

성명

연령

출생지

임명연월일

사직연월일

총장

안창호

42

평양

1919년 6월 28일

1919년 6월 28일

차장

현순

40

경성

1919년 8월 5일

1919년 11월 14일

지방국장

서병호

32

장연

1919년 8월 7일

1919년 9월 6일

경무국장

김구

44

신천

1919년 8월 12일

･

비서국장

이유필

35

의주

1919년 8월 23일

･

서기

김복□

24

의주

1919년 8월 23일

1919년 10월 31일

서기

박석호

28

선천

1919년 8월 25일

1919년 10월 31일

서기

조기홍

23

진주

1919년 9월 16일

1919년 11월 29일

총장

이동녕

51

경성

1919년 9월 11일

･

참사

정제형

34

의주

1919년 11월 14일

･

참사

최동오

28

의주

1919년 11월 14일

･

서기

박인국

24

강서

1919년 1월 17일

･

서기

정해황

23

전북
금산

1919년 12월 1일

･

서기

윤종식

38

평양

1919년 12월 1일

･

참사

이종욱

36

평창

1919년 12월 29일

･

해 설
김구(1876~1949) 선생은 1919년 8월 12일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 약 3년 간 경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9) 출처 : 재상해일본총영사관 편, 『조선민족운동연감』,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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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공보 제1호(경무국원 김희준･전재순,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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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1호(경무국원 김희준･전재순, 1919. 9. 3.)10)

1919년 9월 3일
서임과 사령
재무부 서기를 임함

김성봉

9월 1일

상동

차균상

상동

교통부 서기를 임함

김용정

9월 2일

임시경호원을 임함

김희준

9월 3일

상동

전재순

동

중요사항
1. 9월 1일 월요정례국무회의는 특히 대정의 주의방침을 확립하고 각 부 행정 사무의 통일
개선 진전을 도할 결의가 있다.
2. 9월 2일 임시국무회의는 특히 조사 선전 및 외무부 정무 진작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국무원에 조사과를 설치하여 사료와 기타 선전 재료를 조사 편찬할 일
(이하 생략)

해 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일종의 관보이다. 관보는 정부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기관지로서, 헌법과 법령의 공포･예산･조약･인사･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공보도 이와 같은 성격으로서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과 각종 법령, 직원의 인사,
국무회의 기사 등 정부의 행정 및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위 자료에서는 김희준
(생몰 미상)과 전재순(1894~1950)이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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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제3호(경무국 경호원 차균창･장원택,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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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3호(경무국 경호원 차균창･장원택, 1919. 9. 10.)11)

1919년 9월 10일 국무원 서무국
서임과 사령
임시경호원을 임함

차균창

9월 9일

임시경호원을 임함

장원택

9월 9일

국무원 서기를 임함

송정욱

9월 9일

국무원 서기를 임함

황진남

9월 9일

법무부 서기를 임함

엄항섭

9월 9일

내무부 지방국장 서병호 의원해직함

9월 6일

중요사항
1. 9월 6일 토요 임시정부 회의는 특히 내외의 접제 연락을 긴밀 또 전일(專一)할 방침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
2. 9월 8일 월요 정례 국무회의는 각 부 행정사무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에 정체(政體)
변경 후의 대정책을 토의하다.

해 설
위 공보는 1919년 9월 10일 발행된 것으로 차균창(생몰 미상)과 장원택(생몰 미상)이 경무국 경호원
으로 임명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경무국 경호원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와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차균창은 임시정부
재무부 촉탁으로, 장원택은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대한적십자회 십자대 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이외 인적정보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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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제10호(경무국 경호원 박종익,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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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10호(경무국 경호원 박종익, 1920. 1. 20.)12)

1920년 1월 20일 국무원 서무국
서임과 사령
(상략)
내무부 경호원을 임함

박종익

1920년 1월 7일

교통부 서기를 임함

이규진

1920년 1월 8일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군무부서기 김홍진

1920년 1월 9일

군무부 서기를 임함

김은하

1920년 1월 9일

재무부 서기를 임함

이현수

1920년 1월 6일

중요사항

재무부령 제3호
대한민국 원년(1919년) 12월 30일
재무총장 이시영
인구세 시행세칙 개정의 건
제1조 대한민국 원년 6월 15일 재무부령 제1호 80호 시행세칙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함
(하략)
해 설
위 공보에서는 박종익(생몰 미상)이 1920년 1월 7일 내무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는 동년 5월 18일 의원면직할 때까지 경호원으로 있었다. 그 외 자세한 인적정보와 행적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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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15호(경무국 경호원 최중호･장원택･전재순･김희준, 1920. 4. 7.)13)

1920년 4월 7일 국무원 서무국
서임과 사령
내무부 경호국원 황훈(최중호)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2월 24일

내무부 경호국원 장원택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3월 12일

내무부 경호원 전재순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3월 18일

내무부 경호원 김희준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3월 18일

(하략)

부령

내무부령 제1호
임시 거류민단제 제35조에 의하여 임시 거류민단제 시행 기일을 금년 4월 20일로 정함
대한민국 2년(1920년) 3월 30일
내무총장 이동녕
해 설
1920년 발행된 임시정부 공보에는 내무부 경무국 경호원 최중호(이명 황훈, 1891~1934), 장원택(생몰
미상), 전재순(1894~1950), 김희준(생몰 미상)이 의원면직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 중 최중호는 1910년
소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듬해 일제 경찰에 체포된 후 옥고를 치르고 유배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관청 습격 활동으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기도
하였다. 그는 1919년 경무국장 김구의 주선으로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동하며 교민사회의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1924년 상해 대한교민단 의사원에 선출되는 한편 교민단이 운영하던 인성
학교의 학감 등을 역임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는
1934년 상해에서 타계하였다.

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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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17호(경무국 경호원 박종익･김영희, 1920. 10. 19.)14)

5월 28일(17호)
1920년 10월 19일 국무원 서무국
서임과 사령
유문형으로 내무부 참사를 임함

4월 29일

내무부 경호원 박종익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5월 18일

내무부 비서국장 신두식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5월 20일

내무부 경호원 김영희를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5월 25일

군무차장 김희선에게 육군무관학교장 겸직을 명함

5월 28일

군무부 군사국장 도인권에게 육군무관학교 학도대장 겸직을 명함

5월 28일

김철을 육군무관학교 교관을 명함

5월 28일

문병무를 육군무관학교 학도대장을 임함

5월 28일

내무부 지방국장 최동오를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5월 28일

내무부 참사 박인국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5월 28일

해 설
공보 제17호에는 내무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박종익(생몰 미상)과 김영희(생몰 미상)가 의원
면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최진석, 차태여, 조봉길 등과 함께 경호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 및
김영희가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등에 참석한 기록 외 자세한 인적정보와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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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19호(경무국 경호원 이영운･박형국･차원여, 1920. 11. 25.)15)

1920년 11월 25일 국무원 서무국
서임과 사령
(상략)
윤응님으로 교통부 참사를 임함

10월 5일

김린규로 내무부 서기를 임함

10월 14일

김병모로 내무부 서기를 임함

10월 19일

이영운으로 내무부 경호원을 임함

10월 23일

내무부 경호원 박형국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10월 26일

고신호로 국무원 참사를 임함

10월 26일
(중략)

국무총리 이동휘로 군무총장 겸직을 명함

11월 15일

차원여로 내무부 경호원을 임함

11월 18일

군무부 임시 편집위원 강영한을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11월 18일
(하략)

해 설
1920년 11월 25일 임시정부 국무원에서 발행된 공보에는 경무국 경호원 이영운(생몰 미상)･박형국
(생몰 미상)･차원여(생몰 미상)의 인사발령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위 경무국 경호원 기록 외 자료상의
한계로 이들의 자세한 인적정보와 행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영운의 경우 상해에서 한인 청년들을
규합하여 일제 주요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제조하는 등 의열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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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35호(경무국 경호원 차원여, 1921. 9. 23.)16)

1921년 9월 23일 국무원
서임과 사령

내무부 경호원 차원여를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서임과 사령

※ 이는 20일에 공보 호외로 공포한 것이다.

임시대통령령
본 임시대통령은 임시헌법 제15조 제7항과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을
대한민국3년(1921) 9월 25일에 소집함
임시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3년(1921) 9월 16일
국무총리 대리 법무총장 외무총장 겸섭(겸임) 신규식

해 설
위 자료는 경무국 경호원 차원여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알리고 있는 공보 제35호이다. 차원여(생몰
미상)에 대해서는 1921년 신년축하회에 참석한 기록 외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인적정보와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내무부 경무국 소속의 경호원은 임시정부 수호 및 요인들을 경호하는 역할을 담당한
임시정부경찰이었다.
1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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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 제42호(경무국 참사 강창제, 1925. 4. 30.)17)

1925년 4월 30일
임시대통령 탄핵

1925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에 부친다.
임시대통령 면직

1925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심판 면직하다.
임시대통령 선거

1925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 각하를 임시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임시
대통령으로 선거하다.
서임과 사령
노백린으로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을 임함

3월 24일

이유필로 내무총장을 임함

3월 24일

(중략)
나창헌으로 내무차장을 임함

4월 14일

내무부 경무국장 손두환은 원에 의하여 본관을 면함

4월 28일

고준택으로 내무부 경무국 참사를 임함

4월 28일

강창제로 내무부 경무국 참사를 임함

4월 28일

해 설
위 공보에서는 제4대 경무국장 손두환의 면직 사실과 강창제(1898~1965)가 경무국 참사에 임명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참사’는 상사의 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 직책이었다.

1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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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단 관계 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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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선인파의 행동에 관한 건(1922. 9. 7.)18)

문 서 번 호

공신(公信) 제649호

발

신

자

선진진일랑(船津辰一郞) 상해총영사

수

신

자

내전강재(內田康哉) 외무대신

발

신

일

1922년 9월 7일

수

신

일

1922년 9월 18일

남선인파의 행동에 관한 건
8월 1일부 공신 540호 남북선인 양 파벌 간 알력에 관한 건 보고를 제출한 후 저들의
반목이 한층 악화되어 남선인파는 ｢9월 1일부터 상해를 퇴거하려고 하는 남선인은 국무
총리의 자격을 갖춘 노백린의 허가를 얻기로｣ 정하고 은밀하게 퇴거하는 자를 막기
위하여 경무국장 민충식은 경호원 3명을 각 나루터에 밀파하여 남선인의 세력을 강고히
유지(…후략…)

해 설
「남선인파의 행동에 관한 건」이 수록되어 있는 『불령단 관계 잡건』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엮어 만든 문서철로 일본 외무성의 기록이다. 해당 기록에는 1922년 당시 경무국장인
민충식(제3대 경무국장, 1890~1978)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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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재주 선인 유학생 상황에 관한 건(1924. 2. 19.)19)

문 서 번 호

기밀(機密) 제37호

발

신

자

시전칠태랑(矢田七太郞) 상해총영사

수

신

자

송정경사랑(松井慶四郞) 외무대신

발

신

일

1924년 2월 19일

수

신

일

1924년 3월 7일

상해 재주 조선인 유학생 상황에 관한 건
1923년 9월 15일부터 상해 프랑스 조계에 김규식이 경영하는 남화학원이 개교한
이래 동 교에 입학한 상해 방문자가 나날이 증가하여 작년 가을 이래 6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들은 남화학원의 학자금과 수업 방침 등 모두 동아일보지상에 광고
하고 일체 금전 등을 □□하기 (위하여)

해 설
위 자료에는 당대 임시정부경찰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경호대는 임시정부경찰 경무국 소속에 해당
되었는데, 이들은 경무국원으로서 일제 밀정 처단 및 교민 사회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인물로는 신형철(생몰 미상),
이화천(생몰 미상), 안호상(생몰 미상), 주요섭(1902~1972), 주요한(생몰 미상), 이재곤(생몰 미상),
김현택(생몰 미상), 박세영(생몰 미상), 장붕(1877~1955), 김철(1886~1934), 박용경(생몰 미상), 한낙연
(한광우, 1898~1947)이다.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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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재주 선인 유학생 상황에 관한 건(1924. 2. 19.)20)

위하여 향리로부터 학자금을 송금 받거나 해당 금액을 무위도식하여 부랑 생활을 하는
자가 많은 상태이다. 상해 불령선인 등은 이 학생들의 학자금을 강탈 또는 제공 협박
혹은 저 학생들을 집합시켜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설파하여 일본 정국의 혼란과 사회
주의자의 대두를 야기시키고,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조선인과 일본 사회주의자의 손을
잡고 대혁명을 단행할 일을 선전(…)

(중략)

학생들은 조선 독립운동에 관하여 단순히 사상에 그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여
독립사상은 다시 재발하였으며 그 수단이 실제 악랄하였다. 먼저 독립을 후원할
경호대를 조직하여 상해 프랑스 조계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물론 공동조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중 일본인 집에 출입하는 자 등을 사찰하여 만약 해당자를 발견하면 프랑스
조계에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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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재주 선인 유학생 상황에 관한 건(1924. 2. 19.)21)

연행 후 감금 취조한다. 위와 같이 밀정으로 의심되면 살해를 감행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을로부터 학자금을 송금받아 그 일부를 불령선인에게 제공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경호위원의 주요 인물로는 신형철, 이화천(경성에 귀향 중),
안호상, 주요섭, 주요한, 이재곤, 김현택, 박세영, 장붕, 김철, 박용경, 한광우 등(…하략)

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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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假政府) 경호원 임명에 관한 건(1924. 6. 23.)22)

문 서 번 호

기밀(機密) 제112호

발

신

자

시전칠태랑(矢田七太郞) 상해총영사

수

신

자

폐원희중랑(幣原喜重郞) 외무대신

발

신

일

1924년 6월 23일

수

신

일

1924년 7월 3일

가정부(假政府) 경호원 임명에 관한 건
잠칭 교민단에 예속하여 친일 조선인 및 일본 관헌과 내통하는 조선인 등의 조사 임무를
가지는 의경대는 별지 역문과 같이 이달 8일 대원의 사직을 듣고 허락하여 그 사무를
정지하였는데 다시 가정부(假政府)에 경호국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의경대의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해 설
「가정부(假政府) 경호원 임명에 관한 건」 문서는 일본 외무성의 기록인 『불령단 관계 잡건』에 수록
되어 있다. 위 기록은 1924년 당시 이준수(생몰 미상), 나석주(1892~1926), 최천호(1900~1989)가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담고 있다. 이 중 최천호는 평북 의주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일찍이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1923년 12월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6월에는
나석주, 장덕진 등과 함께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의경대 사무도 집행하는 등 상해 한인동포의
보호와 일제 밀정 처단의 임무를 적극 수행하였다.

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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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假政府) 경호원 임명에 관한 건(1924. 6. 23.)23)

아 래

경호국원

이준수
나석주
최천호
이민달(이명 마중달, 이지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보고 드립니다.
본 서신 사본 송부처
재지(중국)공사
조선총독
연 사무관으로부터 경보국장, 관동청 경무국장

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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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소요사건 관계 서류
국외정보 : 상해 재주 불령선인의 상황(19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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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재주 불령선인의 상황(1921. 4. 29.)24)

경 무 국
국장

김 구

경호부장

여순근

경호원

박종익

경호원

최진석

경호원

차태여

경호원

조봉길

경호원

차균상

경호원

한태규

경호원

김영희
(하략)

해 설
「상해 재주 불령선인의 상황」건에서는 1921년 당시 내무부 경무국장 김구, 경호부장 여순근
(1876~1946), 박종익, 최진석(생몰 미상), 차태여(생몰 미상), 조봉길(1893~1955), 김영희(생몰 미상)
등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소요사건 관계 서류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일본 육군성이 발･수신한 문서로서 약 13,000
면의 분량이며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상으로는 1919년 3월 1일부터 1921년 10월까지 일본
육군성에 수시로 보고된 전보 문건들과 일자별 정리 보고 문서, 각종 정보 통계 및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문서가 생산･편철되어 있다. 위 자료는 3･1운동을 비롯한 192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 및 일본군의 조선인 인식, 탄압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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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개년 간 고등 관계 범죄 검거표(1924~1928)25)

문 서 번 호

경동경고비(京東警高秘) 제692호

발

신

자

경성 동대문경찰서장

수

신

자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발

신

일

1929년 3월 14일

죄명

연도별
24 25 26 27 28

건수 인원

결과
･ 김도심(56) 24. 4. 2. 징역 3년

제령
위반

2

2

3

･ 김용원(36) 24. 11. 3. 징역 2년(및 강도)
･ 오 □(32) 24. 2. 3. 징역 8개월(및 강도)

보안법
위반

2

출판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1

1

2

2

1

2

1

5

･ 홍종□(37) 26. 6. 28. 징역 10개월
･ 천세□(23) 26. 7. 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 최성환(18) 27. 6. 20. 기소유예
･ 김□동(18) 27. 6. 20. 기소유예

･ 박종운(23) 27. 8. 3.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박일성, 한종수, 조성효, □동□ 징역 상동

해 설
1921년 5월 김구의 후임으로 제2대 경무국장에 임명된 김용원(1892~1934)은 1923년 국내에 들어와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다 경성 동대문경찰서에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신병이
발생하여 형집행 정지처분으로 1925년 6월 출옥하였다.

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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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동조계 공무국 경무처 한인 독립운동 관계 문서
강창제 체포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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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제 체포사건(1)26)

1929년 1월 29일
심문조서에 의하면 강창제는 프랑스 조계에 거주하는 자로서 1월 25일 오후 11시에
상해북역을 떠나 남경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는데 한 중국인이 다가와 강 선생이 맞느냐고
말을 걸어 왔다. 그래서 맞다고 대답하자 중국인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
친구를 만나보자고 권유했다. 그 요구에 응하여 그는 살인과 강도혐의로 요코다라는
일본 영사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강창제는 자신은 중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고 항의
하면서 철도경찰에게 사건을 설명하였다. 강창제와 일본경찰도 모두 하비로에 있는
파오샨로 경찰서로 갔는데 그 곳에서 일본 경찰은 강창제를 인계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중국 당국이 거절하자 즉시 경찰서를 떠났다. 강창제는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월 26일 석방되었다. 강창제는 중국인으로 귀화하였으며 체포당할 때까지 강소성의
대민 3과에서 형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 설
강창제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일찍이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는 1922년 독립신문사
기자로 활동하였고, 1924년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다음 해 4월 경무국 참사에 임명된 그는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와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6년에는 나창헌, 고준택 등과 함께 임시정부의
전위 활동 부대인 병인의용대를 조직하였는데 일본 주요 통치 기관 파괴와 밀정 처단, 주요 요인 암살
등을 목표로 활발한 의열 투쟁 활동을 벌였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운신의 폭을 넓히고 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독립운동에 전념
하고자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강창제 역시 위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 국적을 취득
하였는데, 1929년 일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중국 국적임이 문제가 되어 중국, 프랑스 등과의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제는 강창제 인도 요청을 포기하게 되었다.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0 임정편V, 상해공동조계공무국경무처 한인독립운동관계문서,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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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제 체포사건(2)27)

유명한 한인무법자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역무원에 의해 북역에서 체포당함
상해일일신문과 상해매일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함
1월 25일 밤 현지 일본영사관 소속의 형사들이 가명 강창제, 강동욱으로 불리는 강화조란
한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상해북역으로 출동하였는데 강은 작년에 한넨로에서 다른 한인을
살해하였으며, 또한 프랑스 조계에서 저지른 다른 여러 살인사건은 물론 강도사건에 연루
되어 일본 당국이 추적하던 자이다. 신중히 경계하고 있던 강창제는 경찰 비상망을 깨끗하게
탈출하고 역으로 와서 열차표를 구입하여 남경행 기차를 탔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철도역 실무자와 접촉하여 철도 경찰의 협조로 강을 체포하였다.
강창제는 현재 중국 경찰이 감금하고 있지만 일본 당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현지 중국 신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제 다루면서 크게 흥분
하였다. 강창제는 최근에 중국 형사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인으로 귀화한 이후 중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다. 과격한 한국인들의 조직인 소위 병인의용대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강창제는 1926년 4월과 9월의 두 번에 걸친 현지 일본대사관 폭탄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인과 강도 등의 많은 그의 범죄는 감옥에 있을 때와
재판 중에 저질러졌다.
(하략)

해 설
1929년 1월 25일 일제 당국에 의해 수배된 병인의용대 지도자 강창제가 체포되었음을 알리는 기사이다.
1925년 경무국 참사로서 상해 교민 사회의 치안 확보를 위해 활약했던 강창제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 의열투쟁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수차례 재상해 일본총영사관을 공격하였다.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0 임정편V, 상해공동조계공무국경무처 한인독립운동관계문서,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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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제 체포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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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제 체포사건(3)28)

이브닝 뉴스, 1929년 1월 28일 월요일
3년 간의 추적 끝에 5명을 암살한 한국인 체포
한 명은 권총사살, 다른 4명은 전기로 살해하고
또한 폭탄 투척까지 한 범인 드디어 감옥행
일본 영사경찰의 3년 간에 걸친 범인 추적은 여러 건의 암살과 일본총영사관에 대한
폭탄 투척 혐의로 수배된 30살 가량의 한국인 강창제를 지난 토요일 오후에 체포함으로써
끝이 났다. 범인 체포는 노구치 형사와 두 명의 일본 경찰에 의해 범인이 남경행 열차를
타려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영토에서의 범인 체포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범인이 중국에 귀화하였다고 주장하여 범인을 중국 경찰에 인계하였다.
일본 영사관의 조사단은 이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본 당국이 증거를 확보할 동안
중국 측이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범인은 하이닝로에서 한국인을 암살한 살인 용의자로
1926년 4월 이래로 일본영사관에 의해 현상수배된 인물이다. 살해 사건은 반일활동에
관한 한국인들 간의 의견 차이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인은 또한 프랑스
조계에서 전기로 살해된 4명의 한국인 건에도 관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범인이 저지른
여섯 번째 사건은 1926년 9월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여 정문을 파괴시킨 일이다.

해 설
위 자료는 상해 공동조계 공무국 경무처에서 수집･보관한 문서로, 일본총영사관을 공격한 바 있는
강창제가 1929년 1월 체포되었음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병인의용대는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제 주구 암살,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실제로 강창제는 1927년 시한
폭탄을 들고 일본영사관 창고를 대파, 타격을 주었으며 1명의 일제 경찰을 사살하고 밀정 2명을 처단
하였다.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0 임정편V, 상해공동조계공무국경무처 한인독립운동관계문서,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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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제2대 경무국장 김용원,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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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28. 11. 21.)29)
지문
번호

성명

김용원

신장

5척 8촌 4분

이명

군옥, 한갑동, 송점열,
김강산, 송무용

특징

코 좌측 두 개의 점이 있고
등 좌측 팔과 접하는 곳에 두 개의 상처가 있음

촬영

1928년 11월 21일 형사과에서 복사
본적

보존원판

(소)제9558번

충청남도 대전군 기성면 원정리

출생지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2

연령

35세(1928년)

직업
호주와의 관계
인치연월일
인치관서
인치사유

신분

역방

호주의 성명

죄명
처
분
결
과

수
형
사
항

형명, 형기(금액)

제령위반 공갈죄
∙
∙
∙
∙
∙

부모의 성명

징역 2년
1927년 1월 기소 강도교사죄 징역 2년 6월
폐질환으로 재집행정지
1928년 3월 14일 출소
1928년 11월 8일 소재불명 상태

언도연월일
언도관서
공범자 성명
범죄상용수단

비
고

정치요□경인

전과종별과 범수
출옥 후의 거주지
기타

고등과 수배용

해 설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는 1920~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에서 독립운동가 등 4,858
명에 대해 작성한 인물카드로, 광복 후 경기도경찰국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부 기증하여 연구되고 있다.

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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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제2대 경무국장 김용원,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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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0. 4. 15.)30)

성명

김용원

이명

45746
86956

지문번호

1930년 4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
본적

보존원판

(소)12523

충남 대전 기성 원정

출생지
주소
연령
직업

37세(1930년)
신분

죄명
형명 형기

신장

177

강도교사
(1)징역 2년 6월 (2)징역 1년 6월 (3)징역 1년 6월

언도관서

청주지방

입소연월일

1928년 11월 28일

출소연월일

1934년 2월 29일

형무소

서대문형무소

검거관서
수구원지번호
수구
배회지
특징

해 설
1925년 6월 출옥 후 전남, 경남 일대에서 다시 동지규합 및 군자금 모금 등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김용원(제2대 경무국장)은 미행하던 일본인 형사에게 발각되어 1927년 1월 다시 체포되었으며 1928년
11월 강도교사죄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34년 2월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병보석을
받고 출옥하였다. 그러나 옥중에서 얻은 지병으로 인하여 그 해 6월 생을 마쳤다.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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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
독립신문, 경무국 방문기, 1925. 9. 15.(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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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국 방문기

[기사출처] 독립신문, 1925. 9. 15.

경무국 방문기
일기자

그동안 우리 경무국은 민활하고 용감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결과 최근 몇 달
거의 무정부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정치적 야심을 갖고 치안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으며,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협박하던 ‘강도배’들은 무서워 머리를 감싸고 숨어 버려
그 그림자를 구경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의지가 약한 동포를 유인하여 귀화시키며 우리
독립운동자 서로를 이간하여 반목하게 하고, 우리의 운동계획을 알아내 큰 공을 스스로
과시하며 일본 외무성 또는 조선총독부의 기밀비를 받아 배를 채움으로써 뜻을 이루던
일본정탐 ‘하나다 나카가와’ 등은 자신들이 배치했던 정탐선이 끊어져서 매우 당황하며
다시 정탐선을 이어보려고 염치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정탐이 되어 달라는
문자를 보낸다는 소식은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인 동시에 우리 경무국의 성의와 용감을
다시 한 번 찬양하고 감탄하게 된다.
본 기자가 일종의 호기심을 갖고 며칠 전에 경무국 ○○○씨를 찾아가 경무국의 그동
안의 정탐배에 대한 조사 및 처치 성과를 물어본바, 이에 대한 ○○○씨의 대답 중에
김성근･황규성 등의 비밀관계, 북경 금천의 음모 관계 등의 경무국 파탄설은 기자의
충동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김명현･최동윤･김○ 등의 비밀에 대해서는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었는데, 처음부터 경무국 직권을 가진 ○○○씨의 주의를 듣고 이 ‘세 명의 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 명의 개’의 추행을 적어 일반인들이 조심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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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외무성 촉탁 김명현
김명현은 황해도 은율 출생의 29세로 국내에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방탕하고 거침이
없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던 자로서, 몇 년 전 적의 외무성 촉탁이 되어 상해에
들어와 일본 영사관 나카가와(‘마츠모토’)의 지휘 아래 ‘일본의 개’의 일을 하는 동안
가능한 한 독립운동자 중에 신임을 받는 사람들을 갖은 방법을 다해서 교제하며 절실한
독립운동자인 체 자처하여 독립운동자 상호간을 이간하고, 모험 청년을 부추겨서 강도
행위를 하도록 하여 동족 간에 믿음을 잃게 하고, 이로 인해 일본영사관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만드는가 하면 가진 뜻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유인하여 ‘일본의 개’를 만들어
주는 등 흉악한 짓이 매우 많았으니 예를 들어, 의열단에 들어가 그 단체의 내용을 조사하는
동시에 또 청년 동맹회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간부까지 된 후 양쪽에서 충동질을 하여
양 단체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며, 고 장덕진 군을 부추겨서 참사를 당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문 밖에서 망을 보겠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위험을 피하고 한편으로는
공무국에 밀고하여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일망타진 당하게 한 것이며, 나석주를
부추겨서 자기의 권총을 빌려주어 이항진을 협박하도록 했다가 결국 사실이 발각되어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 한동안 홍커우에서 프랑스 조계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며, 이승춘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농락하기 위해 출감 운동비용 천원을 자신이 마련하겠다는 큰소리를
치다가 결국 이 군이 출감 후에 그를 여러 가지로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며, 독립신문사에
약간의 금전을 미끼로 들여놓고 최천호 군을 농락하여 경리부장을 빼내어서 독립신문사를
(그 자 밑에 붙어서 사장을 버린 비루한 자도 있음) 망하게 하려고 한 일이며, 김○○과
3명을 설득해서 홍커우 일본 요리점에 데리고 가서 ‘나카가와’에게 소개하고 정탐으로
만든 사실은 모두 그 자의 정탐적 행위 중 일례라고 한다.
그 자가 그 후 조선총독부 촉탁 ‘오다’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나카가와’가 그를
시기하여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이번에 그 자가 온갖 음모를 갖고 조선으로
갈 때 철저히 비밀을 지켰지만, 우리 경무국에서는 그를 반목하는 ‘나카가와’에게 나온
말로 인해 그가 조선에 들어가서 체포되었다가 다시 방면될 줄까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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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자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되찾는 한편, 운 좋게 나오게 되면 처치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성의 비밀보도에 의하면 그 자가 다시 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금 이 곳에 있는 유혈청년을 속여서 폭탄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
오라고 여비까지 보내주는 흉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더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국내 사회에서는 이 자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자의 간계에
여러가지로 속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리
동지들은 그 자의 꼬임에 넘어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 일본 외무성 밀정 최동윤
이 자는 본적 충청도, 연령 28세의 본래 성이 ‘박’가인 자로, 적의 외무성 밀정의 임무를
맡고 올해 4월경에 상해에 들어와 최동윤이라고 가칭하고 프랑스 조계에 거주지를
두고는 온갖 기괴하고 간교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내정을 은밀히 정탐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이간과 분규를 꾸미다가 당국에서 체포하려는 것을 눈치 채고 지난 6월말 경에
홍커우로 도피하여 숙소를 수시로 바꾸면서 연락처를 어떤 일본인의 집으로 정하고 저열한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 자는 이곳에 온 처음에 모험가로 자처하면서 무기구입에 필요한 돈도 자신이 조달할
수 있고 파괴하는 행동도 자신이 실행할 테니 동지들을 모아 모험단체를 조직하자는 열렬한
주장으로 모험청년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일도 있었고, 정부에서 양해만 해주시면
거금을 갖고 있는 흠치교31)주 ‘차천자’를 끌어내어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리석고
진정한 것 같은 말로 모모 선배를 설득한 일도 있고, 자신이 장차 대자본의 회사를 상해에
두고 상업에 종사하려고 하니 그 때에 무엇이든지 같이 해보자는 말로 좀 곤궁해 보이는
청년을 유인해 보려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외에 그럴듯한 요설을 만들어 내어 이편저편에
흘려 충동질하는 노력을 한 일도 있었다.

31) 흠치교는 증산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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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는 물론 수상한 자로 인식하고 상당히 주의하였으나, 당시 형편에 의하면 이
자의 기이한 술수에 속았던지는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인사, 신임하는 청년들 중에도
이 자와 친근히 지내는 상황이므로 체포･취조를 주저하고 단지 특무 몇 명을 전담시켜
감시하게 하였더니 이 자는 그 특무에게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고 함께
활동하기를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자는 말을 한 후에 무슨 공포심을 느꼈던지
말을 한 후 1시간 미만에 곧 홍커우로 몰래 도망가 당국의 처치를 피하였다.
이 자가 홍커우로 도피한 이후로 노골적으로 귀화운동과 동업자를 구하여 프랑스 조계
교포에게 여러가지 통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겉봉투에는 ‘이정자’, ‘조미옥’ 등
여자의 이름도 사용하고 ‘□ 학교에서 부친다’는 식의 문자도 사용한다. 이런 통신을 받은
교포 중에는 받는 즉시 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이가 많지만, 개중에는 이를 몰래 숨기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것을 몰래 감추는 자에 대해서는 일본에 귀화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몰래 감춘 그 하나만으로도 진실한 동지가 아닌 것이 사실이므로 최 가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처치를 하려고 생각한다.

3. 어리석은 모 단체원 김○
모 단체의 일원으로 있는 김○은 여태까지 일본 정탐 ‘나카가와’와 통하여 여러가지
기밀 관계가 있어 오던 바, 이번 달 전에는 노령에 갈 여비로 금 3백원을 ‘나카가와’에게
청구하였고 ‘나카가와’는 이를 승인해준 일도 있으며, 이 자는 ‘나카가와’가 하얼빈으로
출장갈 때에 ‘김 모’를 ‘오다 미츠루’에게 소개하고 출발한 것은 경무국에서 압수한
‘오다’의 두 서신에 의해 명백히 된 사실이라서 당국에서는 앞서 이 자를 불러 신문한
일도 있었으나, 모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변호하여 말하기를 “이는 자기네 단체에서 적정을
탐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일”이라고 해서 상당한 주의만 주고 불문에 부쳤더니, 이 자는
이후에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추문이 나날이 늘어가며 더욱이 조금도 움츠러들지도
않고 모 단체원 혹은 독립운동자처럼 행세하는 등 당당한 독립운동자들의 눈을 함부로
현혹하려고 하니 이 어리석고도 가증스러운 자를 하루라도 우리의 신성한 독립운동자
영역에 세워두지 않을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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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히려 그 자 한 사람을 처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연루자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관련자를 은밀 조사하기까지는
그 자의 성명을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해 설
상해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창간되었으며, 일제의 끊임없는 탄압과
자금 사정으로 1926년 폐간되었다. 독립신문 제188호 3면의 「경무국 방문기」는 임시정부경찰의 활약상을
보도한 것으로 동포사회의 치안을 지키고, 일제 밀정의 독립운동 방해공작을 차단하는 임시정부경찰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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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 경무국에 군인 채용, 19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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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경무국에 군인 채용

[기사출처] 시대일보, 1924. 5. 18.

(상해) 오랫동안 거의 정무 상태에 있던 임시정부 경무국은 과반 국무총리가 변경되고
신 국무원이 조직됨에 따라서 사무를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모를 일칭 확장하여
대대적 □□을 개시한 바 신임한 국원은 다 중국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군대
에서 소위 혹은 중위로 복무하는 청년 장관들인데 이때에 경무국원 전부를 특별히
군인으로써 채용하는 것은 의미가 자못 깊다고 한다.

해 설
1924년 5월, 중국 군대에 소위 혹은 중위로 복무한 청년 장교들을 경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당시 시대일보 기사이다. 한편 앞서 1923년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과 운동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 임시정부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내부 대립
및 국제연맹에 위임통치안을 주장했던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 건 등으로 인한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이 계속 되었고 결국 이들 대다수가 임시정부를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정치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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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나창헌의 약력, 19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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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나창헌의 약력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6. 9. 24.

별황보도의 폭탄 주범이라는 나창헌(31)은 평북 희천 사람으로 8년 전 3･1운동 때에
경성의학전문학교 대표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잡혀 예심 중 신병으로 보석이 되어 남대문
밖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다시 그 당시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던
그 유명한 대동단 사건에 관계하여 전협(全協)일파와 같이 맹렬한 활동을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그는 상해 방면으로 가서 그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최근 3~4년
전부터 상해에 병원을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하여 나가면서 최근에는 상해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되어 폭발물 종류는 전부 그가 취급하여 왔다고 하며 그는 직접
병인의용대원이 아니나 그 배후에서 가지각색의 상의는 하는 듯하다고 전하였다.

해 설
1926년 4월경 재상해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이 투척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주범으로 지목된 나창헌의
이력을 소개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이다. 1897년 1월 평북 희천에서 출생한 나창헌은 1919년 경성의학
전문학교 재학 시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상해로 건너 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1925년 4월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임명되었다. 또, 경무국 지원단체인 정위단을 조직하였고 동년 11월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교민사회의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26년에는 정위단을
기반으로 병인의용대를 조직하였는데, 병인의용대의 투쟁 방식은 일제 주요 식민통치기관의 파괴, 일제
관리 및 친일 밀정의 처단, 반일 시위운동의 전개 등 의열투쟁 노선을 따랐다. 병인의용대의 주축으로
활동한 나창헌은 이후에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1936년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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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나창헌 씨 별세, 193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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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나창헌 씨 별세

[기사출처] 한민 제5호, 1936. 7. 30.

중국 사천성 만현에서 그 곳 중국 홍십자의원을 맡아 경영하던 나창헌 씨는 지난 6월
26일에 신병으로 별세하여 그 곳에 장례하였다 한다. 그는 일찍이 우리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 되어 직무에 충성하여 공적이 많았고 그 후 의료 사업에 전문하여 항주,
기강, 중경 등지에서 폐병 요양원, 전료원 등을 경영하여 사회에 공헌이 많았다. 그는
열렬한 애국자로서 우리 민족 전도에 대업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공헌이 있었던 바
고국을 다시 보지 못하고 40세를 일기로 하여 이역에서 한을 끼치고 돌아갔으니 우리는
그를 위하여 슬퍼함을 마지 않는다.

해 설
1936년 6월 26일 임시정부 경무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한민』의
기사이다. 『한민』은 백범 김구의 주도로 1935년 11월 항주에서 결성된 한국국민당의 선전활동을 위해
발행한 기관지이다. 이 자료에는 임시정부의 이동시기(1932~1940) 군사위원회의 설치, 광복군 양성
준비 과정, 국내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상황, 독립운동가 현황 및 독립운동 발전 방향 등 독립운동
관련 다양한 기사와 사설 등이 게재되어 있다. 특히 일제의 만주 침략과 상해사변 이후 중･일 양국 간의
전면전을 예견하고 한국 독립운동 진영의 민족연합전선 결성과 중국과의 항일연합전선 결성을 주장하는
사설도 실려 있어 당시 임시정부의 국제 정세 판단과 대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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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고 나창헌 씨의 왕년을 추억함, 1936. 9. 30.

124

Ⅱ.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

해 석

 고 나창헌 씨의 왕년을 추억함

[기사출처] 한민 제7호, 1936. 9. 30.
임시정부가 성립되던 당시부터 임시정부의 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임시정부
의 각원 중 한 분으로 있는 모 씨는 나창헌 씨가 작고한 것에 대하여 그의 열심과 수완을
우리 운동계에 더 나타내지 못하고 일찍이 돌아갔음을 못내 슬퍼하면서 그가 나중에는
임시정부를 위하여 많은 공적을 나타냈으나 처음 상해에 왔을 때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
고 일시 고약한 무리에게 속아서 임시정부 파괴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한때는 당시에 임시정부의 일원이었던 이들이 크게 위험하였는데 그 이는 이제 그 때의
임시정부가 일장□□기에 있는 경과를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나창헌 씨는 본시 평북 희천군 출생으로서 위인이 지극히 강명하고 초년에 경성에 올
라가 대한의원에서 의학을 3년 간 공부하였는데 기미운동이 일어남에 대동단에 가입하
여 활동하다가 상해로 건너왔다. 당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됨에 대하여 이를 파괴
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는데 그 때 황학선이란 자가 적의 사주를 받고 새로 오는 이들을
자기 집에 숙식시키면서 사람들을 꾀어 정부 파괴운동을 일으켰다. 나창헌 군은 처음 와
서 사정은 모르고 악선전만 듣고 분개하는 것을 본 황 가는 나 씨에 대하여 중국 사람에
게 돈을 써서 줄 터이니 힘껏 활동하라 하였다. 나 군은 깜빡 속아 임시정부 파괴운동에
참가하여 내무부를 습격하는데 선봉이 되었다가 당시 청년들이 일어나 잔당 토벌하는 통
에 나 군과 김기제 등이 중상을 입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그들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
를 시켜주고 좋은 말로 회유하였으나 종시 개과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열렬히 반동
운동을 하였다. 당시 경무국장으로 있던 김구 씨가 각 방면으로 엄밀히 조사한 결과 이것
이 황학선이란 적의 사주를 받아 획책한 점을 알아내어 나 군을 청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
었다. 나 군은 깜짝 놀라 잠시 정신이 아득하였다가 서서히 아래와 같이 자백하였다. 자
기는 적의 이용이 되는 줄은 모르고 다만 악선전만 들어 황 가가 주는 돈으로써 모처에
양옥을 세 얻고 민생의원이란 간판을 붙이고 정부 각 원들을 그리로 데려다가 모조리
암살하려 하였는데 경무국장도 죽이려던 축에 들었다 하면서 이제 선생이 나를 이러한
구렁에서 나오게 한 그 은혜를 백골난망이다 하면서 이 대역부도의 행위를 한 죄는 장공
속죄할 터이니 바로 지도하여 달라 하였다. 경무국장은 그 사연을 정부에 보고하여 대양
백원을 주어서 카터르에 최면술 치료소를 내게 하였고 그 후 그는 임시정부 경무국장에
임명되어 앞잡이에게 속은 분풀이로 밀정 여럿을 박살내고 적 영사관에 폭탄을 선물하는
등으로서 임시정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인재가 바른 오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열
렬했던 혁명 동지를 잃은데 대하여는 슬프지 않을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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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백주 돌발한 근래 초유의 대사건, 192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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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 돌발한 근래 초유의 대사건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7. 1. 13.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과 식은(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
권총을 난사하여 일거에 7명 저격
작년 12월 28일 오후 2시경부터 동 30분까지의 동안, 백주에 시내 남대문통 이정목 조선
식산은행과 황금정 이정목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지고 또 권총을 난사하여
동척사원과 경관 등 일본인 일곱 사람을 살상한 후 범인 자기도 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한 근래에 전례없는 중대 사건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비범함을 알고 즉시
신문의 게재를 일체 금지하고(…중략…) 2시 5분 경 다시 식산은행의 정문(…중략…)은행
창구에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은 대부실 담벽 기둥에 맞고 그 아래 떨어졌으나 폭발은 되지
않았다. (…중략…) 식은에 폭탄 사건이 있은 지 약 10분 뒤 동 2시 15분 경에 다시 동양
척식회사에 조금 전에 모를 찾으러 왔던 중국 옷 입은 사람이 신문지 조각에 무엇을 싼
듯한 것을 끼고 들어서며 먼저 바로 정문 안 수위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을 쓰고 있던 조선부
□협회 잡지 기자 고목길강(35)씨를 권총으로 쏘아(…중략…)동척사원 무지광(22)씨가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오며 층층대로 따라 올라오는 것을 또 그의 가슴을 향하고 두 번이나
사격하여(…중략…)경기도경찰부 경무과 근무하는 경부보 전전유차(35)씨가 정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만나 권총으로 또 그의 가슴을 향하고 사격하여 거꾸러뜨리고 전차길을 건너
동쪽으로 달아나는데 (…중략…) 황금정 이정목 삼성당 건재약국 앞 전신주 옆에 이르러
일부러 넘어지며 자기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겨누고 세 방이나 쏘고(…하략…)

해 설
1924년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나석주 의사의 거사 내용이 실린 당시 동아일보 기사이다.
나석주 의사는 국내 의거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천진으로 이동하였고 임시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의거에 성공하는데, 1926년 12월 28일 일제 식민통치의 첨병 역할을 하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
척식주식회사에 폭탄 의거를 감행하여 동척 사원과 일제 경찰을 사살하고 권총으로 자결하여 순국하였다.
그는 일제 관청을 폭파하고 관리를 암살하는 강경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 일원이기도 하였으며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그를 “친하게 믿는 지사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김구 선생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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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

해 석

 중국 관헌된 병인의용대장

[기사출처] 중외일보, 1929. 9. 27.
상해에 있는 조선◯◯32)운동 단체 중 가장 모범 단체로 인정되는 병인의용대 대장으로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던 평안북도 출생의 일명 강창제, 강화조는 그간 중국 경찰관
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던 바 이번에 상해 부근 진강 경찰관서의 중요 간부로 초빙을
받아 취임하였다고 상해 평북경찰관 파견원으로부터 당국에 알려왔다.

해 설
1929년 9월 중국 상해 부근 진강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병인의용대장 강창제(경무국
참사)의 소식을 전하는 기사이다. 병인의용대는 1926년 1월 상해에서 나창헌･이유필･강창제 등의 주도
하에 조직된 단체로서 상해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일제의 모든 시설 파괴 및 일제 밀정 암살 등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대표적인 성과로 1926년 2월 1일 최병선･장진원･김광선이 일제
밀정 박제건을 처단하였으며 동년 4월 8일에는 김광선･김창근･이수봉 등이 상해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또, 동년 9월 15일에는 시한폭탄으로 일본영사관의 정문을 파괴하였다. 그 뒤 활동이 부진
하였으나 강창제 등이 조직을 재정비하여 석현구･유인발 같은 일제 밀정을 주살하는 등 활발한 의열
투쟁을 벌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이 가중되며 활동이 약화되었다.

32) 일제 당국의 검열에 의해 국내에서 발간된 신문 지면상 ‘독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못 하였고
◯◯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한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던 이른바 ‘문화통치’가 기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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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경리 4호 청사
현재 실존하는 건물로 상해 임시정부 시절 가장 오래 머문 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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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통제 경무사/경무과
임시정부는 국내 국민에 대한 행정 및 통치를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국내 전국 각 도에 지방장인 독판 아래에
경무사장, 경감, 경호원 등을 두어 경찰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임시정부가 국내에 대한
경찰 사무를 관철시켜 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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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통제 경무사 근거 법령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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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33)

(상략)
제2조 각 도에 아래 직원을 둠
독판 1인
참사 4인
장서 약간인
경감 2인
기수 약간인
통역 약간인
(중략)
제10조
경감은 경찰 및 위생 사무에 종사함
(하략)
해 설
임시정부는 국내에서의 재정 확보와 임시정부와의 연락 및 선전을 위해 내무부 직할에 연통제를 실시
하였다.
- 1919년 7월 10일 국무원령 제1호 「임시 연통제」를 공포, 12월 1일에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를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 연통제 경찰부서로 각 도 단위에 경무사(경무사는 기밀과･경호과로 구성), 부･군 단위에 경무과를
두고, 직원으로 경감과 경호원을 두어 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교학사, 2008, p.3.

133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도 단위 사무분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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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도 단위 사무분장 규정

(상략)

제6조 경무사에 기밀과와 경호과를 둠
기밀과에서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경호원의 복무와 규율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적의 신 시설에 관한 사항
4. 적의 경찰 및 계엄에 관한 사항
5. 적이 이용하는 유혹 방법 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적정 정찰에 관한 사항
경호과에서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경호 구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인구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3.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4.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5. 부중 경호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에 의세(倚勢, 세력을 믿고 재는)하는 재산가 조사에 관한 사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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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부･군 단위 사무분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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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 12. 1.)-부･군 단위 사무분장 규정

(상략)
제4조 경무과에서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범죄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2. 적의 신 시설에 관한 사항
3. 적의 경찰과 계엄에 관한 사항
4. 적정 정찰에 관한 일체의 사항
5. 적이 이용하는 유혹 방법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에 기세하는 재산가 사찰에 관한 사항
8. 인구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9.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10.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11. 서･청 중 경호에 관한 사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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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단 관계 잡건
상해정보(신언갑, 192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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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상해정보(1922. 10. 16.)34)

문 서 번 호

기밀수(機密受) 제240호 – 고경(高警)제3219호

발

신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

수

신

자

척식국장관 등

발

신

일

1922년 10월 12일

수

신

일

1922년 10월 16일

상해정보
1923년 9월 19일 기록계 접수
(중략)
서로군정서 의무군대 백광운 수원(따르는 자) 8명
대한독립단 총장 이웅해 대원 14명
대한통의부 김덕원 대원 22명
관전동로한교민단장 이형갑 수원 4명
광복군영 변창근 수원 1명
광복군총영 백남준 수원 4명
대한정의군영 박정석 수원 없음
평북독판부(관전현에 있음) 신언갑 수원 10명
3. 상해 고려공산당 수령 윤해가 구독하고 있는 도쿄에서 발행한 사회주의 선전기관지
「대중시보」(언문)의
(하략)
해 설
신언갑(생몰 미상)은 평북 독판부 경무사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1920년 9월에는 내무사장이 되었다.
그는 주로 평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광복군총영, 대한정의군영, 대한광복단군영, 한교회,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통의부를 조직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와 조국 독립에 적극 헌신하였다.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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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제 개정 조직의 기획 발견 검거(최방연, 최필주 19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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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연통제 개정 조직의 기획 발견 검거(1921. 2. 7.)35)

문 서 번 호

고경(高警)제1313호

발

신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수

신

자

식원정직(埴原正直)외무차관

발

신

일

1921년 2월 7일

수

신

일

1921년 2월 7일

연통제 개정 조직의 기획 발견 검거
전에 상해 가정부(假政府)에서는 조선 내에서의 임시연통제 기관의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전부 발견
검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 그 조직에 다소의 개정을 더하여 재차 이 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임시정부원 2명을 간도로 파견하고 함경북도 회령을 중심으로 은밀히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간도에 있는 본부 파견원의 첩보에 의해 이 단서를 얻고 관할 경찰서에서 엄중히 수사한 결과
본 계획의 내용이 판명됨과 동시에 다수의 관계 범인을 검거, 취조한 후 형사 소추에 회부했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관계자 성명
(중략)
동 금생면 133번지 최방훈 또는 최방연(35세, 체포)
(중략)
동 소 113번지 최필주(27세, 체포)
해 설
중국 상해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는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는 연통제를, 국외 동포를
대상으로 거류민단제를 실시하였다.(만주 북간도에는 일찍부터 대한국민의회와 북로군정서가 있었음)
연통제는 1919년 7월에 설치된 이래로 1921년 후반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연통제는 국경과 가까운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의 경우 대체로 무리 없이 실시되었고 경기도･충청남북도에서는 일부
지방만이 실현되었으나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통신 연락, 그리고 자금 수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통제의 비밀조직은
교통국과 함께 임시정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나 일제의 철저한 색출과 검속, 미행에 의해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임시정부 활동의 위축까지 초래하였다.
위 문건에서는 함경북도 회령 지방의 연통제 조직이 발각되면서 정희용, 최필주, 최방연 등이 체포되었
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회령 연통제는 조직이 탄로나자 조직을 다소 변경하였는데, 종래와 같이
각 도의 독판을 내무부 직할로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연락이 용이한 간도에 독판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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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1920년 12월 말일 현재 연통제 도･군 직원 명부36)

< 도 직원 명부 >
도 명

직 명
독

황 해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비 고

판

최석호

내무사장

간병제

재무사장

정달하

교통사장

장홍범

경무사장

김기형

내무사장

윤성운

재무사장

최용훈

독 판 장

안병찬

2년 4월 19일

2년 9월 7일

내무사장

김시점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재무사장

김승만

2년 4월 19일

3년 12월 19일

교통사장

김두만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유응하(2년 9월 21일 취임함)

경무사장

신언갑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여순근(2년 9월 21일 취임함)

김연수

2년 3월 5일

박기태

2년 3월 5일

김창수

2년 5월 13일

이윤병

2년 9월 25일

김이현

2년 9월 25일

재무사장

오명근

2년 9월 10일

교통사장

권승경

2년 9월 10일

경무사장

홍기진

2년 9월 10일

경

감

박원팔

2년 9월 10일

장

서

이봉근

2년 9월 10일

박양봉

2년 9월 10일

참

의

김승환

2년 9월 10일

장

함경남도

성 명

서

신언갑(3년 9월21일 취임함)

3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민족운동연감, 탐구당문화사, 2009,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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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함경북도

직 명

독

판

경

감

장

서

기

수

성 명

임명 연월일

홍성연

2년 9월 10일

허

헌

2년 9월 10일

강영기

2년 9월 10일

윤화락

2년 9월 10일

김창보

2년 9월 10일

김이현

2년 9월 10일

오중묵

2년 9월 29일

최방훈

2년 9월 29일

최필주

2년 9월 29일

최방득

2년 9월 29일

윤치련

2년 9월 29일

이창윤

2년 9월 29일

한동욱

2년 9월 29일

퇴직 연월일

비 고

< 군 직원 명부 >
도 명
경기도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인천

부장

최 응 삼

2년 6월

참사

장 석 우

2년 6월

군감

정 운 회

청주
괴산

서 정 은
경감

김 경 모

참의

정 원 택
조 광 순
조 동 일

충

이 재 춘

북
단양

군감

제천

원 용 갑
이 희 식

참사

현 성 환
김 상 준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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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

박 승 익

참사

원 용 하

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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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보은

군감

이 석 구

재령

최 인 환

군감

한 석 규

참사

김 용 제

군감

최 홍 달

참사

고 익 균

군감

최 홍 기

참사

박 상 설

군감

방 금 신

참사

유 원 봉

군감

장 의 택

참사

장 원 용

군감

이 건 필

참사

노 대 용

해주

군감

노 선 형

평양

부장

김 성 탁

2년 1월 12일

참사

이 영 하

2년 1월 12일

부장

김 지 간

2년 1월 12일

참사

임 치 정

군감

노 인 묵

참사

김 동 원

군감

김 병 순

참사

김 정 민

군감

함 일 형

2년 1월 12일

참사

김 경 념

2년 1월 12일

장서

김 구 범

2년 5월 1일

송화

장연
황해도
신천

은율

서흥

진남포
남

대동

용강

용천

평

퇴직 연월일

김 구 영
참사

안악

평

임명 연월일

김 성 모

북

이 운 규
김 흥 주
경감

황 정 헌

2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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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참의

김 사 선

2년 5월 1일

김 시 건
이 군 즙
이 규 조
장 기 현
의주

군감

송 문 정

참사

신 대 일

장서

박 명 도

2년 4월 19일

김 시 환
유 효 근
경감

독 고 찬

참의

박 경 하
이 창 록
윤 치 간
김 성 갑
고 진 태

정주

군감

조 엽 균

참사

박 병 헌

장서

조 보 석

2년 5월 13일

강 이 형
김 이 렬
이 근 호

영변

태천

구성

경감

박 규 징

군감

지 희 전

참사

명 이 항

군감

배 동 린

참사

김 병 도

군감

이 춘 모

2년 1월 12일

참사

박 찬 계

2년 1월 12일

장서

홍 병 일

2년 5월 1일

안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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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경감

배 전 호

참의

김 형 식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2년 겨울에 사살됨

최 지 관
장 경 전
홍 석 천
홍
운산

창성

식

군감

최 창 렬

2년 1월 12일

참의

김 병 제

2년 1월 12일

군감

강 제 희

2년 1월 12일

참사

강 창 을

2년 1월 12일

장서

선 우 황

2년 5월 1일

장서

강 제 은

2년 5월 1일

강 이 달

2년 5월 1일

강 용 철

2년 7월 6일

김 홍 빈

2년 7월 6일

경감

장 화 윤

참의

강 윤 태
허(김+익)
이 성 서
김 형 원
임 용 섭

벽동

군감

김 석 항

2년 1월 12일

2년 8월 15일

참사

김 영 화

군감

송 석 우

2년 7(8?)월 7일

3년 6월 17일 사살됨

장서

김 승 원

2년 5월 1일

5년 1월 17일

이 가 은

2년 5월 1일

5년 1월 17일

최 상 태

4년 1월 17일

경감

정 석 태

2년 5월 1일

참의

강 찬 홍

2년 7월 24일

김 완 용

2년 7월 24일

김 병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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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김 석 린
김 병 수
삭주

군감

송 영 호

2년 5월 24일

참사

강 종 문

2년 1월 12일

김 석 기

3년 8월 15일

김 서 준

2년 5월 14일

김 정 로

2년 5월 14일

이 관 윤

2년 7월 6일

이 학 주

2년 7월 6일

주 원 건

2년 7월 6일

임 시 형

3년 12월 20일

경감

최 석 준

2년 5월 14일

참의

주 경 규

2년 6월 25일

오 봉 근

2년 6월 25일

이 영 선

2년 6월 25일

최 석 인

2년 6월 25일

최 겸 순

2년 6월 25일

군감

김 수 장

2년 4월 19일

참사

김 낙 주

2년 6월 25일

장서

강계

3년 12월 20일

김 덕 현
박 영 하
양 자 록

면관
2년 9월 1일

김 화 현
강 봉 석
경감

김 상 돈

2년 8월 1일

참사

김 장 송

2년 9월 1일

유 상 우

2년 9월 1일

참의

김 문 식
김 종 락
김 기 철
김 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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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송 병 관
위원

군감

권 형 모

참사

이 재 봉

2년 4월 19일

윤 희 두
송 태 식
송 종 규
안 건 익
이 시 병
김 실 호
경감

김 동 원

참의

송 자 순

2년 5월 1일

박 관 빈
김 택 주
김 낙 표
김 이 구
초산

군감

남 정 봉

참사

조 민 철

장서

김 승 유

2년 3월 5일

김 문 현
이 봉 훈
김 문 희
이 헌 국
경감

최 항 신

참의

김 정 범
이 강 하
홍 종 빈

2년 3월 5일

함 일 규

2년 4월 20일

송 윤 진

2년 3월 5일

2년 4월 25일 사망

안 성 준
자성

군감

김 경 희

2년 3월 5일

참사

이 성 호

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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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장사

박 동 흠

임명 연월일

김 효 중
경감

이 종 백

참의

유 차 거
김 문 평
길 원 무
이 승 주
이 기 형

선천

군감

오 희 갑

2년 5월 12일

후창

군감

김 정 태

2년 8월 1일

참사

김 윤 탁

장서

김 영 석

장서

유 진 태
이 항 덕
허

흘

이 현 풍
경감

김 시 찬

참의

최 영 림
김 중 희
이 동 규
전 원 숙
유 관 하

희천

함흥

함

남

영흥

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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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박 영 봉

2년 9월 1일

군감

양 찬 구

3년 9월 6일

참사

양 정 훈

장사

남 명 선

군감

김

준

2년 1월 12일

참사

박 양 승

2년 1월 12일

군감

한 창 현

2년 1월 12일

참사

조 봉 희

2년 1월 12일

군감

강 기 찬

2년 1월 12일

퇴직 연월일

Ⅲ. 연통제 경무사/경무과

도 명

군 명

홍원

정평

신흥

이원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참사

양 세 환

2년 1월 12일

군감

이 상 종

2년 1월 12일

참사

김 신 근

2년 1월 12일

군감

원 정 준

2년 1월 12일

참사

장 세 환

2년 1월 12일

군감

유 승 해

2년 1월 12일

참사

주

군감

강 현 수

참사

김 병 준

장서

김 하 윤

퇴직 연월일

염
2년 11월 19일

김 운 경
경감

김 창 렬

참의

김

탁

김 양 근
박 태 석
정 계 도
강 석 정
회령
함

북

군감

진 홍 진

2년 1월 12일

참사

김 인 서

경성

군감

이 상 호

2년 1월 12일

경흥

군감

김 문 협

2년 1월 12일

해 설
「조선 민족운동 연감」은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가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인 4월 30일
상해 프랑스 조계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교민단 보관 문헌의 요지를 펴낸
것이다. 이 자료에는 1919년 초부터 1932년 말까지 14년 동안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 사건이나 활동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편집자의 주관을 일체 가미하지 않고 요점만 추려 정리한 사료이다.
위 사료에서는 당시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연통제 경찰(경무사장･경감･경호원)의 명단이 확인
되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운동사』 등 자료에서 김우근, 오학수(이상 평북 독판부 경감),
김택신, 서청산(이상 평북 삭주군 경호원), 김창하, 김치룡, 김태묵, 강병학, 안학세, 이덕수, 이병모(이상
평북 창성군 경호원) 등 11명의 연통제 경감⋅경호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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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
동아일보, 비밀문서 배포, 19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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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비밀문서 배포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0. 8. 7.

씨름판 군중 속에 비밀문서를 배포
지난 7월 30일에 함흥에서는 시민 일동의 주최로 각희회(씨름)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각 촌에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든 때에 비밀문서가 배포되었다는 소문을 경찰서에서
듣고 대활동을 한 결과 비밀문서 두어 장을 발견하여 곧 범인 체포에 힘을 썼는데 박원팔,
김형식 외 수십명이 혐의자로 검거되었다더라.(함흥)

해 설
1920년 함흥에서 열린 씨름판에서 비밀문서를 배포한 박원팔 등이 검거되었다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
이다. 박원팔(생몰 미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방경찰 연통제 경감이었다. 그는 함경남도 독판부 소속
경감으로서 국내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였다. 중국 상해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는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통제와 거류민단제를 실시했다.
1919년 12월에 공포된 「임시 지방 연통제」 및 내무부령 등에서는 지방행정단위인 도, 부･군의 사무분장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찰 및 위생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기구로서 도에는 경무사, 부･군에는 경무과
를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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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회령 폭탄사건 최방연 등 판결, 19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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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회령 폭탄사건 최방연 등 판결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1. 11. 18.

함경북도 회령의 음모 사건 범인은 이번 청진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언도하였더라.
최방연(징역 4년)
김□□▵정희용▵김경욱▵□□□(각 징역 2년 6개월)▵최방득▵최필주▵한동욱▵
이극하▵최환순▵이원식▵채규성▵김희균(각 징역 2년)▵박춘봉(징역 1년)
※ 위는 미결구류일수 150일을 산입한 것
위에 기록한 열네 사람은 서로 공모하여 가지고 회령에 독판부를 설치한 후 연통제
라는 것을 만들고 간도에 있는 배일 조선인 등과 연락을 맺었으며 그 외에 폭탄을 밀수입
하여 회령에 있는 각 관청과 은행과 기타 친일파의 조선인 가옥을 파괴하려 하던 바
사실이 발각되어 당지 경찰서에 모두 체포된 것인데 검사는 그들에게 최저 3년 최고
□년의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필경 위와 같이 판결을 언도하였다. 검사와 판사
사이에 이같이 정도가 심함은 각각 폭발물취체규칙의 법문 해석을 달리함인데 검사의
말은 폭발물에 대하여 착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예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문에 의지하여 집행함이 가하다 하며 판사의 말은 착수하기 전에는 그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데 판사와 검사의 각각 법문 해석을 달리함은 당대 법조계에
흥미를 끌게 된 문제이며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혹 공소할지도 모른다더라.(청진)

해 설
연통제 함북 독판부 경감 최방연(1886~미상)과 최필주(생몰 미상)가 일본 관헌 공격에 필요한 총기를
보관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회령경찰서와 함경북도경찰부에 의해 체포되어 징역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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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시기(1932~1940)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 상해 조계지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1932년 윤봉길 의거 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고난의 이동시기를 겪는다. 1940년이 되어서 중국 국민당의 협조로 중국의 임시
수도였던 중경에 정착하게 될 때까지 8년의 세월 동안 약 6,000여 km를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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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는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해외 국민을 대상으로 민단제를 실시하였다.
비록 간도·노령에서는 1920년 10월 훈춘사건에 이은 경신참변으로,
미주 등지에서는 경비 곤란을 이유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산하 교민 자치단체인 상해 대한교민단을 기반으로
임시정부 산하 기초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상해 대한교민단은 1923년 김구가 내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상해 동포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의 성격을 띠는 의경대를 조직하였다.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강화된 일제의 검열로 활동이 중지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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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 근거 법령
내무부령 제4호 임시 교민단제(19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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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내무부령 제4호 임시 교민단제(1920. 10. 7.) - 임시총판부 사무분장 규정37)

(상략)

제5조 경무사에서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경호원의 복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적정 정찰에 관한 사항
4. 경호 구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 조사에 관한 사항
6.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7.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8. 부 중 경호에 관한 사항

(하략)

해 설
임시정부는 1920년 3월 16일 국무원령 제2호에 따라 이전부터 있던 상해 교민 단체를 내무부 산하로
편입하였고, 1920년 10월 7일 내무부령 제4호「임시 교민단제」공포로 자치권을 강화하였다.
1923년 12월 상해 대한교민단은 산하 경찰 조직으로 의경대를 조직하여, 교민 사회에 침투한 일제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였으며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의경대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으로 「의경대 조례」가 제정되었음이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전해지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남아있지 않아 추후･발굴 연구가 필요하다.

3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교학사, 2008,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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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령단 관계 잡건
불령선인 최천호의 여행 목적에 관한 건(최천호,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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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불령선인 최천호의 여행 목적에 관한 건(최천호, 1924)38)

문 서 번 호

고경(高警) 제3512호

발

신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수

신

자

외무차관 등

발

신

일

1924년 10월 8일

수

신

일

1924년 10월 13일

원적 : 평안북도 의주군 가산면 천감동
최만년 즉 최천호
1900년 7월 20일 생
위 자는 1922년 3월 경 서간도에 갔다가 다시 상해에 도항하여 고 장덕진과 함께
그 곳 교민단, 의경대, 가정부(假政府) 경호대원으로서 우리 관헌의 밀정을 물색하거나
혹은 새 도래자의 휴대금품을 조사, 횡탈하는 등 감히 모든 흉악 행위를 하는 한편
의열단과 (…다음)

해 설
『불령단 관계 잡건』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엮어 만든 문서철로 일본
외무성의 기록이다. 위 기록은 의경대원 및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서 일제 밀정을 탐지하고 처단하는
임무를 수행한 최천호의 동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한 일종의 정보 공유 문서이다. 위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덕진은 1920년 평안남도경찰부 청사와 평양시청, 평양경찰서 등에 폭탄을 투척하여
평안남도경찰부 일부를 폭파하고 일제 경찰 2명을 폭사시키는 등 활발한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상해로 망명한 후 의경대원으로 활약하였으나 1924년 일제 밀정 김명현의 간계에 속아 1924년 8월
중국인에게 저격 당하여 사망한 바 있다. 이에 김구는 친우였던 최천호로 하여금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하였고 일제 당국은 최천호의 발언을 경계하여 주의를 요하는 위 문건을 작성 후 공람한 것으로 보인다.

3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2 관련단체Ⅱ, 교학사, 2009,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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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령선인 최천호의 여행 목적에 관한 건(최천호, 1924)

(의열단과) 연락하여 폭탄 반송의 임무를 맡았다는 정보가 있는 인물임. 동인은 9월
17일 동지 1명과 함께 가정부(假政府)의 사명을 띠고 해로로 천진 경유 북경에 간 것을
재상해 본부 파견원이 탐지하였고 이래 그 진상을 내사 중임. 그런데 최근 탐지한 바에
따르면, 동지 장덕진이 생전(죽으려고 하는 직전)에 가정부(假政府) 내무총장 김구에게
“친형 덕준이 수년전 간도에서 일본군대에게 참살 당했으므로 나는 그 복수를 하기 위
해 오늘까지 전력을 기울였지만 불행히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천명을 마치려
고 한다. 바라건대 선생(김구)이 나를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아주기 바란다”라고 유언
하였음. 그래서 김구는 그 말에 깊이 감동하고 숙려한 결과 생전의 친구였던 최천호에
게 어떤 중대한 임무를 주어 조선(?)에 보낸 것인데 실제로 최천호는 출발 때에 배웅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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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불령선인 최천호의 여행 목적에 관한 건(최천호, 1924)

(배웅)하는 동지와 친구에게 “내가 다시 이 곳에 돌아와서 제군들과 악수할 수 있을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인사하였다고 들었음을 상해 파견원으로부터 견보가 있었음.
언제 귀 지에 들를지 모르므로 엄밀히 주의하기 바라며 이에 통보함.

발송처

외무대신, 척식 사무국장, 재중국공사, 천진･봉천･길림･합이빈(하얼빈)･간도 총영사,
장춘 안동 영사, 조선군 사령관, 조선군 헌병대 사령관, 내무성 경보국장, 경시총감,
가나가와･후쿠이･효고･야마구치･나가사키･후쿠오카 각 부 현지사, 각 도지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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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재상해 불령선인의 근정(프랑스 조계 파견 의경대원 19인, 1925)39)

문 서 번 호

고경(高警) 제470호

발

신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

수

신

자

내각 척식국장 등

발

신

일

1925년 2월 13일

수

신

일

1925년 2월 14일

(상략)
프랑스 관헌의 의도에 영합하고 호감을 얻기 위해 (중략) 최근 일본-프랑스 양국의
관계는 친밀하고 국교도 한층 더 돈독해져 가고 있고 장래에 제반 협조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
(하략)
1조 황채성, 김우진, 김종진, 임긍호, 최걸, 전병구
2조 최충신, 남충렬, 전일, 박영구, 임득봉, 김신
3조 이화천, 김성득, 박계천, 강경선, 변일광, 김천봉, 정구일
해 설
『불령단 관계 잡건』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여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엮어 만든 문서철로 일본
외무성의 기록이다. 위 기록은 의경대를 프랑스 조계 당국에 파견하여 치안 업무에 조력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의 일부로 임시정부는 1925년 초 프랑스 조계당국의 요청을 받아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19명을 3개 조로 나누어 파견하였다. 그들은 조계 외곽의 치안 유지에 동원되었고, 프랑스
조계 당국은 당시 교민단장 여운형에게 서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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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 관한 상해 한인 독립운동자의 행동의 건(이종건･노종균･이덕주, 1931)40)
 시국에 관한 상해 한인 독립운동자의 행동의 건(1931. 11. 15.)

발

신

자

재상해 촌정(村井) 총영사

수

신

자

폐원(幣源) 외무대신

연

월

일

1931년 11월 15일 부

만주사변 이래 특히 일본 배격 운동을 고조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하고 있는 상해 조선인
독립운동자의 정황에 관하여는 누차 보고한 바, 최근에 있어서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민족파 조선인의 상황
(1) 재상해 민족파 조선인 등은 현재의 시국을 이용하여 반일 선전에 노력하여 중국
측에 의지하고자 하고 있던 중 과반 임시정부와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에서
유력 중국 신문 기자 10수 명을 초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중국 측에 파고들도록 책동 중인 모양이다. 안창호는 전에 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회장으로 남북화평회의를 위하여 상해에 체류 중이던 왕정위(汪精衛)를
방문하고 중한합작 항일운동에 관하여 양해를 얻었다. 상해의 호한민(胡漢民)은
전에 자진 통지하여 한국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을 인견하였는데 대일 시국에
관하여 호한민은 조선인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조소앙은 중국정부와 국민당에
파고 들어가 한국 임시정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중한연합군 조직 등을 통해
그 운동자금과 총기 등을 교부 받아 임시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기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일만(日滿)개전에 대해서는 협력하여 일본을 쓰러뜨리고
조선의 독립 실현을 몽상하는 등의 입장에서 양 측이 장시간 간담한 모양이다.
(2) 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회에서는 남북화평회의를 위하여 상해의 염보항(閻寶航),
왕탁연(王卓然) 등 11명을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프랑스 조계 금릉주루에 초대
하고 그 석상에서 안창호는 시국대책에 관하여 중한합작운동과 동삼성(만주)의
4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1 관련단체Ⅰ, 탐구당문화사, 2009, pp.64-66.,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관계로 조판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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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현 정부에 유력한 조선인(흥사단원과 같음)을 두어 만주의 한국인 교포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뜻을 피력하고 별지와 같이 중한합작 후 일본을 타도할
것을 기록한 ‘중국동포에게 경고함’이라는 불온문서를 배포하였다.
(3) 재상해 대한교민단에서는 10월 31일 단장 김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단무의
각 조직 및 단 부속 의경대 직원의 임면을 발표하였다.
임시분과위원회 규정
① 단무를 보조 집행하기 위해 임시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는 서무 재무 심판의 3과를 둔다.
③ 각 분과에 과원 2명을 둔다.
인선
(서무) 차리석 김붕준 최석순
(재무) 선우혁 엄항섭
(심판) 안창호 김은집 김 철
임시모연위원회(임시의연금모금위원회, 단비 보충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송병조 외 6명을 정한다.
임시구분 및 구간사
프랑스 조계 내 9분구 간사 9명
구 영국 조계 1분구 민단 직접
의경대 직원
김창국을 의경대장에 임함
이동초를 동 대원에 임함
김동우 원에 의하여 의경대장을 해임함
서리균 원에 의하여 동 대원을 해임함
해 설
재상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 외무성 정보 기록으로 문건에는 의경대원 이동초(본명
이종건, 1906~1960), 김동우(본명 노종균, 1894~1939), 서리균(본명 이덕주, 1908~1935)등의 임면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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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재상해 불령 조선인 교민단 일파의 불온계획에 관한 건-포고 제2호(김구, 1932)41)

문 서 번 호
발 신 자
수

신

자

발

신

일

선고비(鮮高秘) 제87호
경시총감 장곡천구일(長谷川久一)
내각총리대신 태양의(犬養毅), 내무대신 중교덕오랑(中橋德五郞), 외무대신
방택렴길(芳澤謙吉), 조선･대만･관동 각 경무국장, 도쿄 지방재판소 검사장, 도쿄
헌병대장, 도쿄 경비사령관, 조선 각 도지사, 각 부현 홋카이도, 화견 각 장관
1932년 1월 19일

포고 제2호
대한민국14(1932)년 1월 11일
상해 대한교민단 정무위원장 이유필
부서조직 및 직원 임명에 관한 건
본월 10일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서를 분담하고 간사 및 의경대원을 임명
했음을 포고함.
1. 부서조직
정무위원장 겸 서무부장 이유필
재정부장 김 철
의경대장 김 구
2. 직원임명
간사 최석순, 엄항섭, 안경근
의경대원 김창국, 이동영
해 설
위 문건은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투척했던 한인애
국단원 이봉창의 의거(일명 사쿠라다몬<櫻田門>사건)가 발생한 이후, 상해 대한교민단 및 한인애국단의
후속 행동을 우려한 일제가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람한 정보 보고서 중 일부분이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의경대장에 김구가 임명(1932. 1. 11.)되었으며 김창국과 이동영이 의경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1년 김구는 비밀 조직을 통해 일제 고관 대작 등 주요 인물 제거를 목표로 한인애국단
을 조직하였다. 그는 의열단체인 한인애국단장으로서 이봉창 의거(1931), 윤봉길 의거(1932), 유상근의
일제 고관 폭살 시도(1932) 등을 지휘하면서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인애국단장이자 의경대장 김구의 의열 투쟁 방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
며 의거의 성공을 계기로 한중 항일연합전선이 구축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4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한인애국단Ⅰ, 탐구당문화사, 2008, p.104.

183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3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독립운동 사료
한국인과 한국 정치 단체들(의경대, 193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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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한국인과 한국 정치 단체들(의경대, 1934. 6. 28.)42)

(상략)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시 중요한 세 번째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의경대
(Police Volontaire Coreenne, 義警隊) 또는 ‘병인의용대(Corps des Volontaires
Pyeng-In, 丙寅義勇隊)’라는 두 조직은 사실은 테러 집단에 불과하다. 김구가 이끄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조직은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게페우(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의경대’의 공식적인 대장은 김완태(Kim-Wan-Tai)이다. 그는 최근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왔고 휘하에 7명의 대원을 두고 있다.
Li-Chong
강창제(姜昌濟)
Choi-Chang-Lee
김용구 King-Yong-Koo
King-Ying-Che
(하략)

해 설
위 문건은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상해에서 활동한 의경대에 관해 간략
하게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서구 열강도 의경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하략된 부분에는 약 10년 전 김구가 의경대를 조직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매월 30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의경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경찰 조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42)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
인쇄협회, 2016,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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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산(김익성) 체포 협조 요청(193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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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김수산(김익성) 체포 협조 요청(1933. 9. 8.)43)

생

산

일

1933년 9월 8일

발

신

상해 일본 영사 이시이 이타로

수

신

상해 프랑스 영사관 영사 대리 쿠아파르

상해 일본 영사관
1933년 9월 8일
친애하는 동료 영사에게
한국계 일본 국민인 유인발(柳寅發)에 대한 살인 미수와 관련하여 이달 4일자 편지
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하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조사결과 범인은
한인 김수산(金水山)입니다. 오늘 광둥행 증기선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서명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그의 체포와 관련하여 귀 조계 경찰과의 조율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상해 일본 영사 이시이 이타로
쿠아파르 상해 프랑스 영사관 영사 대리
해 설
위 문건은 1933년 당시 재상해 일본 영사가 밀정 유인발 살인 미수 사건 용의자인 김수산(본명 김익성,
1910~미상)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영사관 측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이다. 김수산은 상해에서 임시
정부를 호위하고 일제의 주구배를 숙청하기 위해 조직된 병인의용대 대원이었으며 1933년 상해 대한
교민단 의경대 명예대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33년 8월 상해 조선인 회장으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유인발의 사살 계획을 세우고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동년 9월 8일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중국 소주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본국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1935년 11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다시 상해로 망명, 항일 활동을 계속하였다.
43)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3, 선인, 2016,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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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이수봉(이성구) 체포 결과 보고(1933. 10. 12.)44)

생

산

일

1933년 10월 12일

발

신

상해 프랑스 영사관 경무국 정무과장, 수사반장

수

신

상해 프랑스 영사

상해 일본 영사관 경무국 정무과 체포 보고서 제310/R호
상해, 1933년 10월 12일
제목 : 한인 이수봉 체포
참조 : 석현구 암살 및 유인발 암살 미수
이수봉이라 불리는 한인은 일본 영사관에서 1933년 9월 2일자로 발급하고 1933년
9월 4일 프랑스 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체포 영장 대상자로 오늘 아침 10시 30분 조프르가
406호 공개평(孔凱平)이 운영하는 한인 약국에서 정치국 형사 에멜리아노프와 부셰리
경장의 도움을 받은 일본 영사관 경찰 사하이키, 하시스메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수색을 받은 이수봉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많은 명함을 지니고 있었는데 명함 왼쪽
위에는 한자로 한국(韓國)이라고 적혀 있었고 우측 모퉁이에는 불어식 표현인 상해
거류민 협회 요원 즉, 상해 대한교민단 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체포된 사람의
신원을 추호의 의심 없이 알려줍니다.
심문을 받은 이 사람은 일본 당국이 발행한 영장이 그와 관계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략)

해 설
위 문건 상 이수봉은 이성구(1896~미상)의 이명이다.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이었던 이성구는 중국 상해
에서 임시정부 수호 및 일제 주구 처단을 위해 조직된 병인의용대 조직에 참여하였고 밀정, 변절자, 친일파
암살 및 일제 주요 기관 파괴에 앞장섰다. 그는 당시 석현구･유인발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고 일본 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된 후 징역 7년의 옥고를 치렀으나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인해
옥사 순국하였다.
44)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3, 선인, 2016,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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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항섭, 박창세, 안공근, 이운산, 송병조, 박찬익 구속영장(193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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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엄항섭, 박창세, 안공근, 이운산, 송병조, 박찬익 구속영장(1933. 11. 22.)45)

생

산

일

1933년 11월 22일

발

신

상해 일본 영사 이시이 이타로

수

신

상해 프랑스 영사 쟈크 메이리에

상해 일본 영사관
1933년 11월 22일
쟈크 메이리에 상해 프랑스 영사에게
친애하는 귀하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6명의 한인에 대해 제가 보내드린
1933년 8월 4일자 서신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귀 조계 경찰과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속 영장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
영장의 기한이 지나버려, 여기 다시 새로운 구속 영장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인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귀 조계 경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엄항섭(嚴恒燮), 박창세(朴昌世), 안공근(安恭根), 일명 이운산(李雲山)으로 불리는
이운환(李雲煥), 송병조(宋秉祚), 일명 박남파(朴南坡)로 불리는 박찬익(朴贊翊)
위에 언급한 사건을 좀 더 조사한 결과, 아래 언급할 다섯 명의 한인이 해당 사건의
공모자일 뿐만 아니라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을 자행한 이들임이
밝혀졌음을 삼가 알립니다. 그러므로 첨부하는 구속 영장 상의 일명 김구(金九), 문일민
(文逸民), 김석(金晳), 일명 김철(金澈)로 불리는 김영탁(金永鐸), 안경근(安敬根) 이상
한인을 체포하는 데에 귀 조계 경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 설
위 문건은 친일분자 암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상기 명시된 인물
중 김구(1876~1949)는 의경대장, 엄항섭(1898~1962)･안경근(1896~미상)은 의경대 간사, 문일민
(1894~1968)･안공근(1889~1940)･김철(1886~1934)은 의경대 명예대원, 김석(1910~1983)은 의경
대원으로 대부분 상해 치안 유지 및 임시정부 수호를 담당하는 의경대 소속 인물들이었다. 엄항섭, 안공근
등은 친일행각을 벌이는 상해한국인친우회 위원장 유인발과 옥관빈의 처단을 주도하였다. 김석, 김철 등은
홍커우 공원 의거 관련 혐의자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 일본 간의 분규로
김석은 곧 석방된 바 있다.
45) 국사편찬위원회,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3, 선인, 2016, pp.65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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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청취서(유상근, 193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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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제2회 청취서(유상근, 1932. 6. 1.)46)

피고인 유 상 근(당 22세)
위의 자는 1932년 6월 1일 대련경찰서에서 본관의 취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음
[문] 처음 상해에 갔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갔는가?
[답]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한 후 공동조계 오마로 영주여관에
투숙하고 먼저 프랑스 조계 노신부로에 있는 조선인 경영 인성 소학교를 찾아갔습
니다. 그 학교를 방문한 것은 상해의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학교를 방문해서
어딘가의 조선인을 소개받을 작정으로 간 것입니다.

해 설
위 문건은 의경대원이자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유상근 의사의 청취서이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국제연맹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는데, 한인애국단에서는 중국 대련에 단원을 파견하여 조사단이
보는 앞에서 일제 고관들을 폭살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상근은
1932년 5월 4일 대련으로 가서 연락책임을 맡은 최흥식, 무기 반입 등의 책임을 맡은 이성원, 이성발
등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거사를 이틀 앞두고 우체국에서의 비밀 전문이 단서가 되어 최흥식이
체포된 데 이어 이성원, 이성발 등과 함께 차례로 체포되었다.
해당 문건은 일제 경찰이 반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유상근 의사는 존댓말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일제가 작성한 문서임을 감안하여야 하며 유상근 의사가 의거 실행 과정을 당당
하게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상황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4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한인애국단Ⅲ, 탐구당문화사, 2008,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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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제2회 청취서(유상근, 1932. 6. 1.)47)

[답] 상해 프랑스 조계 마랑로 화북공우 이웃집을 세 내고 있었습니다.
[문] 상해에 도착 후 교민단에 가서 김구로부터 독립당 또는 기타 불령단체에 가맹
권유를 받았는가, 아닌가?
[답]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당시 어떠한 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았습니다.
[문] 의경대에 네가 가맹한 것은 몇 월이었는가?
[답] 올해 2월초 경이었습니다.
[문] 의경대란 어떤 임무를 맡는 것인가?
[답] 교민단의 한 기관이며 상해 거주 조선인의 질서를 유지하고 반역자를 교정하는
이른바 경찰과 같은 기관입니다.
[문] 어떤 이유로 의경대에 들어갔는가?

해 설
의경대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유상근은 직접 ‘교민단의 한 기관이며 상해 거주 조선인의 질서를 유지
하고 반역자를 교정하는 이른바 경찰과 같은 기관’이라 답하며 의경대가 상해 교민 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4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한인애국단Ⅲ, 탐구당문화사, 2008,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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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제2회 청취서(유상근, 1932. 6. 1.)48)

[답] 한인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김동우가 의경대에 들어와 일을 해달라고
의뢰해서 들어갔습니다.
[문] 김동우와 너의 관계는?
[답] 김동우는 제2의 김구라고 할 만큼 교민단에서 중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났던 사이입니다. 김동우는 이전부터 의경대 대원이며 또 교민단 간사였습니다.
내가 의경대에 들어간 기회는 이동초, 김창국 두 사람이 의경대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 이동초, 김창국이 의경대를 그만 둔 이유는?
[답] 특별히 깊은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 교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에게
물려주어 그만둔 것입니다.

해 설
유상근은 관동청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여순 감옥으로 이감되어 무려 13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광복 하루 전인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일제에 의해 참살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4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0 한인애국단Ⅲ, 탐구당문화사, 2008,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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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이성구,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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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4. 8. 6.)49)
촬영

1934년 8월 6일 경성형무소에서 촬영
성명

이성구

이명

연령

수봉

지문번호

(소)제25094호
96766
85966

1897년 10월 21일

신분

최
근
형

보존원판

상민

직업

없음

신장

본적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리 545번지

출생지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리 545번지

주거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1425

죄명

1. 방화 2.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3.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 형기

징역 7년 6월 / 징역 7년

언도관서

신의주지방법원

입소연월일

1924년 2월 5일 / 1939년 4월 18일

출소연월일

1939년 4월 17일 / 1946년 4월 17일

형무소명

경성형무소

검거관서
기타전과

2

검거
상용 수법 개요

해 설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는 1920~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에서 독립운동가 등 4,858
명에 대해 작성한 인물카드로, 광복 후 경기도경찰국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부 기증하여 연구되고 있다.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이었던 이성구(1896~미상)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1919년 3･1만세 시위에 참여한
뒤 1920년 친일파 김병탁 처단 의거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수호를 위한 외곽단체였던 병인의용대 조직에 참여하였고 한국독립당의 특무공작도 겸하여 밀정, 변절자,
친일파 암살 및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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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이성구,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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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7. 6. 29.)50)
촬영
성명

1937년 6월 29일 경성형무소에서 촬영
이성구

이명

연령

수봉

(소)제34964호

지문번호

96766
85966

신장

165

1897년 10월 11일

신분

최
근
형

보존원판

상민

직업

없음

본적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리 545번지

출생지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고읍리 545번지

주거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1425

죄명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 형기

징역 7년

언도관서

평양복심법원

언도연월일

1934년 3월 16일

입소연월일(시기)

1939년 4월 18일

출소연월일

1946년 4월 18일

형무소명

경성형무소

검거관서
기타전과

1범

검거
상용 수법 개요

해 설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는 1920~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에서 독립운동가 등 4,858
명에 대해 작성한 인물카드로, 광복 후 경기도경찰국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부 기증하여 연구되고 있다.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이성구는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였던 병인의용대 및 정위단에서 활약하였으며
1931년 병인의용대 대장으로서 친일 인사 처단, 식민 통치 기관 파괴 등 의열 활동을 적극 지휘하였다.
그러나 1933년 10월 일제에 의해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으며 1934년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5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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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이명옥,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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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6. 9. 25.)51)
촬영

1936년 9월 25일 경성형무소에서 촬영
성명

이광복52)

연령

지문번호

(소)제32384호
55648 25667

1891년 11월 20일

신분

최근
형

보존원판

상민

직업

만년필 행상

신장

본적

황해도 금천군 호현면 백양리 507번지

출생지

황해도 금천군 호현면 백양리 507번지

주거

상해 프랑스 조계지

죄명

살인,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 형기

징역 금고 13년

언도관서

해주지방법원

언도연월일

1936년 4월 28일

입소연월일

1936년 9월 1일

출소연월일

1949년 8월 31일

형무소명

경성형무소

173

검거관서
기타전과
검거
상용 수법 개요

초범

해 설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는 1920~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에서 독립운동가 등 4,858
명에 대해 작성한 인물카드로, 광복 후 경기도경찰국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부 기증하여 연구되고 있다.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난 이명옥(1896~미상)은 동향 출신의 김구와 가깝게 지냈으며 특히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를 탈출한 김구와 연락을 지속하였다. 그는 김구의 주선으로 의경대원으로 활동
하였으며 상해 한인사회의 질서유지 및 반역자 교정,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
하였다.

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2) 이명옥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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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이명옥,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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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9. 9.)53)
촬영

1939년 9월 경성형무소에서 촬영
성명

이광복54)

지문번호

연령

(소)제42406호
55648 25667

1891년 11월 24일

신분

최
근
형

보존원판

직업

신장

본적

황해도 금천군 호현면 백양리 507번지

출생지

황해도 금천군 호현면 백양리 507번지

주거

상해 프랑스 조계 동신부로 454번지

죄명

살인, 치안유지법 위반

형명 형기

징역 13년을 징역 9년 9월로 (갱신)

언도관서

해주지방(법원)

언도연월일

1936년 4월 28일

입소연월일

1936년 9월 1일

출소연월일

1946년 6월 1일

형무소명

경성형무소

171

검거관서
기타전과

15은사

검거
상용 수법 개요

해 설
1939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이명옥의 인물카드로, 당시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이명옥의
프로필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상 형기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명옥은 1919년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대열에 뛰어들었으며 1920년 1월, 나석주
등과 함께 독립운동 동지를 일제경찰에 밀고한 이수영 등 3인을 처단하였다. 그는 일제의 검거를 피해
만주를 거쳐 1922년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는 이광복, 최영심, 장시옥이라는 가명을 주로 사용
하였으며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5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4) 이명옥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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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동아일보, 상해에 의경 신설, 19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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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상해에 의경 신설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3. 12. 18.
상해에 의경 신설

상해에 오는 타 지방의 동포를 위하여 교민단에서 새로 창설

상해에 거류하는 동포가 요사이에 6~7백 명으로 계산하게 되는 터인데 연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기강이 어지럽게 됨으로써 이것을 기회삼아 우리 사정을
일본 측에 밀고하여 주는 사람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일도 있게 되어 임시정부
경찰이니 또는 무슨 단체의 사람이니 자칭하고 본국이나 또는 다른 지방에서 새로이
와서 상해 사정에 익숙지 못한 사람에게 정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일이 혹시 생기게도
됨으로 상해에 있는 유지들은 대단히 염려하여 모여 앉으면 이 일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와 바로잡을 생각을 많이 하여온 지가 오래되었던 바인데, 근일에 와서는 이것을
상해 교민의 자치권을 가진 교민단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여 머지
않아 의사회를 개최하고 의경 조직에 관한 건을 통과하고 그 직원은 적당한 인물을
선임하여 상해에 있는 동포 사이의 기강을 엄숙하게 정돈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이 실현
되면 독립을 방해하는 자가 접촉지도 못할지며 그 밖에 만일의 유감되는 사건도 생기지
아니하리라고 관측된다더라(상해)

해 설
1923년 12월 상해 대한교민단에서 의경대 조례가 의결된 이래 교민 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한 의경대가
새로이 창설되었음을 보도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이다.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는 1932년 교민단 사무실에
대한 일본 영사관 경찰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검열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중지될 때까지 불순자
검문, 인사검증, 위생사무, 친일분자 처단 등 항일 활동에 관여하였고, 임시정부 수호 및 교민들의 생명
과 재산 보호 등 임시정부경찰로서 치안 활동을 적극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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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장･최 양씨를 임명

[기사출처] 동아일보, 1924. 1. 2.
장･최 양씨를 임명

상해 의경대원으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상해교민단에서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 측에 가까운
자와 불의 행동을 하는 자를 경계하며 증치하기 위하여 의경대를 두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17일 교민단 사회에서 의경대 조례를 통과하고 대원을 물색 중이던 바 장덕진,
최천호 씨 등이 임명되었다더라(상해)

해 설
1923년 12월 장덕진과 최천호가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에 임명된 사실을 보도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이다. 장덕진(1898~1924)은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로 망명하여
광제청년단을 조직하고 광복군총영의 막료로서 무장 활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에는 안경신 등과 함께
광복군총영 제2대 소속으로 평안남도경찰부 청사와 평양시청, 평양경찰서 등에 폭탄을 던져 경찰부 청사
일부를 폭파하고 일제경찰 2명을 폭사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궐석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는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고, 1924년 3월 상해 청년동맹회의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 밀정 김명현(경무국방문기 참조)의 간계에 속아 1924년 8월 중국인에게 저격당하여
광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독립정신을 전수하기 위해 『장덕진전』을
간행하였다.
최천호(1900~1989)는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만주로 건너 가
장덕진 등과 함께 광제청년단에서 활동하였다. 이어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한 그는 1922년
10월 상해 한국노병회에 가입하였다. 1923년 의경대원으로 상해 한인 동포의 보호와 일제 밀정 처단의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1924년 6월부터는 나석주･장덕진 등과 함께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되어 활동
하기도 하였다. 1926년 말에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고자 폭탄을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
하였으나 나석주 의사의 거사로 경비가 매우 엄중하여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중국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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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일보, 해주에서 이광복을 압송, 상해 의경대의 거두, 193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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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해주에서 이광복(이명옥)을 압송, 상해 의경대의 거두

[기사출처] 조선중앙일보, 1935. 7. 26.
해주에서 금천서에

이광복을 압송

기미년 ○○운동 소요 당시 황해도 금천군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부호 2명을
총살하고 상해 방면으로 피신하여 활동을 계속하던 ○○운동의 거두 이광복은 지난
6월 22일 황해도경찰부에 압송 인치된 이래 죽환 경부의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던 중
근일에 취조도 단락을 짓고 다시 25일 사건 발생지인 금천경찰서로 압송하리라는 바
사건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치는 않았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금천 사건에 관련하여
상해에 망명한 후 ○○운동의 영수 김구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경대에 관계하여
상해 사건 또는 2중교 사건 등 직접 행동의 지휘와 군자금 모집, 남경군관학교 입학
알선운동에 활동이 있지나 않은가 한다.

해 설
1935년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활약했던 이명옥(이명 이광복)이 검거된 사실을 보도한 당시 조선
중앙일보 기사이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량을
재평가하고 임시정부와 항일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김구와 중국 국민당 장제스 간의 면담
결과로 중국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여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명옥은 군관학교에 입교시킬 한인 청년들을 모집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압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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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상해교민단의 신사업, 의경대와 학무위원회를 설치, 1924. 1. 4.55)
해 석

 상해교민단의 신사업, 의경대와 학무위원회를 설치, 자치제도와 경찰사무를 확대

[기사출처] 조선일보, 1924. 1. 4.
의경대의 설치,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

상해에는 조선 동포가 많이 거주할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자가 많이 거류
하는 바 그 중에 불량배가 섞여 있어 민족의 이해와 의리의 엄정함을 불고하고 혹 부정한
금전에 팔리기도 하고 혹 교활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여 순한 이성을 위반하고 창귀의
행동을 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여 자태의 위해를 부르고 외면에 실정을 노출하는 자가
있다. 하여 대한교민단에서 자치제도를 충실케 하는 동시에 먼저 의경대를 설치하고
대원과 대장을 두어서 경찰 사무를 집행케 하며 그 총 지휘는 민단장이 장리하기로
하여 지난 달 27일부터 사무를 실시하였다는데 우선 ‘장덕진’, ‘최천호’ 씨를 대원으로
선정하고 ‘김구’씨로 고문을 삼아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하며(…하략)

해 설
1923년 12월부터 상해 대한교민단에서 교민 사회의 치안 유지와 밀정 차단 등을 위해 자치의 일환
으로써 의경대를 설치하여 경찰 사무를 시작하였다는 당시 조선일보 기사이다.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에 의해 활동이 중지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임무를 적극 수행하였다.
55) 원본 기사 대신 조판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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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휘보, 조사 상해 및 남경지방 조선인 사상 상황, 1936. 6. 1.56)
해 석

 조사 상해 및 남경지방 조선인 사상 상황

[기사출처] 사상휘보 제7호, 1936. 6. 1.
의경대

의경대는 1930년 5월 대한교민단에서 당시 왕성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에 대항
하여 민족파의 방위적 임무에 복무하는 경찰기관으로서 설치된 것이다. 그 후 호구
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 단속 등에 종사하였는데, 1933년 여름 무렵부터 흉폭화하여
혹은 상해에 온 자에 대해 일제 밀정의 혐의를 걸거나 혹은 민단에 반대하였다고 해서
폭행을 가하는 등의 일이 있었고 또 석현구의 암살, 유인발의 암살 미수 등을 감행한
결과 이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엄중해졌기 때문에 의경대장 박창세와 대원들은 대부분
진강 방면으로 도피하고 대원 이수봉과 김철은 재상해일본제국총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러서 활동 중지의 상태에 빠졌으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해 설
1930년대 접어들며 의경대는 간헐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당시
의경대는 호구조사와 민단세 징수, 교민 사회의 질서 유지 및 석현구와 같은 일제 밀정을 처단하는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활동도 벌였다. 의경대는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상해를 탈출한 후에도 약 4년 여 간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1936년경에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다.

56) 원본 기사 대신 조판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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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 임시정부 연화지 38호 청사
3층 연립주택 형태로 1층에는 내무부 경위대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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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경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경위대
1940년 긴 이동시기를 거쳐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관제를 개정하고
그동안 정지 상태에 있던 경찰기관을 복원하였다.
1943년 ‘대한민국 잠행관제’가 공포되어 중경 임시정부 중앙 경찰기구로서 설치된 경무과는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에 의해 ‘일체 경찰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였다.
그에 앞서 중경에 도착한 다음 해인 1941년에 조직된 경위대는 1943년 이후의
정부조직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내무부 직속기구로 편성되어
임시정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광복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1

중경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경위대 근거 법령
대한민국 잠행관제(194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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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잠행관제(1943. 3. 30.)57)

(상략)
제2절 내무부
제1조 내무부장은 헌정 준비, 의원 선거, 지방 자치, 경찰 위생, 농상공무, 종교, 자선,
민중단체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통할함
제2조 내무부는 총무, 경무, 사회 3과를 둠
제3조 총무과는 통칙에 의함
제4조 경무과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헌정 준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자치에 관한 사항
2. 국적 및 인구 조사에 관한 사항
3.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항
4.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5.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6. 도서･출판･저작권 및 집회･결사에 관한 사항
제5조 사회과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진재･휼난･자선에 관한 사항
2. 공익･사단･재단 인허에 관한 사항
3. 각 종교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회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위대는 경위대 조례에 의함
해 설
1940년 임시정부가 중경에 새롭게 정착하면서 정부조직법 또한 개편되는데, 내무부 산하 경무국은
1943년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5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천세, 2006, 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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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194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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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1944. 5. 25.)58)

(상략)
제2절 내무부
제49조 내무부장은 헌정 준비, 의원 선거, 지방 시설, 경찰, 위생, 교통, 농상공무, 종교,
진휼 구제 및 인민 단체에 관한 일체 사무를 통할함
제50조 내무부에는 총무･민정･경무 각 과와 경위대를 둠
제51조 총무과는 통칙에 의함
제52조 민정과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2.
3.
4.
5.
6.

헌정 준비 및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지방 기관 및 행정 구역 설폐에 관한 사항
농상공무에 관한 사항
진휼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종교 및 인민 단체에 관한 사항
교통에 관한 사항

제53조 경무과는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2.
3.
4.
5.

일체
질서
국무
징병
국내

경찰에 관한 사항
기율에 관한 사항
및 인구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징발에 관한 사항
정보 및 적정 수집에 관한 사항

제54조 경위대는 경위대 조례에 의함
(하략)
해 설
1944년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도 개정되며 부서 간 고유 업무가 보다 확실하게 분장되었다.
1943년 잠행관제에서 내무부 업무는 부서 간 업무가 혼재되어 있었던 반면, 1944년 5월 잠행중앙관제에서
경무과 업무가 경찰 고유의 업무로 보다 분명해지게 되었다.

5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Ⅴ, 교학사, 2005,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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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 직원 급여 잠행규정(194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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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 직원 급여 잠행규정(1944. 7. 24.)59)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 직원 급여 잠행규정
제1조 직원의 급여는 봉급과 사무보조비의 2종으로 함
제2조 직원 급여의 금액은 부표와 같이 정함
제3조 1인이 수 개의 직을 겸임할 때에는 그 최고직의 분량만을 지급하고 이중 수령
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겸직 중 1개 직의 사무보조비를 중복 수령할 수 있음
제4조 행정 각 부서 중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책이 없는 자에게는 사무보조비만을 지급함
제5조 직원의 취직 일수가 5일 이상 15일까지 된 자에게는 급여의 반 개월 분으로 지급함
제6조 매월 당해 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되 재정의 정형과 시세의 변동을 따라 국무위원
회의 결의로써 급여의 액수를 증감함을 정함
제7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부표
직별

봉급

사무보조비

합계

주석

1,150

○ ○

350

○ ○

1,500

○ ○

부주석

1,050

○ ○

300

○ ○

1,350

○ ○

국무위원

950

○ ○

250

○ ○

1,200

○ ○

부장, 원장, 총장, 위원장, 비서장

850

○ ○

200

○ ○

1,050

○ ○

차장, 부비서장, 서무국장

750

○ ○

150

○ ○

900

○ ○

판공실 주임, 부위원장, 부주임

750

○ ○

150

○ ○

900

○ ○

비서, 과장, 조장, 대장, 대부위원
※ 경무과장, 경위대장,
경위대 대부가 해당

650

○ ○

100

○ ○

750

○ ○

과원, 국원, 서기, 조리, 간사, 대원,
※ 경무과원, 경위대원이 해당

550

○ ○

50

○ ○

600

○ ○

해 설
1943년 공포된 교령 제3호로, 임시정부 초기부터 말기까지 경찰은 봉급을 받고, 활동 예산도 편성한
정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직원의 급여는 봉급과 사무보조비의 2종으로 하며, 경찰 관련 급여는 내무
부장 1,050원, 경무과장･경위대장 750원, 경무과원･경위대원 6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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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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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대한민국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1944)60)

∙ 세입부
절

목

예산액

참고

인구세

377,300

원동 300인, 미주 2,000인
각 해 지방 통화 10元 계산

독립금

545,320

재미 한교 연합회로부터

특종 수입

52,400,000

우방 원조 및 국제 차관

총액

53,322,620

∙ 세출부
항

절

목

예산액

참고

(중략)
36,000
경위비
정무비

경위대
판공비

12,000

경위대
특별비

24,000

교통비

87,300

내왕 선차비

여비

55,200

공무 출장 시

교제비

140,400

각 항 초대비

기밀비

228,500
(하략)

총액

53,322,620

해 설
1943년, 1944년 임시정부 세입･세출 예산서에 경위대 판공비･특별비에 대한 항목이 존재한다.
1944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경위대 판공비 12,000원, 특별비 24,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경위대
총 예산 36,000원은 현재 가치로 약 3,480만원에 해당)

6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천세, 2006, 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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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공보 제71호(김관오･유평파,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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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공보 제71호(김관오･유평파, 1941. 10. 7.)61)

1941년 10월 7일
(상략)
경위대 조직

1941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내무부장이 제출한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을 인준하고
내무부장은 김관오를 경위대 대장으로 유병무를 동 대부로 임명하다.
(중략)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

제1조 경위대는 내무부에 직할하여 일체 경위 사의를 변리함
제2조 경위대에 아래 직원을 둠
대장 부대 각 1인
대원 약간인
제3조 대장은 내무부장의 지휘를 받아 부대 업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
제4조 대부는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함
제5조 대원은 대장의 명령을 받아 부대 업무에 종사함

해 설
위 자료는 1941년 10월 7일 경위대 창설의 법적 근거가 된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의 제정에 따라
경위대가 정식 창설되었음을 알리는 공보이다. 당시 경위대 대장으로 김관오(1901~1965)가, 대부로
유평파(1910~1947)가 임명되었다. 경위대는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
하였다.

6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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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제77호(김관오,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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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공보 제77호(김관오, 1943. 4. 15.)62)

1943년 4월 15일
(상략)
판공실 직원 선임안

1943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엄항섭을 주석 판공실 주임비서로, 안우생 김동진을
동 비서로 선임하다.
내무부 직원 선임안

1943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일명을 내무부 총무과 과장으로, 김관오를 동
경무과 과장으로, 김재호를 동 사회과 과장으로 선임하다.

외무부 직원 선임안

1943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정호를 외무부 총무과 과장으로 안원생을 동
외사과 과장으로 선임하고 동 4월 2일 외무부에서 안우생을 외무부 과원으로, 두군
혜를 동□ 과원으로, 조계림을 동□ 과원으로 선임하다.
(하략)
해 설
위 공보는 1941년 초대 경위대장에 임명됐던 김관오가 당시 임시정부 경찰기관의 수장이었던 경무과
장에 선임된 사실을 담고 있다. 이후 그는 1943년 개편된 「광복군 총사령부 직제」에 따라 고급 참모에도
임명되어 겸직하였으며 1944년 12월에 한국광복군 참모처 제2과장을 맡는 등 대일 항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6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265.

227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공보 제81호(이규학,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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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공보 제81호(이규학, 1944. 6. 6.)63)

1944년 6월 6일
(상략)

직원 선･해임

○ 내무부 직원 선임안
1944년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무부장의 천보에 의하여 권양무(권준)를 내무부
차장으로, 김재호를 동 부 총무과 과장으로, 고일명을 동 부 민정과 과장으로, 이지일
(이규학)을 동 부 경무과 과장 겸 경위대 대장으로 선임하다.
(하략)

해 설
위 공보에서는 이규학(1914~1964)이 김관오에 이어 임시정부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에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제2대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이었던 이규학은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학생의용군에 가담
하여 항일전에 참가하였으며 1940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6기 졸업 후 1941년 광복군 징모처
제3분처 위원 및 정보조장에 선임되어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임시정부 군무부원에 이어
1943년 군무부 군사과장에 선임되기도 한 그는 소위 이규학 사건(이지일 불검사건)으로 의원면직되었는데
이 사건은 경위대장 이규학이 허가 없이 ‘외국정찰원’과 함께 정부에 출입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구타한
사건이었다. 경위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그는 1944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면직되었고, 이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져 모든 공직에서 배제
되었다. 이 사건은 내무차장 권준이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을 겸임하면서 수습되었다. 이규학은 1944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가 해제되었고 광복이 될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계속
활동하였다.

6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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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제82호(민영구 등 10인, 1944)

230

Ⅴ. 중경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경위대

해 석

 공보 제82호(민영구 등 10인, 1944. 9. 10.)64)

1944년 9월 10일
(상략)

내무부 직원 선해임안

1944년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안봉순을 내무부 총무과 과원으로 김신을 동 민정과
과원으로 재무부 주계과 과장 민영구, 동 이재과 과장 박영준, 동 총무과 과원 문덕홍을
각기 내무부 경무과 과원으로 유병무(유평파)를 내무부 경위대 대부로 송수헌, 박용덕,
황영식, 심광식을 동 경위대 대원으로 인준하고 동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지일
(이규학)의 내무부 경무과 과장 겸 경위대 대장의 직을 해임하고 내무차장 권양무
(권준)를 동 부 경무과 과장 및 경위대 대장 겸직으로 선임하다.
(하략)

해 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일종의 관보이다. 관보는 정부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기관지로서, 헌법과 법령의 공포･예산･조약･인사･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공보도 이와 같은 성격으로서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과 각종 법령, 직원의 인사,
국무회의 기사 등 정부의 행정 및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위 자료에서는 민영구
(1909~1976), 박영준(1915~2000), 문덕홍(1902~1949), 유평파(1910~1947), 송수헌(생몰 미상),
박용덕(생몰 미상), 황영식(1913~1969), 심광식(1911~1960), 이규학(1914~1964), 권준(1895~1959)의
경무과 및 경위대 인사 이동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당시 경무과장은 경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제2대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이었던 이규학은 이규학 사건(이지일 불검사건)으로 의원면직되었는데
소위 이지일 불검사건은 경위대장 이규학이 허가없이 ‘외국정찰원’과 함께 정부에 출입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구타한 사건이었다. 경위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그는 1944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면직되었고, 이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져
모든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이 사건은 내무차장 권준이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을 겸임하면서 수습되었다.
이규학은 1944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가 해제되었고 광복이 될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계속 활동하였다.
6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교학사, 2005,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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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보고 문서
별지 제13호(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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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별지 제13호65)(1942. 1. 8.)

임시정부 현 임직원 명단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국무위원 겸임 내무부장 조완구

(중략)

경위대 대장 김관오
경위대 대부 유병무(유평파)
경위대 대원 송복덕
경위대 대원 박수복
경위대 대원 문덕홍
경위대 대원 전월성

해 설
위 자료는 1942년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보고･통보한 각종 문건자료 중 별지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으로서 임시정부 현 임직원 명단 상 경위대장 김관오, 경위대 대부 유평파, 경위대원 송복덕(1895~
1965), 박수복(생몰 미상), 문덕홍(1902~1949), 전월성(생몰 미상)의 이름이 확인된다.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이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임시의정원은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통령을 선출･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6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Ⅴ, 교학사, 2005,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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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26년도 내무부 공작 개황 보고서(1944)66)

갑. 본부 사무 교대와 부서 조직
1944년 6월 11일에 전임 부장 조완구와 신임부장 신익희가 사무교대를 완료하였고
부서 조직은 동 5월 25일에 공포한 잠행중앙관제 제36조에 의하여 6월 13일에 부서를
조직하니 권양무(권준)는 차장, 김재호는 총무과장, 고일명은 민정과장, 이지일(이규학)은
경무과장 겸 경위대 대장, 유병무(유평파)는 경위대 부대장, 안봉순･김신･문덕홍 3인은
과원, 박용덕･심광식･송수헌･황영식 등 4인은 대원으로 임명되어 각각 사무를 분장하여
6월 14일부터 실제 사무를 집행하였음

해 설
위 자료는 1944년 임시정부가 내무부 내 인사 발령 집행 내용을 임시의정원에 보고한 보고서이다.
1944년 6월 당시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 이규학, 경위대 대부 유평파, 경무과원 안봉순(1894~1947),
김신(1922~2016), 문덕홍 및 경위대원 박용덕(생몰 미상), 심광식, 송수헌(생몰 미상), 황영식
(1913~1969)의 발령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 중 김신은 김구의 둘째 아들로 김구의 곁에서 성장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의 장정을
따라 성장한 그는 1944년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하여 비행 훈련을 수료하였다. 그는 같은 해 한국
독립당에 가입한 후 임시정부에서 실무 요원으로 본격 활동에 임하였다. 1944년 6월 내무부 민정과
과원이 된 그는 경무과 과원을 겸직하며 임시정부경찰로도 활동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국내로 귀국
하려 하였으나 김구의 지시로 미국 랜돌프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최정예 비행훈련을 받았으며 6･25전쟁
당시 미국 비행기를 직접 인수하는 등 수많은 공훈을 남겼고 1960년 제6대 공군참모총장이 되었다.
김신은 이후 주중국대사(1962), 교통부장관(1971)을 역임하였으며 독립기념관 건립과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및 백범김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6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Ⅴ, 교학사, 2005,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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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67)(1945)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원 선해임부
(상략)
직명

성명

선임연월일

해임연월일

경무과장

차장 잠겸(잠시겸함)

1944. 7. 10.

1944. 7. 10.

과원

문덕홍

1944. 6. 12.

1944. 10. 16.

과원

민영구

1944. 6. 12.

1945. 1. 22.

과원

박영준

1944. 6. 12.

과원

나동규

1945. 1. 22.

경위대장

이지일

1944. 5. 31.

상동

차장 잠겸(잠시겸함)

1944. 7. 10.

1944. 7. 10.

대부

유병무

1944. 6. 12.

1944. 10. 16.

대원

박용덕

1944. 6. 12.

대원

송복덕

1944. 6. 12.

대원

황영식

1944. 6. 12.

대원

심광식

1944. 6. 12.

대원

이규원

1945. 2. 5.

1945. 2. 19.

(하략)

해 설
위 자료는 1945년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 보고･통보한 각종 문건자료 중 별지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으로서 당시 경무과 및 경위대 직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경무과는 상해 시기 경무국이 경무과로 변경된 것이며, 경위대는 임시정부 요인 및 그 가족, 청사 경호
임무 등을 수행한 중경 시기 임시정부경찰이다.

6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Ⅴ, 교학사, 2005, pp.5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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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임시정부 경위대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편지(194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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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경위대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편지(1942. 1. 8.)68)

발

신

자

주가화(朱家驊)

수

신

자

김구

발

신

일

1942년 1월 8일

백범 선생 보십시오.
군사위원회의 1941년 12월 27일자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 각 부문의 조직 개황,
(2) 한국 임시정부 경위대가 정식으로 성립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및 그 편제와 장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지 상세히 조사하여 특별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연락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저희가 군사위원회에 답할 수 있도록 답장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화 올림
1월 8일

해 설
주가화가 김구와 중국 군사위원회 간에 주고 받은 서신을 통해 내무부 경위대의 설립 목적과 편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경위대는 임시정부 및 소속 기관을 경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편제상으로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1942년 1월 기준으로 10명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무기가 부족한 상황
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위대는 임시정부 행정부
내치의 문제임을 확실히 밝혔다.

6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한국광복군Ⅰ, 천세, 2006,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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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임시정부 현황 보고(1942. 1. 10.)69)

발

신

자

주가화(朱家驊)

수

신

자

김구

발

신

일

1942년 1월 10일

김구 선생 보십시오.
보내주신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 각 부문의 조직 개황에 관한 절략 1건 잘 받았
습니다. 군사위원회에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첨부 문건)
의견
(1) 한국독립당 및 임시정부와 본당은 이미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음
(2) 수시로 한국 혁명운동에 협조하되 내부 사무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과 (4)는 첨부문건의 내용 참조
주가화
1월 10일

6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탐구당문화사, 2008,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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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의 조직 개황 등 현재 상황에 관한 군사위원회의

탐문에 대한 답신(1942. 1. 14.)70)
발

신

자

주가화(朱家驊)

발

신

일

1942년 1월 14일

1941년 12월 29일 군사위원회로부터 감투판일참(感渝辦一參) 대전(代電)을 받았습
니다. 이 대전에서 군사위원회는 (1) 우리 정부가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의
공개적인 활동을 허용하게 된 경과 상황, (2) 이후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방침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가, (3) 한국독립당 및 한국 임시정부 각 부문의
조직 개황, (4) 한국 임시정부 경위대는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는지, 경위대의
편제와 장비는 어떠한 지 등을 조사하여 알려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4) 경위대는 임시정부 내정부에 직속되어 있으며 원래는 대원 50명으로 편제하여 임시
정부 및 소속기관의 원내 경비업무를 맡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편제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에 대원은 10명입니다. 장비는 권총 6자루에 불과합니다. 직무가 원내
경비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 우리 정부에 정식 설립 수속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보고 가운데 (3)과 (4)항은 김구가 보내 온 절략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답신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화 드림
1월 14일

7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탐구당문화사, 2008, pp.16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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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심광식,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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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1936. 5. 30.)71)
촬영
성명

1936년 5월 30일 형사과에서 복사
심광식

이명

연령

보존원판

(소)제31023호

지문번호
당 25세

신분

직업

신장

본적
출생지
주거
죄명
형명 형기
언도관서

최
근
형

언도연월일
입소연월일
출소연월일
형무소명
검거관서
기타전과
검거
상용 수법 개요

남경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불령단체에 투신하여 만주에
잠입, 비밀공작에 종사하여 수배(1936년 5월 20일)
경고특수 제1151호 1936년 6월 3일 경고특수
제1262호(사진송부) 고등과 수배

해 설
일제 주요인물 감시 대상 카드는 1920~40년대 조선총독부 경기도경찰부에서 독립운동가 등 4,858
명에 대해 작성한 인물카드로, 광복 후 경기도경찰국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부 기증하여 연구되고 있다.
경위대원 심광식(1911~1960)은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정의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중국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를 졸업하였다. 또 1942년 10월 24일 중경에서 임시정부
의정원 충청도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44년 6월 경위대원에 임명된 그는 임시정부 청사 경비와
요인의 경호, 교민 사회의 치안 확보 등을 책임졌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백산 지청천의 사위이기도 한
그는 1945년 6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의 서무과장으로 임명되어 광복군 참령으로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복무한 바 있다.
7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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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유신문, 수행 중의 이채, 194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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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중의 이채

[기사출처] 자유신문, 1945. 11. 25.
학병 출신의 네 청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해의 풍상 30여 년 간이라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거든
하루같이 조국의 해방에 그 몸을 바쳐 온 김구 주석 이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인물의
귀국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광명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일행의 여러 요인을 모시고
들어 온 수행원 중에는 일찍이 북중국 전쟁터로 일본의 군복을 입고 일본의 군화를
신고 달렸던 학병 출신 4명이 있다. 이들은 북중국으로 출정하자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도리어 제1선을 돌파하고 용감히 중경 정권을 찾아서 젊은 정열을 바친
것으로 이들은 이원길(이영길), 윤경빈, 백정갑(이상 메이지대), 장준하(일본신학교)의
4명이다. 그들은 그간 중경 임시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또는 광복군의 한사람으로 정계
요인들을 도와온 것이다. 그 중에도 장준하 군은 지난 8월 15일 일본군이 항복을
한 지 일주일 후 22일에 중국 주둔군 미국 장군 「웨데마이야」 휘하 □□ 대좌와 이범석
소장, 김준□, 선능서 씨 등 22명이 비행기로 경성 여의도에 내려 그 당시의 조선군
사령관 상월 중장과 참모장 정□ 중장과 (…하략)
해 설
임시정부 요인이 환국할 당시 이들을 수행하던 경위대장 윤경빈(1919~2018)과 경위대원 백정갑
(1919~2006), 이영길(1912~1973)의 경력을 소개한 당시 자유신문 기사이다. 이들은 모두 학병 출신
이었는데 일제는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을 연달아 일으키며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 수탈을
본격화하였고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강제로 일본군에 동원시켜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들 역시 이 시기에
강제 동원되었으나 곧 일본군을 탈출하여 임시정부 소재지였던 중국 중경으로 가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
하였고, 임시정부 요인･청사 경호를 주로 담당한 경위대의 일원이 되었다. 경위대의 임무는 광복 후에도
이어졌는데 백정갑과 윤경빈, 선우진, 이영길 등은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의 안전을 위해
환국 경호를 책임졌다. 특히 이들은 김구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며 생사
고락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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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자주독립과 민주경찰(백범 김구, 1947. 6. 20.)

<원문>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축사)
現下 重大 時局에 臨한 警察官으로 하여금 民主警察 精神의 涵養을 期圖하며
현하

중대

시국

임

경찰관

민주

경찰

정신

함양

기도

社會人으로서의 常識 及 文化水準을 向上시키는 同時에 民主獨立에 立脚한 確乎한
사회인

상식

급

문화수준

향상

동시

민주

독립

입각

확호

信念을 培養하여 그 至上命令을 能히 實踐할 愛國安民의 新警察을 推進하는데 寄與하
신념

배양

지상

명령

능

실천

애국

안민

신

경찰

추진

기여

기 爲하여 警察機關紙 民主警察을 發刊하기로 決定한 警務部 敎育當局은 나에게 創刊
위

경찰

기관지

민주

경찰

발간

결정

경무

부

교육

당국

창간

祝辭를 求하였다. 그 趣旨에 祝賀할 理由가 充分히 表現되고 있으니 『그대로 되어지
축사

구

취지

축하

이유

충분

표현

이다』 하면 나의 祝辭는 다 될 줄로 믿는다. 그러나 己爲 붓을 잡은 터이니 몇 가지
축사

기 위

所感을 들어서 나의 祝意를 좀 더 充分히 表示하려한다.
소감

축의

충분

표시

1. 吾人이 處한 바 現下 時局은 嚴重하다. 國家的으로는 아직 獨立이 없고 民族的으
오 인

처

현하

시국

엄중

국가적

독립

민족적

로는 아직 民主가 없으며 地理的으로는 南北이 兩斷되고 國際的으로는 分割占領이
민주

지리적

남북

양단

국제적

분할

점령

되고 思想的으로는 左右가 갈리었다. 그 結果로 社會는 混亂하고 人民은 塗炭에
사상적

좌우

결과

사회

혼란

인민

도탄

빠졌다. 그리하되 아직까지 安寧秩序가 크게 破壞되지 않은 것은 警察의 功勞라고
안녕질서

파괴

경찰

공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一般은 警察에 謝意를 表하는 것보다 攻擊을 더 많이
일반

경찰

사의

표

공격

한다. 勿論 警官 自身이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犯한 過誤로 因하여 생기는 正當한
물론

경관

자신

의식적

무의식적

범

과오

인

정당

責難도 있는 것이며 또 惡意에서 나온 謀略的 非難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에
책난

악의

모략적

비난

경우

있어서는 第三者도 警察에 同情할 것이니 그 自身
제삼자

경찰

동정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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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抑屈할 것이 相當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警察 敎育當局은 그 功勞를
억 굴

상당

경찰

교육당국

공로

誇張하거나 自己의 抑屈한 것을 辯明하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過誤만 是正하여서
과장

자기

억 굴

변 명

과오

시정

名實相符한 民主警察을 培養하기에만 努力하려한다. 그 意圖야말로 벌써 民主精神을
명실상부

민주

경찰

배양

노력

의도

민주정신

充分히 表現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警察의 前途를 위하여 祝賀하지 않을 수 없거
충분

표현

경찰

전도

축하

니와 그대로 實現되기를 더욱 懇望하는 바이다. 그리하면 不遠에 우리에게도 民衆
실현

간망

불원

민중

이 싫어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警官만이 奉仕하게 될 것이다.
경관

봉사

2. 우리의 文化는 世界에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先進國家보다 落後한
문화

세계

일반적

선진

국가

낙후

것이다. 더구나 世界는 前進하고 人類는 進步하고 있으니 落後된 우리로서 부지런
세계

전진

인류

진보

낙후

히 學習하지 아니하면 外國으로부터 오는 「獨立國民의 資格이 없으니 爲先 信託이
학습

외국

독립

국민

자격

위선

신탁

나 받으라」는 侮辱은 漸漸 甚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各各 제 職場에서 제
모욕

점점

심

각각

직장

職務에 忠實하는 同時에 社會人, 卽 一個 公民으로서 常識과 文化 水準을 向上시
직무

충실

동시

사회인

즉

일 개

공민

상식

문화

수 준

향상

키지 아니하면 永遠히 奴隸 生活에서 解脫될 수 없는 것이다. 解放者에게서 다시
영원

노예

생활

해탈

해방자

解放을 求하고 있는 우리는 不斷히 學習하여야 할 것이다. 學校에서 工夫하는
해방

구

부단

학습

학교

공부

學生은 勿論이고 學校 外에 있는 一般 同胞들도 學習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

물론

학교

외

일반

동포

학습

警察 敎育當局이 이 點에 着眼하여 『民主警察』을 發刊하게 되며 이로 因하여 一般
경찰

교육당국

점

착안

민주

경찰

발간

인

일반

警官이 學習할 機會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을 祝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경관

학습

기회

축하

3. 自主獨立은 우리의 最高 理想이며 最大 希望이다. 우리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요
자주독립

최고

이상

최대

희망

美國人에게도 蘇聯人에게도 그러한 것이다. 西紀 一七七六年에 美國人이 英國人에
미국

인

소련

인

서기

일 칠 칠 육 년

미국

인

영국

인

게서 피로써 自主獨立을 戰取한 것과 一九二李年에 蘇聯人이 聯合軍의 西伯利亞
자주독립

전취

일구

이 이 년

소련

인

연합군

서 백 리 아

(시베리아) 出兵을 排擊하고 血鬪로써 自主獨立을 爭取한 것은 다 適切한 例다.
출병

배격

혈투

자주독립

쟁취

적절

예

自主獨立이 없는 民族에게는 安樂한 生活이 있을 수 없으며 自主獨立을 無視하는
자주독립

민족

안락

생활

자주독립

무시

世界에는 平和가
세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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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遠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全生命과 全 財産을 賭하여
영원

전

생명

전

재산

도

自主獨立을 戰取하려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淸日戰爭以後에 日本이 우리에게도
자주독립

전취

청일

전쟁

이후

일본

주던 滅國殺民의 毒藥을 內包한 獨立은 다시 받지 아니하려니와 獨立으로 僞裝한
멸 국 살 민

독약

내포

독립

독립

위장

半身不遂의 補劑?도 먹기를 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獨立을 그리워하는
반신불수

보 제

원

독립

國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라도 獨立이라고 주면 다 받아먹지는 아니할
국민

독립

것이다. 오직 우리가 渴望하는 것은 『自主獨立』뿐이다. 그런데 우리 警察 敎育當局
갈망

자주독립

경찰

교육당국

은 우리 警官들에게 이에 對한 確乎한 신념을 培養하기 爲하여 蹶起하였다. 이것
경관

대

확호

배양

위

궐기

이야 말로 나의 가장 祝賀하는 바이며 또한 全國民이 一致하게 祝賀할 바이다.
축하

전

국민

일치

축하

4. 우리에게는 日本帝國主義가 驅使하던 警察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의
일본

제국주의

구사

경찰

당시

警官은 朝鮮을 蔑視하며 朝鮮人을 搾取하던 前衛가 되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경관

조선

멸시

조선인

착취

전위

愛國者를 指稱하여 强盜 殺人, 放火犯이라 하고 갖은 惡刑을 다하였던 것이다.
애국자

지칭

강도

살인

방화범

악형

過去의 狀態가 이러하였으므로 現在의 警察界에도 意識 無意識間에 日帝의 殘滓가
과거

상태

현재

경찰

계

의식

무의식

간

일제

잔재

아직 躍動하고 있으며 挾雜 謀利輩의 出沒이 頻繁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므로 現在
약동

협잡

모리배

출몰

빈번

사실

현재

에 있어서는 新警察의 樹立이 絶對 必要한 것이다. 이 新警察이야 말로 愛國安民
신

경찰

수립

절대

필요

신

경찰

애국

안민

의 新警察이 되어야 하겠다. 日帝가 敗走한 後에 우리 警察이 愛國安民의 警察이
신

경찰

일제

패주

후

경찰

애국

안민

경찰

되어야 할 것은 當然한 事實이지마는 우리 國家가 完全한 獨立을 獲得하지 못한
당연

사실

국가

완전

독립

획득

이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强調하는 것이 아직도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警察
강조

필요

경찰

敎育當局이 이에 重點을 둔 것은 感謝하고도 祝賀할 만한 일이다.
교육당국

중점

감사

축하

끝으로 내가 우리 警官 同志들에게 切望하는 바는 諸君들이 每事에 臨할 때에 먼저
경관

동지

절망

제군

매사

임

自主獨立의 精神에 비추어보고 다음에 愛國安民의 尺度로 재어본 위에 斷行하라는 것이다.
자주독립

정신

애국

안민

척도

단행

해 설
1947년 6월 20일 미군정 당시 경무부 교육국에서 경찰관 교양지 ‘민주경찰’을 공식 발간하면서 김구
선생에게 축사를 의뢰하였다. 김구 선생은 ‘자주독립과 민주경찰’ 제하 ‘민주경찰’ 발간 축하와 조국
치안을 바로잡아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국안민’ 정신을 당부하는 축사를
기고하며 ‘애국안민의 신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뒤이어, 1947년 국립경찰 창립 2주년 기념
특호(4호) 발간 때에는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 축하 휘호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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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주해본’>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축사)
엄중한 시국에 경찰교육 당국은 민주경찰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 상식 및 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확고한 민주 독립의 신념을 바탕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애국안민의
새 경찰’을 양성하고자 ‘민주경찰’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이에 경찰 교육 당국은 나에게
창간호 축사를 부탁하였는데, ‘민주경찰’과 ‘새 경찰’이라는 발간 취지에 축하할 이유가
충분히 나와 있으니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축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왕 붓을 잡은 김에 몇 가지 소감을 더 말하며 축하의 뜻을 충분히 표하고자 한다.
1. 우리들이 처한 현재 시국은 엄중하다. 국가적으로는 아직 독립이 없고, 민족적으로는
아직 민주가 없으며, 지리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고, 국제적으로는 분할점령을 받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좌우가 갈리었다. 그 결과로 사회는 혼란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녕 질서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경찰의 공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에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비판을 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경관 자신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범한 잘못 때문에 받는 정당한 질책과 비난도 있다.
그리고 악의에서 나온 모략적 비난도 있는데, 경찰로서는 억울하겠지만 국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나 경찰교육 당국은 자기의 공로를 과장
하거나 자기의 억울한 것을 변명하려 하지 말고 오직 그 잘못을 고치면서 명실상부한
민주경찰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 의도야말로 벌써 민주정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의 미래를 위하여 축하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
경찰 양성’이라는 목표가 그대로 실현되기를 더욱 희망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리
에게도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는 봉사경찰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우리의 문화는 세계에 자랑할 것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낙후된 편이다.
더구나 세계는 전진하고 인류는 진보하고 있으니 낙후된 우리는 부지런히 학습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오는 독립 국민의 자격이 없으니 우선 신탁이나 받으라는 모욕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제 직장에서 제 직무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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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의 상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방자에게서 다시 해방을 구하고 있는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할 것이다. 학교
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외에 있는 일반 동포들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경찰교육 당국에서 발간한 민주경찰을 계기로 우리
경관들이 학습할 기회를 하나 더 얻게 된 것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3. 자주독립은 우리의 최고 이상이며 최대 희망이다. 우리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나 소련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피로써 쟁취한 것과 소련이 1922년에 연합군의 시베리아 출병을 배격하고
피로써 자주독립을 쟁취한 것은 그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민주독립이 없는 민족
에게는 안락한 생활이 있을 수 없으며 자주독립을 무시하는 세계에는 평화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생명과 재산을 다하여 자주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독립을 주겠다고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우리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을 그리워하는 국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라도 독립이라고 주면
다 받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자주 독립뿐이다. 그런데 우리 경찰
교육 당국은 우리 경관들에게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배양하기 위하여 힘찬 시작을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나와 모든 국민은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낸다.
4. 일제강점기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에 속한 경찰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경관은 조선을 멸시하며 조선인을 착취하던 조직이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애국자
들에게 온갖 악행을 하였다. 현재 우리 경찰에도 의식･무의식 간에 일제 잔재가 아직
남아 있으며, 그릇된 행동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는 게 사
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애국안민의 새 경찰’로 변화되어야 한다. 일제가 패망하고
떠난 후 우리 경찰이 ‘애국안민의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이 점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경찰교육
당국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내가 경관 동지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당부하는 것은 우리 경관들이 ‘자주독립과
애국안민’의 정신을 기준으로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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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 창립 2주년 기념 특집호 민주경찰 표지(1947)
김구는 『민주경찰』에 경찰의 노고 격려, 애국안민 정신을 당부하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특호 발간
때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 라는 축하 휘호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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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확인된 임시정부경찰 총 133명을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다.(’20. 1월 기준)

강경선(康景善)
생

몰 : 1891년 평북 정주 출생, 1930년 사망

주요 경력 :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간사,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3조)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강병학(康炳學)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98년 평북 창성 출생, 1965년 사망

강창제(姜昌濟)

주요 경력 : 임시의정원 의원, 경무국 참사, 의경대원, 병인의용대장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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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준(權晙)
생

몰 : 1895년 경북 상주 출생, 1959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제3대 경무과장, 내무부 차장, 경위대장
주요 활동 :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 의열단의 활동자금을
관리하며 의열투쟁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서

훈 :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김경모(金敬模)

주요 경력 : 대한청년단원, 연통제 충북 괴산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충청북도 괴산군 경감으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대한청년단원으로 군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1년 서울 출생, 1965년 사망

김관오(金冠五)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장, 제1대 경무과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초대 경무과장으로 임명되어 경찰조직을 통솔
하였으며, 경위대장과 한국광복군 고급참모로 활동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 1949년 사망

김 구(金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내무총장, 주석, 한인애국단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자 민주경찰 1호로 상해
교민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일제 밀정을 처단함
서

훈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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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金基瀅)
생

몰 : 1887년 황해도 안악 출생, 1943년 사망

주요 경력 : 연통제 황해 독판부 경무사장,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황해도 독판부 경무사장으로 군자금 모금활동에
주력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름
서

훈 :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김동식(金東植)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원으로 활동, 상해 교민 사회 치안유지
및 임시정부 요인 보호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86년 황해도 장연 출생, 1928년 사망

김보연(金甫淵)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상해 대한교민단 간사 및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시정부를
수호
서

훈 : 2011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김상돈(金商燉)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강계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강계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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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金晳)
생

몰 : 1910년 전남 함평 출생, 1983년 사망

주요 경력 : 한인청년단 이사장,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김성득(金成得)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3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김시찬(金時燦)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후창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후창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22년 중국 상해 출생, 2016년 사망

김 신(金信)

주요 경력 :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원, 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주요 활동 : 백범 김구의 차남이며,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과원으로
활동하였고 광복 후 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역임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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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金信)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2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김영호(金永浩)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의 질서
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김영희(金永熙)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82년 충남 대전 출생, 1934년 사망

김용원(金庸源)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제2대 경무국장, 임시의정원 의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제2대 경무국장으로서 상해 교민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일제 밀정의 잠입을 방지하고 처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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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근(金宇根)
생

몰 : 1896년 평남 안주 출생, 사망년도 미상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독판부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독판부 경감으로 활동하였고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90년 충남 홍성 출생, 1952년 사망

김우진(金宇鎭)
주요 경력 : 임시의정원 의원, 의열단,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상해 한인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였고, 의열단 간부로 활동하며 의열 투쟁을 수행
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1조)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910년 경남 진주 출생, 사망년도 미상

김익성(金益星)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중국군 포병학교 특무장 부관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김일성(金一誠)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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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金宗鎭)
생

몰 : 1901년 충남 홍성 출생, 1931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조직
주요 활동 :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고 대표가 되어
독립운동, 항일계몽운동 등 수행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1조)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85년 강원 홍천 출생, 1944년 사망

김창렬(金昌烈)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북 이원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함경북도 이원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894년 평북 창성 출생, 사망년도 미상

김창하(金昌河)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김천봉(金千鳳)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 유지,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고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
유지 근무(3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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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金澈)
생

몰 : 1886년 전남 함평 출생, 1934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 심판원, 신한청년단원, 임시의정원 의원
주요 활동 : 신한청년당원으로 자신의 가재를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의경대 심판으로 교민사회 치안 유지
서

훈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97년 평남 평양 출생, 사망년도 미상

김치룡(金致龍)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85년 평북 창성 출생, 사망년도 미상

김태묵(金泰黙)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93년 평북 삭주 출생, 1922년 사망

김택신(金澤信)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삭주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삭주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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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택(金顯宅)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김희준(金熙俊)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18년 전남 나주 출생, 1985년 사망

나동규(羅東奎)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과원, 한국광복군 제2지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과원으로 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공작임무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892년 황해도 재령 출생, 1926년 사망

나석주(羅錫疇)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의열단원
주요 활동 :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에 체포된 후 자신을 의열단원이라 밝히고 순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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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헌(羅昌憲)
생

몰 : 1894년 평북 희천 출생, 1936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제3대 경무국장, 대동단원, 병인의용대장
주요 활동 : 순종황제의 인산일에 맞추어 의거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로 대원을 파견하는 등 의거활동 지원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94년 황해도 안악 출생, 1939년 사망

노종균(盧鍾均)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장, 한인애국단원
주요 활동 :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의사의 거사 등을 지원,
대한교민단 의경대장으로 상해 교민사회 치안유지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독고찬(獨孤瓚)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의주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의주군 경감으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대한청년단원으로 군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2년 제주 한림 출생, 1949년 사망

문덕홍(文德洪)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제3지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의 주축 인사이자 김구 주석의 비서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임시정부 요인 신변 보호 및 비밀 임무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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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민(文一民)
생

몰 : 1894년 평남 강서 출생, 1968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광복군총영 폭격대장
주요 활동 : 광복군총영 폭격대장으로 평남도청 경찰부 습격,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교민사회 수호
서

훈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909년 서울 출생, 1976년 사망

민영구(閔泳玖)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과원, 재무과원, 해군사관학교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재무과원으로 주요 요인 가족 생계 지원, 6･25
전쟁 시 해군으로 병력 수송에 힘써 미군 동성훈장 수여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여

생

몰 : 1890년 서울 출생, 1978년 사망

민충식(閔忠植)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제3대 경무국장, 임시의정원 의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제3대 경무국장으로서 상해 교민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사이비 독립운동가･밀정 색출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85년 전남 신안 출생, 1960년 사망

박계천(朴桂千)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고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
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3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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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목(朴圭睦)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
유지,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79년 평북 정주 출생, 1947년 사망

박규징(朴奎徵)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정주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정주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 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박세영(朴世永)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박수복(朴守福)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호,
교민 보호 등 일체의 경위 사무 수행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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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헌(朴承憲)
생

몰 : 1923년 평남 평양 출생, 1982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부위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밀정 색출
서

훈 : 1990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박영구(朴英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2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15년 경기 파주 출생, 2000년 사망

박영준(朴英俊)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과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서무과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과 등에 종사하며 임시정부 수호, 광복군
제3지대 훈련대장, 독립운동가 가족으로 유명(부친
박찬익･아내 신순호･장인 신건식이 모두 독립운동가)
서

훈 :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박용경(朴容卿)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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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朴龍德)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박원팔(朴源八)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남 독판부 경감
주요 활동 : 함흥 시내에서 씨름판에 모인 군중들에게 비밀문서를
배포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음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박제경(朴諸卿)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 사회의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박종익(朴鍾益)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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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朴亨國)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배전호(裵鐫浩)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남 구성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함경남도 구성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19년 평북 용천 출생, 2006년 사망

백정갑(白正甲)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활동하며 광복 전후 김구 등
임정요인들의 경호를 수행, 김구 사망 당시 김구 경호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변일광(邊一光)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파견 근무(3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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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렬(徐相烈)
생

몰 : 1920년 전남 무안 출생, 1977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리처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의
신변을 보호하였고, 광복 후에도 재무부장 조완구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서청산(徐靑山)
생

몰 : 출생년도 미상 평북 삭주 출생, 1920년 사망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삭주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삭주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921년 평북 정주 출생, 2009년 사망

선우진(鮮于鎭)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의 경호
활동에 힘썼고, 특히 백범 김구의 최근접 비서로 활동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91년 평북 의주 출생, 1965년 사망

송복덕(宋福德)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상해 교민사회 치안 유지에 힘썼고,
특히 아들 송병철･송병하와 함께 삼부자 독립운동가
경찰로 유명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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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헌(宋守憲)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호, 교민
보호 등 일체의 경위 사무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20년 평북 정주 출생, 사망년도 미상

승영호(承永祜)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군법무실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호,
요인 보호, 교민 보호 등 일체의 경위 사무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신언갑(申彦甲)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독판부 경무사장, 광복군참리부 법무사장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독판부 경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광복군 참리부 법무사장으로 재만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923년 충남 서천 출생, 1976년 사망

신현창(申鉉昌)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부위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의 경호
활동에 힘썼고, 광복 후 내무부장 신익희를 보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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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申螢澈)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11년 경기 안성 출생, 1960년 사망

심광식(沈光植)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임시의정원 의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경위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임시정부 실무
전반 담당
서

훈 :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96년 황해도 신천 출생, 1978년 사망

안경근(安敬根)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 간사, 한국독립군특무대 조직
주요 활동 : 일본총영사관 소속의 친일파 이종홍을 처단하였고 김구,
안공근과 함께 한국독립군특무대를 조직
서

훈 :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89년 황해도 신천 출생, 1940년 사망

안공근(安恭根)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대한교민단 단장
주요 활동 : 일본 밀정 김정국 처단사건 주도,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 위해 노력, 윤봉길 의사 의거 등 각종 의거 지원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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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순(安奉舜)
생

몰 : 1894년 전남 순천 출생, 1947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과원･총무과원, 임시의정원 의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과원･총무과원을 겸하면서 행정 처리,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 참여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안학세(安學世)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안호상(安浩相)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양철여(楊鐵如)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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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항섭(嚴恒燮)
생

몰 : 1898년 경기 여주 출생, 1962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장, 임시정부 법무부 참사
주요 활동 : 상해 일본영사관의 임정 요인 체포 계획 사전 탐지 및
요인 경호, 대한교민단 의경대장으로서 교민 사회 보호
서

훈 :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76년 평남 중화 출생, 1946년 사망

여순근(呂淳根)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부장, 연통제 평북 경무사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부장으로서 상해 교민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사이비 독립운동가･밀정 색출
서

훈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85년 평북 정주 출생, 사망년도 미상

오학수(吳學洙)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독판부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독판부 경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출생년도 미상 강원 통천 출생, 1945년 사망

유상근(柳相根)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한인애국단원
주요 활동 : 중국 대련에서 최흥식･이성원･이성발 등과 함께 일제
고관 폭살을 기도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어 옥중 순국
서

훈 :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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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만(兪鎭萬)
생

몰 : 1912년 충남 연기 출생, 1966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한인청년단 조직, 한인애국단원
주요 활동 :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등 일제 고관 암살을 위해
이덕주와 함께 공작 실행 중 일제에 체포되어 투옥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910년 평남 강서 출생, 1947년 사망

유평파(劉平波)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주요 활동 : 임시정부가 경위대를 조직하는데 핵심 역할,
경위대 부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 김관오를 보좌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919년 평남 중화 출생, 2018년 사망

윤경빈(尹慶彬)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장,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주요 활동 : 일본 부대에서 탈출해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
경위대장으로 임정 요인 경호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이규원(李圭元)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군법무실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수호,
요인 보호, 교민 보호 등 일체의 경위 사무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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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학(李圭鶴)
생

몰 : 1914년 경기 여주 출생, 1964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제2대 경무과장, 경위대장, 군사과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제2대 경무과장으로서 임시정부 내부 각종
세력을 규합, 이후 중국 북부에서 무장 독립운동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이덕수(李德守)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8년 황해도 신천 출생, 1935년 사망

이덕주(李德柱)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한인애국단원
주요 활동 : 김구의 지시로 유진만과 함께 조선 총독 등 일제 고관
암살을 도모했으나 일제에 체포되어 투옥 중 순국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이동영(李東永)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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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옥(李溟玉)
생

몰 : 1891년 황해도 금천 출생, 사망년도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흥사단원, 한인애국단원
주요 활동 : 나석주와 함께 일제 밀정 3인을 처단하고,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의 질서 유지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921년 평북 정주 출생, 2002년 사망

이문화(李文華)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 부위
주요 활동 : 일본 부대에서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
경위대원으로 활약하며 임정 요인 보호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이병모(李炳模)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호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호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96년 평북 선천 출생, 사망년도 미상

이성구(李成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병인의용대장, 한국노병회원
주요 활동 : 의경대원, 병인의용대장 등을 역임하며 상해 교민 사회
치안유지, 반역자 교정, 호구조사,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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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李永吉)
생

몰 : 1912년 평북 구성 출생, 1973년 사망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임시정부 요인 보호 수행,
선우진과 함께 김구의 말년까지 비서로 활동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이영식(李英式)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이영운(李英雲)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이재곤(李在坤)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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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李鍾乾)
생

몰 : 1906년 충남 천안 출생, 1960년 사망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한족동맹회, 한국광복군 제1지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출입국자들의 신상파악과
독립운동가들의 신변보호 수행
서

훈 :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이종백(李宗伯)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자성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자성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 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이준수(李俊秀)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직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의경대 조직 초기에 나석주, 최천호 등과 함께
경무국과 의경대 간 연락 업무를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이호범(李浩範)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 사회의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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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천(李花天)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3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1년 충남 청양 출생, 1964년 사망

임긍호(林兢鎬)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충남 반민특위 특조위 서기관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황채성･김우진 등과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1조)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임득봉(任得鳳)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2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98년 황해 재령 출생, 1924년 사망

장덕진(張德震)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광제청년단 조직, 광복군총영
주요 활동 : 박태열 등과 함께 광복군총영 제2대에 소속되어 평남
경찰부 청사와 평양시청,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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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붕(張鵬)
생

몰 : 1877년 서울 출생, 1955년 사망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임시정부 교민단장, 제6대 임시의정원 의장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임시정부 교민단장, 임시의정원 의장 역임
서

훈 :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미상

장원택(莊源澤)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대한적십자회 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가 설립한 보건단체인 대한적십자회 십자대에
소속되어 병원 설립과 간호원 및 구호원 양성을 추진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9년 충북 음성 출생, 1969년 사망

장현근(張鉉瑾)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및 서기, 한인청년당 이사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활약하며,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안창호･김덕근과 함께 체포되어 옥고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891년 평북 삭주 출생, 1945년 사망

장화윤(章華潤)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창성군 경감
주요 활동 : 평안북도 창성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이후
연통제 평안북도 창성군 경감에 임명되어 군자금 모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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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성(全月星)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제3지대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 임정 요인들을 보호, 임시정부경찰인
송복덕의 아들 송병철･송병하를 임시정부에 합류시킴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전 일(全日)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2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94년 황해도 은율 출생, 1950년 사망

전재순(田在淳)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연통제 조사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활동했고, 연통제
조사원으로 지역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보고
서

훈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정구일(鄭求一)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3조)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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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구(鄭炳九)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1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정석태(鄭錫台)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벽동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벽동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 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95년 서울 종로 출생, 1945년 사망

정해일(鄭海日)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 남화한인청년연맹 결성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명예 의경대원으로 교민사회 치안을
유지하였고, 아리요시 공사 처단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동
서

훈 :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893년 평북 의주 출생, 1955년 사망

조봉길(曺奉吉)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주요 요인을 보호했고,
임시정부에 군자금 모집･숙박 및 식사 제공 등 활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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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섭(朱耀燮)
생

몰 : 1902년 평남 평양 출생, 1972년 사망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미상

차균창(車均敞)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임시정부 재무부 촉탁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주요 요인을 보호했고,
임시정부 재무부 촉탁으로 국내와 연계하여 자금 모금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차원여(車轅與)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보호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차태여(車軩與)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보호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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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걸(崔傑)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
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1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886년 함북 회령 출생, 사망년도 미상

최방연(崔枋衍)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북 독판부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함경북도 독판부 경감으로, 일본 관헌 공격을 위한
총기를 보관하고 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
서

훈 :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891년 평북 삭주 출생, 1921년 사망

최석준(崔錫濬)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삭주군 경감, 광복군총영, 한족회
주요 활동 : 밀정 처단 등 무장 항일운동을 하였고, 투옥 중 동지가
고문당하는 것을 못 참고 일제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다
총살 당함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1891년 황해 신천 출생, 1934년 사망

최중호(崔重鎬)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대한교민단 의사원
주요 활동 : 데라우치 총독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고,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주요 요인을 보호
서

288

훈 :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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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崔進錫)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서

훈 : 미서훈

생

몰 : 1900년 평북 의주 출생, 1989년 사망

최천호(崔天浩)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의주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활발히 모금, 의경대원으로서
밀정 처단, 사이토 총독 처단을 위해 입국하였으나 실패
서

훈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생

몰 : 미상

최충신(崔忠信)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 파견 근무(2조)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최필주(崔弼柱)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북 독판부 경감, 간도국민회 지회
주요 활동 : 연통제 함경북도 독판부 경감으로 활동하며 치안 유지에
힘썼고, 독립운동 관련 문서 배포･무기보관･군자금 전달
수행
서

훈 :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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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항신(崔恒信)
생

몰 : 1890년 평북 초산 출생, 1925년 사망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초산군 경감, 평북 독판부 초산군 교통국장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초산군 경감 및 교통국장으로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만주 독립 단체와 연계하여 벽동 지역 습격 도모
서

훈 :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

생

몰 : 1898년 함북 종성 출생, 1947년 사망

한낙연(韓樂然)

주요 경력 : 경무국 경호원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호대원으로 활동, 조계지 내 한인 보호 및
독립운동자금 모금
서

훈 :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표창

생

몰 : 1886년 평북 위원 출생, 1923년 사망

홍기진(洪基珍)

주요 경력 : 연통제 함남 독판부 경무사장
주요 활동 : 만주 독립군의 국내 진격 시 거점 제공 등 독립군
지원활동 전개
서

훈 :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

생

몰 : 1913년 경북 영천 출생, 1969년 사망

황영식(黃永式)

주요 경력 : 임시정부 경위대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리처
주요 활동 : 임시정부 경위대원으로서 임시정부 요인 보호,
청사 수호, 교민 안전 유지 등 수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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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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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헌(黃正憲)
생

몰 : 미상

주요 경력 : 연통제 평북 용천군 경감
주요 활동 : 연통제 평안북도 용천군 경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계활동, 군자금 모금 활동 등 전개
서

훈 : 미서훈

생

몰 : 미상

황채성(黃蔡性)
주요 경력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주요 활동 : 대한교민단 의경대원으로서 상해 한인 사회 질서유지,
반역자 교정, 풍기단속, 일제 밀정 색출 등 수행하였으며
1925년 1월 상해 프랑스 조계당국 요청으로 파견되어
조계지 외곽 치안유지 근무(1조)
서

훈 : 미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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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3

4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1

조선민족대표 33인 명의
‘독립선언서’ 발표

17

러시아령 한인들,
대한국민의회 조직 및 독립선언서 반포

하순

상해 프랑스 조계 보창로(寶昌路)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 설치

10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호･관제･국무원 결의 및 인선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 제정

13

임시의정원법 제정
국내 8도와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
등 11개 지방을 구분하여
각 지방선거회에서 의원 선출

22

국무원 차장제 폐지, 위원제로 개정

내무부 위원 10인 :
신익희･윤현진･서병호･한위건･조동진･
배형식･김구･김대지･임승업･최근우

25

상해 프랑스 조계 개자이로(愷自邇路)
장안로(長安里) 민단사무소에서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내무부 산하 경무국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29

내무총장 안창호 취임

10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 발표

16

내무부 국내 특파원 파견 시작

초

임시정부 청사 장안리 교민단 사무소
→ 하비로 321호 이전

1919

6
7

5

국무원 위원제 폐지, 차장제로 개정

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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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총장 안창호
내무차장 신익희 선임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
(아직까지 경찰 관련 조항 없음)

내무부 주요 인선(1919.12. 현재)
내무총장 : 안창호, 내무차장 : 현순
지방국장 : 서병호, 경무국장 : 김구
비서국장 : 이유필
경무국장 김구 선임(~1921.5)

<독립신문> 창간
국무원령으로
‘임시 지방 교통사무국 장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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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25

미주 및 유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할 구미위원부를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

3
6
9

김희준⋅전재순, 경무국 경호원 임명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임시헌법개정안과
정부개조안을 최종 의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임시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10
11

차균창⋅장원택, 경무국 경호원 임명
‘대한민국 임시헌법’ 개정 공포
경무국 지원단체
소독단(消毒團) 활동
(창설 시기 미상)

10

11

3

통합 임시정부 공식 출범
국무총리：이동휘, 내무총장：이동녕,
법무총장：신규식, 재무총장：이시영 등
4명의 각료가 합동 취임식 거행

5

임시의정원 결의로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과 국무원, 각 부처의 조직과
직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관제’ 공포

17

서간도 지역 군사기관 군정부 및
자치기관 한족회가
임시정부의 통치 아래로 귀속

1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 공포･시행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 공포･시행

5

연통제에 관한 내무부령 제2호
‘도 사무분장 규정’
내무부령 3호
‘부군 처무규정’ 공포

연통제 경찰 조직과 기능 제시
(도 단위 경무사<기밀과, 경호과>
설치 및 업무 규정,
부군(府郡)단위 <경무과>
설치 및 업무 규정)

12

1920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새로
공포하였으나 경무국에 관한 사항은
4월 25일 발표한 장정과는
변동사항 없음

국무원 포고 제1호를 발표
러시아･중국 지역에 거주하는
2백만 동포의 통일과
국민개병의 의무 이행을 촉구

1
7

박종익, 경무국 경호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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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내무부 경무국 현황
사무실 소재 : 개자이로 263호
국장 : 김구, 경호부장 : 여순근
경호원 : 박종익･최진석･김희준･차균창･
장원택･김영희･황훈(최중호)･박형국

2

3

24

황훈(최중호)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12

장원택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16

외지에 거류하는 대한인에게 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원령 제2호로
‘임시 거류민단제’ 공포
전재순⋅김희준,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18
8
5

7

임시정부 산하 사관학교 육군무관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 (18명 졸업)

18

박종익,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25

김영희,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30

함남 독판부 경감 박원팔,
비밀문서 배포 혐의로 체포

7
10

11

‘임시 거류민단제’를 폐지하고
내무부령 제4호로
‘임시 교민단제’ 공포

23

이영운, 경무국 경호원 임명

26

박형국,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18

차원여, 경무국 경호원 임명
함북 독판부 경감 최방연･최필주,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체포

12

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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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민단 조례에 의거하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해체,
교민단 조직
경무국장 김용원 선임
(~1924 미상 시기)

5
9

23

11

28

차원여, 경무국 경호원 의원면직
중국 광동 호법정부(護法政府) 국회에
한국 독립 승인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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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1922

1923

1924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10

28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 발기총회 개최
초대 이사장 김구, 한국독립에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군인 양성 및 전비 조성을 목적으로 함

1

3

국민대표회의 개회
임시의장 안창호,
62명의 각지 대표 소집

4

25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탄핵안 제출

5

15

국민대표회의 폐회

말

대한교민단 의경대 조직, 대원으로
장덕진･최천호 등을 임명

1

장덕진･최천호, 의경대원 임명

6

이준수･나석주･최천호,
경무국 경호원 임명

11

김용원,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제령 위반 체포

12

경무국장
손두환 선임(~1925. 4. 28.)

15

프랑스 조계에 의경대원 19명 파견
(조계 외곽 치안 유지 협조)

1

3

1925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4

23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키고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

7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
개정안 공포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28

강창제, 경무국 참사 임명

6
9

경무국 지원단체 정위단 조직
독립신문 제188호,
경무국 방문기 보도

15

11

경무국장 나창헌 선임(~미상 시기)

7

8

홍진 국무령 취임

8

25

홍진 내각 정부 성립

9

26

1926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 시행으로
직제 변경(경무국장→경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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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10

임시의정원에서
김구를 국무령으로 선임

12

전 경무국 경호원 나석주,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의거, 순국

28
‘대한민국 임시약헌’ 개정 공포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실시)

1927

4

11

1929

1

25

1

25

한국독립당 창당

5

5

대한교민단 제8회 의사회 개최

병인의용대장 강창제(전 경무국 참사)
재상해 일본총영사관
파괴 혐의로 체포

1

22

10

31

1931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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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단 조례 개정으로
의경대 재조직
의경대 현황(1930년대)
의경대장 : 박창세
의경대원 : 강창제･김철･김일성･
양철여･이경산･이수봉･이영식
명예대원 : 김영호･김철･김두봉･
문일민･박규목･박제경･
안공근･엄항섭･이호범･
임승영･정해일･최석순

1930

1932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8

조완구･조소앙･김철･이동녕･김구
국무위원에 취임
이종건･노종균, 의경대원 임명
서리균, 의경대원 의원면직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거

11

김구, 의경대장 취임

4

29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거

5

5

임시정부,
상해에서 항주(抗州)로 이동

11

10

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한국혁명당･
의열단･한국광복동지회 등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조직,
선언서 발표

8

17

의경대원 이경산･이운환,
밀정 석현구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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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9

8

임시정부 주요활동

의경대원 김수산,
친일파 유인발 처단 후 체포

10

의경대원 이수봉(이성구) 체포

1

1

진강(鎭江)에서 임시국무회의 소집

2

2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에 한인청년 입교

12

12

한국특무대독립군(韓國特務隊獨立軍)조직
(김구 조직,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한인재학생 등 80여 명으로 구성)

5

의열단･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대한독립당 등
5개 단체가 민족혁명당 창당
‘창립대표대회선언’ 발표

11

항주에서 이동녕･이시영･김구 등이
한국국민당 결성, ‘선언’ 발표

하순

임시판공처 진강 이전

1934

7
1935
11

1936
1937

1938

의경대원 이명옥 체포

상해에서 의경대 활동 정지됨
11

18

국무회의에서 임시판공처를
장사(長沙)로 이전 결정

5

7

남목청(楠木廳) 사건
(현익철 사망, 김구 중상)

1

국무회의에서 임시판공처를
곤명(昆明)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22

임시정부가 장사를 떠나
광주(廣州)에 도착

9

17

임시판공처를 유주(柳州)로 이전

11

30

임시정부가 광주를 떠나
유주에 도착

7

임시정부가 유주를 떠나
기강(綦江)에 도착

5
1939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7

30

국무회의에서 임시판공처를 기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8

27

기강에서 한국혁명운동 통일7단체회의
(7당 통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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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1940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12

6

임시의정원에서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기념일’로 공포

5

9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3당이 통합하여
새로운 한국독립당 창립
임시정부가 기강을 떠나
중경(重慶)으로 이동

9
17

중경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거행
한국광복군 창설

10

9

국무위원 명의로 ‘대한민국 임시약헌’
개정 공포 (단일지도체제 주석제)

1

1

한국청년 전지공작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제5지대(지대장 나월환)로 편제됨

6

4

국무회의에서 미국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주미외교위원장에 선임

10

7

국무회의에서 내무부 산하에 경위대 조직,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 제정

11

28

‘대한민국 건국강령’ 선포

12

10

임시정부 대일선전 성명서 발표

4

20

국무회의에서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으로 편입 결의

3

30

‘대한민국 잠행관제’ 제정･공포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11.5.) 폐지
‘경무국’을 ‘경무과’가 대체
김관오 경무과장 선임

11

국무회의에서 행정 각 부 부장 선임

내무부장 신익희 선임

1941

1942

내무부 부서 조직개편
6
19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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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6

내무차장 : 권준
총무과장 : 김재호
민정과장 : 고일명
김구,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등이 장개석 위원장과 면담하여
임시정부 승인, 광복군 공동작전 참가 및
경제적 원조 요구

경위대 대장에 김관오,
부대장에 유평파(유병무) 임명

경무과장 겸 경위대 대장
: 이규학(이지일)
경위대 부대장 : 유평파(유병무)
경무과 과원 : 안봉순･김신･문덕홍
경위대원 : 박용덕･심광식･
송수헌･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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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8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가
인도 캘커타에 도착하여
영국군과 인도･버마 전선에서
공동작전 수행

11

22

루스벨트･처칠･장제스가
카이로회담에서 장래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선언

12

5

김구 주석이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에 반대하여 일제가
패망하면 한국은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 발표

4

미상

5

6

권준, ‘한국의용경위단’ 조직
제5차 개헌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포

8

국무회의에서 행정 각 부 부장 선임

내무부장 신익희 선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 공포

경무과 업무 민정과와 분리,
1941년 조직된 경위대
내무부 직속기구로 편입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

6

이규학,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 선임

12

유평파 경위대 대부,
송복덕･송수헌･박용덕･황영식･심광식
경위대원 임명
민영구･박영준･안봉순･김신･문덕홍
경무과원 임명

11

이규학, 국무회의에서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 면직
내무차장 권준,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 겸직

28

이규학,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 자격정지’ 처분

16

문덕홍, 경무과원 의원면직

7

10

9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22

25

1944

임시정부 주요활동

5

김구 주석이 장제스 위원장에게
임시정부 승인과 원조를 요청하는
비망록을 제출하고 국내와의 연락 및
지하공작을 위한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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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연표
년

월

일

임시정부 주요활동

임시정부경찰 주요활동

10

16

이범석 광복군 제2지대장이
미국 OSS측에 광복군의
미군 근무를 제의

권준, 국무회의에서 내무차장 겸
경무과장 사직청원 수리
유평파, 경위대 대부 의원면직

1

22

민영구, 경무과원 의원면직

5

이규원, 경위대원 임명

19

송복덕, 경위대원 의원면직

2
28

국무회의에서 독일에 선전포고
OSS 작전위원회에서
광복군 대원들을 훈련시켜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독수리작전’을 승인
한국광복군훈련반 출신 인사로
재편된 경위대 조직
(청사 및 요인 보호)

3

4

3

김구 주석이 이청천
광복군총사령･이범석 제2지대장･김학규
제3지대장･OSS 장교 서전트 대위와
함께 ‘독수리작전’을 승인

10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OSS측에서
OSS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한국으로 즉시 이동시키기로 결정

1945

8

전 의경대원 유상근, 광복 직전
일제에 의해 참살되어 옥중 순국

14

11

15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23

김구 주석･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 제1진 환국 엄항섭
선전부장이 임시정부 환국 성명 발표

1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회 본부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환국봉영회 개최

2

조소앙･홍진 등 임시정부 요인
제2진 환국

1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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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및 국무위원의 환국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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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경찰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위치

상해
중앙
경찰
기구

중경

경찰
기구

제정･개정
헌법

관련 정부조직법

경무국

임시헌장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1919.4.25.)

경무국

임시헌법
(1919.9.11.)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11.5.)

경무국

임시헌법
(1925.7.7.)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1926.9.27.)

경무과

임시약헌
(1940.10.9.)

대한민국 잠행관제(1943.3.30.)

경무과
경위대

임시헌장
(1944.4.2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1944.5.25.)
개정 교령 제2호
‘임시 지방 연통제’(1919.12.1.)
내무부령 제2호(1919.12.5.)
‘도 사무분장 규정’

지방
경찰
기구

경무사

내무부령 제3호(1919.12.5.)
‘부군 처무규정’

상해
교령 제12호
‘임시교민단 감독제’(1920.10.13.)
내무부령 제5호
‘임시총판부 사무분장 규정’(1920.10.14.)

특수
경호
기구

중경

의경대

대한교민단
의경대 조례(1923.12.17.)

경위대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19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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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경찰 기관 창설

1. 정부 구성과 경무국 설치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중국 상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20세기
전반기 상해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였다. 제국주의 열강이 만든 조계는 서구 제국
주의의 중국에 대한 침략 거점이면서 동시에 피압박민족 혁명가들의 선전 거점, 활동
근거지,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해에 모인 신규식 등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1917년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바 있었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 유일무이한 민족의 대표기구를 세우자”는 것으로, 대동단결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10년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양여한 것이며 국내 동포가 일제에 구속되어 있으니 주권 행사의 책임을 해외
동지가 감당해야 한다는 국민주권설을 제창하였다. 나아가 민족대동의 회의를 열어 임시
정부를 수립하자고 천명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수립이 민족 내부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다.72)
그 후 민족의 대동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을 통해 실현되었다. 3･1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독립운동으로 이를 통해 민족적 대동단결의 상징이자 구현체로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72) 조동걸, 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8, 대한민국임시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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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한성(漢城)에 기의(起義)한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平和的) 독립(獨立)을 삼백여주(三百餘州)에 광복
(光復)하고 국민(國民)의 신임(信任)으로 완전(完全)히 다시 조직(組織)한 임시정부
(臨時政府)는 항구완전(恒久完全)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의 복리(福利)에 아(我)
자손려민(子孫黎民)에 세전(世傳)키 위(爲)하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
(決議)로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선포(宣布)하노라”73)
임시정부는 ‘국민의 신임’ 즉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수립되었음을 천명하였다.
계속하여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복벽주의를 청산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되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언
하였던 첫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회
민주주의도 배척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상해의 임시정부 외에도 국내외에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부 수립을 선언한 것은 당시 교통･통신이 부자유스러운 처지에서 보여준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한 민족적 의욕의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노령, 상해, 한성의 임시정부였다. 이들 세 곳의 임시정부는 통합을
추진한 결과 같은 해 9월 상해에서 국내의 한성정부를 계승한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통합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세력과 한인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세력의 통일전선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좌우가 통합된 임시정부의 성립은 그 후
우리 민족운동진영에서 좌우익 통일전선운동이 계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행정부와 의정원으로 구성되고 그 직할조직으로 민단을 두었다. 행정부는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국무총리 아래에 시기에 따라 7∼8개의 부를 두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정부의 인력과 재정의 결정적인 공급선이라 할 수 있는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 행정을 회복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통부는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내에
정부의 기반을 확보하고, 상하 행정기관의 통신, 자금모집 및 국내행정 장악에 그 목적을
두었다. 실제로 임시정부는 평안도･함경도 등 북부지역에는 비밀리에 군수와 면장까지
임명하였고, 행정권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교통국은 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의 연락조직망이었다.
73)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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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구표(1919.11. 현재)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인 1919년 4월 25일 정부의 조직과 체제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장정(大韓民國 臨時政府 章程)’을 공포하였다. 국무총리를 수령으로 한 국무원을
비롯하여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군무부, 법무부, 교통부 등의 정부 부서의 조직, 구성
임무 등을 규정하여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갖추었다. 장정에 의하면 내무총장은 “헌정주비
(憲政籌備)･의원선거･경찰･위생･농상공무(農商工務)와 종교자선에 관한 일체사무를 통할함”
이라 하여, 내무부를 경찰에 관한 최고 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 산하에 경찰기관인
경무국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자세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1919.4.25.) |
제3장 내 무 부
제34조 내무부에는 총장 일인, 차장 일인, 국장 오인, 참사 인, 서기 인을 치(置)함
제35조 내무총장은 헌정주비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 교육 경찰 위생 농상 공무와
종교 자선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제36조 차장은 제27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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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장은 제28조에 의함
제38조 참사는 제29조에 의함
제39조 서기는 제30조에 의함
제40조 내무부는 비서 지방 학무 경무 농상공의 5국을 치(置)함
제41조 비서국은 제32조에 의함
제42조 지방국은 좌개사무를 장리함 .........
제43조 학무국은 좌개사무를 장리함 .........
제44조 경무국은 좌개사무를 장리함
1.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2.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3.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4. 일절 위생에 관한 사무
제45조 농상공국은 좌개사무를 장리함 .........
제91조 본 장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74)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 공포됨으로써 임시정부 최초의 경찰
기관인 경무국이 창설되었다. 경찰의 최고 관청인 내무총장의 보좌기구로서 내무부에
비서국･지방국･농상공국(이것은 미개설)과 함께 경무국이 설치된 것이다. 경무국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②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③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④ 일체 위생에 관한 사무
먼저 ①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이다.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
章程, 1894.7.14.)에 의하면, 제1절 1. 행정경찰의 업무는 민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74) ｢민국법령초집｣, 19쪽(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6권, 대한
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1),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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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게 하는 데 있다. 제1절 4. 행정경찰의 사찰이 충분하지 않아 만약 법률에 위배
되어 수색과 체포에 이르게 되면 사법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행정경찰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마땅히 검사장정 및 사법경무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②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이다. 행정경찰이 일반적인 경찰이라고 한다면 고등경찰은
비밀 결사, 정치 집회, 사상 활동 등 정치에 관계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에 속한다.
위에서 행정･고등경찰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규정된 사료는 없으나 비슷한 시기 자료에
따르면,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고등경찰은 범인동태 감시･조사 등
오늘날 정보･보안･외사업무를 관장하였다.
③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는 정보 보안 관련 사항이다. 일제에 의해 간행된
출판물, 일제에 이로운 서적 등을 검열하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④ 일체 위생에 관한 사무이다. 임시정부 경무국 사무분장 가운데 ‘위생사무’는 일반적인
전염병 예방 업무 외에 주기적인 호구조사･출입통제를 통해 외부로부터 위해를 방지하는
치안통치 수단이다.
이상의 4가지 사무를 통해 임시정부 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거주민
관리 등 국가운영을 위한 총체적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경무국은 위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경찰 사항이 없는 것은
역시 사법권이 임시정부 소재지로 말하면 프랑스 영사관 소관이고 더 넓게는 중국정부나
기타 교포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인은 국제법적으로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영사 재판권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무국에 사법경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국무총리제 대신에 대통령제가 채택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은 1919년 11월 5일 같은 성격의 법률인 ‘대한민국 임시관제
(大韓民國 臨時官制)’로 대체되었다. 내무부는 5국 가운데 학무국이 폐지되고 나머지 4국은
그대로 승계되었다. 경무국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의 규정과 비교해 변
동 사항이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관제’ 가운데 경무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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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11.5.) |
제2절 내 무 부
제1조 내무총장은 헌정주비 의원선거 지방자치 경찰 위생 농상공무와 종교
자선에 관한 일절 업무를 통할함
제2조 내무부에는 비서 지방 경무 농상공의 4국을 설치함
제3조 비서국은 제1절 제6조에 의함
제4조 지방국은 아래 사무를 관장함 .........
제5조 경무국은 아래 사무를 관장함
1.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2.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3.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일절 위생에 관한 사항
제6조 농상공국은 좌개 사무를 관장함 .........75)
그런데 1926년에 가면 경무국에 관한 직제는 다시 한 번 더 변경된다. 경무국의 위상이
다소 축소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 이유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구책으로 1925년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대통령제를 폐지하여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관리
내각을 지향하면서 임시정부는 규모도 작아지고 간소해졌다. 1926년 9월 27일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臨時政府 部署組織 規定)’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부기구도 간소하게 개편
되었다. 이때 경무국에 관한 직제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1926.9.27.) |
제1조 임시정부의 부서는 내무부, 외무부, 군무부, 재무부 및 사법원으로 함
제2조 부원의 책임 주무자는 내무장, 외무장, 군무장, 재무장, 사법장이라 함
제3조 내무장, 외무장, 군무장, 재무장, 사법장은 직권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하야
75)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64-66쪽; 한시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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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책임을 부담함
제4조 내무장은 광복운동자 결속, 치리조사, 교육, 생계, 노동, 사회, 교통, 경찰
및 기타 민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5조 외무장은 .........
제6조 군무장은 .........
제7조 재무장은 .........
제8조 사법장은 법안기초, 광복운동에 관한 사건 및 민사, 형사, 인사소송의
심판 감독 감옥 및 심판기관의 설폐 및 기타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
제9조 각 부원의 직원은 .........
제10조 임시정부는 비서 약간인을 두어.........
제11조 임시정부에는 경무국을 설하고 경무주임 일인, 경무원 약간인을 두어
내무장의 관할 하에서 정부 소재지의 행정, 사법 일체 경찰사무에 종사케 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심판원 약간인을 두어 사법장의 지휘 혹은 주심 하에서 일반
소송사건을 심판케 함
제13조 본 규정은 대한민국 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함76)
1926년에 가서는 내무부 산하 경무국은 국장 대신에 경무주임 1인, 경무원 약간 인을
두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때 경무주임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고 1926년 10월 14일
자로 이계상이 경무원 겸 재무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공보에서는
더 이상 경무국과 관련된 내용이나 인사 발령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경무국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제밀정 및 친일파 처단이나 상해 교민사회의 치안
유지와 같은 이전의 경무국의 역할은 교민단 의경대가 대신하게 되었다.

76)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4호, 1926년 10월 14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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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무국의 조직 및 구성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날 내무총장에 안창호, 차장에
신익희가 선임되었다. 수립 직후 임시정부는 각 부서의 운영에서 차장제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4월 2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의거해 내무부 산하에 경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경무국 직원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4월 22일 다시 차장제를 폐지하고 위원제로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내무부는 차장 대신 10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운영되었다.
신익희, 윤현진, 서병호, 한위건, 조동진, 배형식, 김구, 김대지, 임승업, 최근우77)
정부 출범 초기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임된 김구는 내무부 차장급에 상당하는 내무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78) 한편 김구는 4월 21일부터 열린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79) 여하튼 김구는 초대 내무총장 안창호 휘하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내무부 위원으로서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상해 교민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업무를 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경무
국장이 임명되고 구성원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수호와 교민사회 치안유지 등
경찰 업무가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무부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위원이었던
김구가 휘하의 청년들을 거느리고 경찰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구는 5월 25일 미주에서 상해로 온 안창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경호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규갑(李奎甲)에 의하면,
“나는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여 상해에 망명해 있던 우리 청년들을 조직화하고 있었는데,
5월 15일경에 김구 경무국장이 찾아와서 17일에 도산이 상해에 들어오는데 신변이 위태
하니 대한청년단 대원들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다”80)고 한다. 물론 아직은 김구가 경무
국장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이 회고를 통해 김구가 경무국장 취임 이전인 5월에 내무
77) ｢內務部前･現職員表｣, 내무총장 이동녕 → 임시대통령 이승만, 內務部經過狀況報告의 件, 1920년 12월
20일(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7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2),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10쪽).
78) 김구의 상해 도착 날짜는 대략 1919년 4월 20일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9)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임시의정원Ⅰ, 2005.
80) 李奎甲, ｢漢城臨時政府樹立의 顚末｣, 신동아 1969년 4월호,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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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서 임시정부와 그 요인들의 경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김구가 1919년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한 안창호에 대한 경호를 자임하고 나섰다.81)
1919년 8월 5일 위원제는 폐지되고 다시 차장제로 개정되었다. 차장제를 다시 부활하여
아직 상해 임시정부에 부임하지 않고 있는 총장들 대신에 차장들이 각 부의 업무를 관장
하도록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던 내무총장 안창호는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찾아서 직접 차장들을 선발했다. 그리하여 각 부의 차장들과 직원들이 선임
되었는데, 내무부는 다음과 같다.
∙ 내무차장 : 현순
∙ 지방국장 : 서병호
∙ 경무국장 : 김구
∙ 비서국장 : 이유필82)
내무위원이 폐지되고 차장제로 개정되면서 경무국장도 임명되었다. 차장제로 개정된
것은 8월 5일이었지만 경무국장이 임명된 것은 8월 12일이었다.83) 경무국은 1919년
8월 12일 김구가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구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무국장 외에
경호원들도 임명되었다. 김희준, 전재순이 1919년 9월 3일자로 경호원에 임명되었다.84)
이어 9월 9일에는 차균창과 장원택이 경호원으로 임명되었다.85) 다음 해인 1920년 1월
81)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3권, 제2부 임시정부를 짊어지고 1919∼1945(1), 조선뉴스프레스, 2015,
128쪽. 그 후 안창호가 1919년 9월 11일 노동국 총판으로 임명된 뒤에도 김구는 계속해서 안창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갔다. 더욱이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김구는 처음부터 임시
정부에서 고위직에서 활동하였으며 백범일지에서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겸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82) ｢內務部 經過狀況 報告(內務部 呈文 第16號)｣, 내무총장 이동녕 → 임시대통령 이승만, 部經過狀況報告의
件, 1920 년 12월 20일(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7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2),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38쪽); 조선민족
운동연감의 임시정부 내무부 직원명부(1919년 12월 말일 현재).
83) 위의 ｢內務部 經過狀況 報告(內務部 呈文 第16號)｣에 의하면, “元年 8月 5日에 委員制를 廢止하고
次長制로 다시 改正되야 職員이 左와 如히 任命되다. 次長 玄楯, 地方局長 徐丙浩, 警務局長 金九, 秘書局長
李裕弼”라고 하여 경무국장이 1919년 8월 5일에 임명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무국장 임명 날짜는
1919년 8월 12일이다.
84)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호, 1919년 9월 3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85)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3호, 1919년 9월 1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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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는 박종익이 경호원으로 임명되었다.86)
김구는 경무국장을 1919년 8월 12일부터 1921년 5월까지 역임하였다.87) 백범일지
에는 5년을 역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88) 이는 경무국장을 그만 두고 1922년 내무총장
으로 취임한 뒤에도 경무국의 직무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89) 자료상으로
김구는 2대 내무총장이었던 이동녕에 이어 1922년 9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내무총장을
역임하였다. 그 후 내무총장은 이유필이 역임하였다.90)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는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정립, 일제의 공세로부터 임시
정부를 수호하고 임시정부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기간 내내 사실상 경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휘하여 지속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어 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부서에 인원이 충원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광수의 회고에 따르면,
군무부와 학무부는 당장 업무가 없었으므로 아예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실제로 업무를 본 것은 안창호가 총장으로 있는 내무부였다. 내무부는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내무행정이라면
상해 거류민 중에 밀정을 단속하는 경무국 일밖에 없었다”91)라고 하여 과장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경무국의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92)
1919년 8월 12일자로 경무국장에 임명된 김구는 때마침 하비로(霞飛路) 321호 청사에
입주한 임시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갓 수립된 임시정부는 독립 청사가
없이 장안리(長安里) 교민단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다가 8월 초에 번듯한 하비로 321호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9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창호는 차장제를 부활하여 차장들이
86)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0호, 1920년 1월 2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8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총목차･연표･직원록, 2011, 358~359쪽.
88)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배개, 1997, 302쪽.
89)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배개, 1997, 308쪽. 1922년 경무국에 근무하던 한태규 관련
사건의 경우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김구는 경무국장을 그만둔 뒤에도 경무국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처럼 임시정부 경찰 계통에서 김구의 영향은 막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9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총목차･연표･직원록, 2011, 358~359쪽.
91) 李光洙, ｢己未年과 나｣, 李光洙全集 13, 三中堂, 1962.
92)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3권, 제2부 임시정부를 짊어지고 1919∼1945(1), 조선뉴스프레스, 2015,
144쪽.
93)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청사의 광경｣, 근현대 상해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319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미주 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송금받은 25,000달러로
프랑스조계 하비로 321호에 있는 꽤 큰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다.94)
그만큼 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청사를 수호하여 권위를 세우고 일제의 파괴공작으로부터
청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 경무국 직원은 약 20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95) 이광수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현순은 임시정부 직원들의 근무 광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정청(政廳)은 법계 하비로(法界 霞飛路)에 설치하고 부서(部署)를 배정해서
아래층 전면 오른쪽(下層前面右房)에는 내무부와 교통부를 두고, 왼쪽에는 재무부가
전용하고, 후면 오른쪽에는 접대실로 정하고, 위층 큰 방은 총리실이오, 전방은
법무와 서기관장(書記官長)이 병용(竝用)하며, 후방(後房)은 외무부와 군무부가
병용하고, 장랑일좌(長廊一座)에는 김구(金九)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경호원 20명이
정복(正服)으로 근무하며, 정청정문(政廳正門)에는 인도인 순경(印度人巡警)으로
수직(守直)케 하였다. 매일 출근(每日出勤)은 오전 9시로 오후(午後) 4시까지 하고
매일 아침(每朝) 출근 시에는 정부직원들이 집합실(集合室)에 회집(會集)해서
무궁화노래(無窮花歌) 일절(一節)을 제창(齊唱)하고 총리(總理)의 고유(告諭)가
있은 후 각 부(各 部)로 분진시무(分進視務)하니 일대수양소(一大修養所)와 흡사
하였다.96)
현순의 회고에 의하면, 청사 2층 복도 한쪽에는 경호원 20명이 정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임시정부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오후 5시가 맞을 것이다.97) 직원들은 매일 출근 후 ‘집합실’에 모여 애국가를 부르고
총리의 고유가 있은 후에 각자 사무실로 가서 근무하였다. 1층 우면 방에는 내무부, 교통부,
좌측에는 재무부, 후면 오른쪽 방은 접대실, 2층 큰 방은 총리실, 앞방은 법무부, 서기
관장이 같이 썼고, 뒷방은 외무부, 군무부였다.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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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洙, ｢己未年과 나｣, 李光洙全集 13, 三中堂, 1962, 239쪽.
이들 가운데 정식 발령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玄楯(현순), MY AUTOBIOGRAPHY, 玄楯自史(현순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50쪽.
｢군소리｣, 독립신문, 1919년 10월 14일.

부록. 관련 논문

청사 건물 경비에는 인도인 순경을 고용하였다.98) 당시 영국 식민 당국에 의해 상해에
온 인도인들은 주로 조계의 경비, 교통 정리를 담당하였다.99) 이들은 인도 내 주류인
힌두교도들이 아닌 소수파인 시크교도들이었다. 이들은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체격도
큰 데다 두툼한 두건을 쓰고 있었기에 체격이 더 장대하게 보여 위압감을 주었다.100)
임시정부는 아마도 상해 현지의 관행대로 인도인을 경비로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 순경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경무국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경무국 경호원들은 경무국장 김구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빈당
방식이었다. 김구는 105인사건 이후 서대문감옥에서 활빈당의 당수였던 김진사로부터
활빈당의 입문과정과 활동, 체포된 이와 배신자에 대한 처리 등을 배웠다. 특히 활빈당이
교살 방식을 활용하여 사형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김구는 김진사로부터 활빈당의 사형
방법을 경호원들에게 연습시켜 정탐꾼 등 밀정 처형에 응용하였다고 한다.101)
또한 경호원들은 제복을 착용하였다. 당시 자료에는 경무국 경호원들이 “양쪽 가슴에
주머니를 단 더블 힐금(詰襟, 세운 깃)”을 착용하였다고 한다.102) 1920년 1월 1일 임시정
부 신년축하회 단체기념사진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사진에는 경무국장 김구
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경호원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열린
신년축하회에서 이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경호와 안전 유지의 임무를 수행했을 것
으로 보인다. 신년축하회 오찬이 끝난 후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찍은 단체 사진에서 이들
은 임시정부 내 서열이 낮기 때문에 단체 사진의 맨 후열에 서 있다.103) 김구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김희준 등 경호원 5인은 위에서 언급한 힐금의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 경무국장 : 김구(金九)
∙ 경호원 : 김희준(金熙俊), 최진석(崔進錫), 김영희(金永熙), 장원택(莊源澤),
조봉길(曺奉吉)
98)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청사의 광경｣, 근현대 상해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99) 金世鎔, ｢印度特輯, 上海의 印度人 示威運動光景｣, 삼천리, 1931년 7월호.
100)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도서출판 그린비, 2008.
101)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7쪽.
102) 이상구, ｢권말자료 일제고등경찰이 내사한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극비정보 2 : 상해가정부의 조직과
활동｣, 신동아 1967년 2월호, 499~500면.
103)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문화에 대한 일고찰 - 1920･1921년 기념촬영사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2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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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20년 1월 1일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단체기념사진 속의 경호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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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하비로 321호 임시정부 청사가 폐쇄되면서 경무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1920년 2월말 현재의 내무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경무국장, 경호부장과 경호원의 명단이
보인다. 1920년 2월 현재 경무국 사무실은 개자이로 263호였으며 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 내무부 : 강녕리 3호
총 장 : 이동녕, 명덕리 25호
∙ 경무국
국장 : 김구, 개자이로 263호
경호부장 : 여순근
경호원 : 박종익, 최진석, 전재순, 김희준, 차균창, 장원택, 김영희, 황훈, 박형국10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무국 국장, 경호부장, 경호원은 모두 11인이었다. 이는 현순의
회고록에 보이는 것처럼 1919년 8월 이후 경호원 20인이 하비로 임시정부 청사를 지켰
다고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1919년 8월 직후 20인이 1920년에 이르러 11인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105)
여순근은 1920년 2월말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4월 서간도
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가 조직되자 경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9월에는 임시정부 평안북도
연통제 경무사장(警務司長)으로 활동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경호원 전재순은 1919년 4월 황해도 연통제 은율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어 유력자･재산가･
학교 등을 조사하여 임시정부에 보고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 후 상해에서 1920년 2월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임명되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그 외
인물들은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구는 1919년 8월 12일 경무국장에 임명된 후 1921년 5월까지 재직하였다. 김구가
초대 경무국장이었다. 그 후 경무국장은 김용원, 민충식, 손두환, 나창헌 등이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04)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中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이상구, ｢권말자료 일제고등경찰이 내사한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극비정보 2 : 상해가정부의 조직과 활동｣, 신동아 1967년 2월호, 499~500면.
1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총목차･연표･직원록, 2011, 374쪽. 내무부 경호원
으로 李英雲이 보인다. 그의 재직 기간은 1920년 10월 23일 ∼ 1920년 11월 23일로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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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구 : 제1대 경무국장(1919.8.12.~1921.5.)106)
∙ 김용원 : 제2대 경무국장(1921.5.~미상)107)
∙ 민충식 : 경무국장(1922.9.7. 현재)108)
∙ 손두환 : 경무국장(1924.12.25.~1925.4.28.)109)
∙ 나창헌 : 경무국장(1925.11.~미상)110)
김구의 뒤를 이어 김용원이 제2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김구 아래에서 경무국원으로 활약하였다. 1919년 9월부터 다음
해(1920) 6월까지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학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상해에서는
김강산(金剛山)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김구의 후임으로 경무국장에 임명되었다.111) 1924년 4월 그는 병든
몸을 끌고 귀향하였다. 그는 고향에서 요양하면서 비밀리에 군자금 모금운동을 추진했다.
그해 9월 대동단 및 독립자금 모집활동으로 체포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출옥되었다.112)
그 후 다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으나 1934년 7월 순국하였다.113)
그런데 일제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민충식이 1922년 9월 7일 경무국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김용원은 이 무렵 경무국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민충식이 언제까지
경무국장을 재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1890년 서울 출신인 민충식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독립운동을 했다. 1990년 애국장이
10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총목차･연표･직원록, 2011, 372쪽.
107) ｢假政府幹部의 更迭新任 등｣, 고경제17233호, 秘 上海情報 대정10년 5월 27일(김정명 편, 『조선독립
운동』 2, 원서방, 1967, 147~148쪽). “이승만은 지난번 북경파가 상해에 왔을 때 안창호의 거취를
고려하여 동인을 국무총리에 내정하는 것으로써 하였지만, 안은 드디어 이에 응하지 않는 형세여서
지극히 험악한 상황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 그는 심복인 부하 현 법무총장 신규식을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전 내무차장 이규홍의 후임에는 박찬익을, 경무국장 김구의 후임에는 김용원으로써 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현순을 미국 공사로 하고 북경에 있는 이광을 지나공사에 임명했다는 설이 있다”
108) ｢南鮮人派의 行動에 관한 件｣, 船津辰一郞(上海總領事)→內田康哉(外務大臣), 1922년 9월 7일(不逞團
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上海地方 4).
109)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0호, 1924년 12월 27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110) 역대 경무국장 명단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5 총목차･연표･직원록, 2011,
372쪽 등에서 확인된다.
111) ｢假政府幹部의 更迭新任 등｣, 고경제17233호, 秘 上海情報 대정10년 5월 27일(김정명 편, 조선독립
운동2, 원서방, 1967, 147~148쪽).
112) ｢重大犯은 金剛山｣, 東亞日報, 1924년 9월 19일.
113) 김상기 편저,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경인문화사, 200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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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되었다.
마찬가지로 일제문서에 의하면, 1924년 10월 경 나석주가 경호국장 혹은 경호원국장
으로 되어 있어114) 민충식 이후에 나석주가 경무국장을 맡은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경호국장 혹은 경호원국장이 경무국장인지 아니면 경무국장 밑의 경무부장인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 나석주가 경무국장에 임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24년 12월부터 경무국장으로 재직한 손두환은 김구의 동향 출신이자 국내시절
교편을 잡았던 학교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1919년 상해에 온 손두환은 김구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두환은 김구의 경무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소독단을
운영하였다. 후술하겠거니와 소독단은 경무국의 지원단체로 보인다. 나창헌은 1925년
4월 14일자로 내무차장에 임명되었으며115) 계속하여 경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1926년
조직된 병인의용대에서도 활동하였다.116)
경무국 직원들은 다양한 경로로 충원되었다. 상해에 온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주로
20~30대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었다. 192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바뀌고
새로운 국무원이 조직되면서 경무국은 직원 전부를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서
소위 혹은 중위로 복무하는 청년 장교들로 채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117) 결과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는 약화되어가는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혼란한 교민사회의 치안을 확보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경무국을 거쳐간 인물들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14) ｢不逞鮮人의 狀況에 관한 건｣, 矢田七太郞(上海總領事)→幣原喜重郞(외무대신), 1924년 10월 24일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上海地方 5).
115)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1925년 4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116) 장석흥, ｢나창헌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제24권, 2001.
117) ｢臨時政府 警務局에 軍人採用｣, 시대일보, 1924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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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직원명단
인명
성명/이명/호

생몰연대

본적
(출신지)

내무부 경무국 참사
1925.4.28.~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1934~

1898.4.7.
~
1965.2.7.

평북
창성

고준택 高準澤

경무국 참사
1925.4.28.~

1896.2.18.
~
1977.3.6.

평북
신의주

김구 金九 /
金龜 김창수 /
(호) 백범

경무국장
1919.8.12.~1921.5.

1876.8.29.
~
1949.6.26.

황해
해주

강창제 姜昌濟 / 정명희 강동욱
여순지 강화조 강홍주 /
(호) 창산

김영희

내무부 경호원
~1920.5.25.

-

-

김용원 金庸源 /김중옥 백상열/
(호) 강산 무이천

경무국장
1921.5.~1924

1892.2.16.
~
1934.6.13.

충남
대전

-

-

김희준 金熙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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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력

내무부 경호원
1919.9.3.~1920.3.18.

나석주 羅錫疇 /
마중달, 마충대

내무부 경호원
1924.6.8.~

1892.2.4.
~
1926.12.28

황해
재령

나창헌 羅昌憲 /
왕성준

경무국장
1925.11.~

1894.1.29.
~
1936.6.26.

평북
희천

노종균 盧鍾均 /
백운서 김동우

내무부 경호원
1921~
대한교민단 의경대장
~1931.10.31.

1894.7.18.
~
1939.6.

황해
안악

1890 ~ 1978

서울

민충식 閔忠植

경무국장
1922.9.7. 현재

박종익 朴鍾益

내무부 경호원
1920.1.7.~1920.5.18.

-

-

박형국 朴亨國

내무부 경호원
~1920.10.26.

-

-

손두환 孫斗煥

경무국장
1924.12.25.~1925.4.28.

1985 ~ 미상

황해
은율

부록. 관련 논문

인명
성명/이명/호

생몰연대

본적
(출신지)

1976.3.19.
~
1946.3.5.

평남
중화

내무부 경호원
1924.6.8.~

-

-

내무부 경호원
1920.10.23.~1920.11.23.

-

-

이준수 李俊秀

내무부 경호원
1924.6.8.~

-

-

장원택 莊源澤

내무부 경호원
1919.9.9.~1920.3.12.

-

-

전재순 田在淳

내무부 경호원
1919.9.3.~1920.3.18.

1894.11.13.
~
1950.10.4.

황해
은율

조봉길 曺奉吉

내무부 경호원
1919.10.~

1893.8.20.
~
1955.11.7.

평북
의주

차균창 車均敞

내무부 경호원
1919.9.9.~

-

평북
의주

차원여 車轅輿

내무부 경호원
1920.11.18.~

-

-

차태여 車軩與

내무부 경호원
1920.~

-

-

최중호 崔重鎬 / 황훈

내무부 경호원
~1920.2.24.

1891.1.20.
~
1934.3.28.

황해
신천

최진석 崔進錫

내무부 경호원
1919.12.2.~

-

-

1900.2.20.
~
1989.2.3.

평북
의주

-

-

여순근 呂順根 /
呂淳根 오순근
이민달(이중달)
李敏達
이영운 李英雲 / 이인식

최천호 崔天浩 /
최만년

한태규 韓泰珪

경무관력
내무부 경무국 경호부장
1920.2.~
연통제 평안북도 경무사
1920.9.21.~

대한교민단 의경대원
1923.12.17.~1924.6.8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 사무집행
1924.6.23.~미상
내무부 경호원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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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 직원들은 매월 급여를 받았다. 임시정부는 직원들의 급여 규정을 두었다. 임시
정부는 ‘신수비(薪水費)’라는 ‘임시생활보조비지급규정’(1920.11.18.)을 제정하여 부교령
(付敎令) 제12호로서 발포하였다. ‘신수비’는 오늘날 월급, 봉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시 임시정부 직원들의 월급 체계와 액수를 알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관련자를 포함한 임시정부 직원의 매월 신수비 즉 봉급은 다음과
같다.118)
대통령 은(銀) 150원 / 국무총리 은(銀) 100원 / 총장 및 총판 은(銀) 80원
국무원 비서장 및 법제국장 은(銀) 65원
국장 은(銀) 50원 / 비서 및 참사 은(銀) 35원 / 서기 및 경호원 은(銀) 25원
고인(雇人) 은(銀) 15원 ~ 25원
위의 내역에 의하면, 경무국장은 은(銀) 50원, 경호부장은 은(銀) 35원, 경호원 은(銀)은
25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화폐 단위 은(銀)은 당시 중국에서 널리 통용
되고 있는 화폐단위 은대양(銀大洋)으로 보인다. 은대양을 줄여서 은 혹은 대양으로 부르
기도 했다. 당시 중국 노동자의 한달 수입이 15원에서 20원 정도였다.119) 그렇게 볼 때
일반 경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호원의 월급이 25원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최저
생활은 보장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20년부터 임시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는
이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호원 가운데는 전차 인스펙터
(검표원) 등 부업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시정부 경찰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 시기인 상해 초기 및 중경시기에 가장 활발한
인사가 있었다. 경무국(과) 35명, 경무사 3명, 경감 17명, 의경대 52명, 경위대 18명 등
총 125명의 명단이 확인된다. 경무국은 상해 중･후기(1926~1932)부터 일제의 공세를
피해 이동하던 시기(1932~1940) 사이의 인사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경찰
보직은 직업적 성격보다 독립운동 수단이었으므로 동일인이 복수의 보직을 겸직하거나
여타 단체 등에서 중복 활동한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이 가명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엄격한 인사관리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8) ｢上海假政府臨時職員 補助費規定制定의 件｣, 1920년 12월 2일 高警 第38080號.
119) 김광재, 근현대 상해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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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무국의 활동
기본적으로 경무국은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사회의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선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그 요인들을 경호하는 것이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경무
국의 임무는 “기성국가에서 하는 보통 경찰행정이 아니요 왜의 정탐의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가가 왜에게 투항하는 것을 감시하며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120) 그리하여 “홍구(虹口)의 왜 영사관과 대립하여 암투”
하는 것이 경무국의 임무였던 것이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상해 프랑스조계에서 수립되자 일본은 임시정부를 예의
주시하였다. 처음 일제는 토지와 인민을 갖지 못한 정부라고 무시하면서 임시정부를 독립
운동단체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 자금이 답지하고 연통제와 교통국의
조직 등을 통해 국내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한인들이 임시정부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보이게 되자 내심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임시정부가 위치한 상해 프랑스조계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일본 외무성이나 조선
총독부가 한인 독립운동가를 단속하고 탄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일제는 첩보
기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상해에는 조선총독부는 물론 내무성,
육군, 해군, 외무성 등과 관계한 첩보기관이 파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통역관 1명을 주재시켜 임시정부를 탐색하고 있었다. 상해 일본총영사관 역시 일본 거류
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121)
일제의 임시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조직을 해산시켜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었다. 그러면서도 강압책으로만 일관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회유 및 이간을 통한
붕괴 공작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밀정의 운용 등을 통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이를 교란하는 책동을 계속하였다.122)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밀정
처단을 통해 스스로를 보위하고 독립운동을 지속하여야 했다. 이때 경무국이 일제 밀정을
방비하였으며 프랑스조계에 침투한 많은 밀정을 찾아내고 처단하였다.123)
120)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2쪽.
121) 한지헌,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2004, 80~81쪽.
122) 최유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일제의 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국가보훈처, 1999, 314~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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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무국은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교민들에게 자금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무국은 이러한
사이비 독립운동가를 색출하여 동포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임시정부나 교민단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집회 등의 안전을 유지하고 경비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삼일절 기념식, 신년축하회, 장례식, 연설회, 회의 등이 프랑스
조계가 아닌 공공조계에서 개최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행사나 집회에 대한 안전을 유지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124)
1919년 8월부터 초대 경무국장 김구는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 명을 거느리고 공식적
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김구는 특히 밀정들에 대한 처단에 대해서는 “혁명시기이자 비상한
시기였던만큼 일본 밀정 등 범죄자에 대해서는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면 사형이었다”고
한다.125) 비상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126)
백범일지를 보면, 경무국에서 독립운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한 밀정들을 처단한 사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127)
첫째, 김도순의 사례이다. 김도순은 17세 소년으로 국내에 파견되었던 임시정부 특파
원의 뒤를 따라 상해에 와서 상해 일본영사관에 협조하여 그 특파원을 체포코자 하였다.
김도순은 일본영사관으로부터 여비 10원을 받았는데, 그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극형에 처하였다. 김구는 이를 기성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적었다.128) 이는 임시정부 수립 초기 일벌백계를 통해 일제 밀정 등 임시
정부를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선우갑의 사례이다. 김구는 경무국장 시절 고등정탐꾼 선우갑을 유인하여 포박
하고 신문하였다. 김구는 선우갑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고, 공을

123) 김도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권, 국가보훈처, 1999.
124) 1925년 11월 11일 독립신문 기사에는 같은 해 11월 1일 서거한 임시대통령 박은식의 장례에
경무국 참사인 고준택, 강경선이 시신의 염습을 하고 발인시 장례행렬의 前導를 맡아 장례식의 안전한
진행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125)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4쪽.
126)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도산 안창호 전집 4 일기, 2000.
127) 김구는 “불란서 조계지 생활 14년 동안 겪은 기이한 사건들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고, 또 연월일시도
잊어버려 순서를 차리기도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가급적 다른 자료와 대조
하여 가능한 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128)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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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풀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상해에서 정탐한 문건을 임시정부에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4일 후 몰래 국내로 도망하여 임시정부의 덕을 칭송하고 다녔
다고 한다.129) 그러나 선우갑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친일파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0) 일제 문서에 의하면, 선우갑은 경시청에서 밀파한 경부보(警部補)로 상해에서
김구에 의해 위해(危害)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131)
셋째, 강인우의 사례이다. 강인우는 일본 경찰의 경부로 상해에 와서 김구에게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였다. 아울러 거짓 보고서를 주면 귀국하여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하여
김구가 거짓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강인우는 귀국하여 그 공로로 풍산 군수가
되었다고 한다.132)
넷째, 정필화의 사례이다. 정필화는 구한말 내무대신이었던 김가진의 며느리 정정화의
팔촌 오빠였다. 김가진은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인물이었으나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남작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일본의 수치라 생각하고 정필화를
상해에 밀파하여 김가진의 귀국을 은밀히 종용하였다. 이것을 알아차린 경무국에서 정필화를
비밀리에 검거하여 심문한 결과 그를 교수형에 처하였다.133)
다섯째, 황학선의 사례이다. 황학선은 황해도 해주 사람으로 독립운동 이전에 상해에
도착한 청년으로 갓 수립된 임시정부를 비방하고 나창헌 같은 열혈 청년들을 사주하여
정부의 각 총장과 경무국장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134) 경무국은 상해 일본영사관으로
부터 자금과 계획을 제공받은 황학선을 체포하여 처단하였다.135)
여섯째, 한태규의 사례이다. 한태규는 평양 사람으로 일제 밀정이었다. 그는 1920년
3월 10일 임시의정원 경위에 임명되어 근무하기도 했다.136) 김구는 그를 신임하여 경무국
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1922년 11월 28일 한태규가 평소 사귀던 김명주(金明珠)라는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4~305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2, 2009, 284쪽.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上海地方 2, 기밀 42호.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5쪽.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1, 2009, 117~118쪽. 동 사전에 의하면, 강인우는 일제 경찰 경부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해에서의 밀정 활동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5쪽.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5~307쪽.
｢故 羅昌憲氏의 往年을 追憶함｣, 한민 제7호, 1936년 9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3호, 1920년 3월 24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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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자 그녀를 살해하였다. 다음 해 체포된 한태규는
자신이 일제의 밀정임을 자백하였다.137) 이 사건은 당시 국내에서 보도된 바 있으며138)
프랑스 조계 경무처 문서에서도 보이고 있다.139)
이와 같이 경무국은 독립운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한 밀정들을 제거하였다. 그 외에도
경무국은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임시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독립신문에는 경무국의
활동의 일단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
1920년 5월 27일자 독립신문 기사에는 상해에 온 유학자 이병헌(李炳憲)이 경무국에
잡혀 심문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140) 이병헌은 상해로 오기 전 국내에서 친일 유교
단체인 대동사문회(大同斯文會) 등과 연계하여 조선총독부를 대상으로 유교를 종교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인 바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 체제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독립신문은 먼저
1920년 5월 22일자로 대동사문회의 ‘죄악’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다음 호에 이병헌
관련 기사의 게재를 예고하였다.141) 이병헌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중국의 거유 강유위를
만나고 곡부에 가서 공자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곡부에 가기 위해 먼저 상해를 들른 것이
었다.142)
1920년 3월 11일 상해에 도착한 이병헌은 강유위 외에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박은식, 김창숙 등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다. 그러나 김창숙은 이병헌의
유교 관련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4월 1일 이병헌은 김창숙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무국 직원들에 의해 감금되어 심문당하였다. 이병헌에 대한 신문은
137)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7~308쪽.
138) ｢明珠慘死는 何故｣, 조선일보, 1922년 12월 11일. 기사에 의하면, “상해 법조계에서 金明珠 참사의
원인과 범인은 아직도 불명,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염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1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0, 임정편 Ⅴ, 1992, 23~29쪽.
140) ｢孔子를 尊尙키 爲하야는 敵의 奴隷를 甘作하는 儒敎中毒者 李炳憲의 行｣, 獨立新聞, 1920년 5월
27일.
141) ｢대동사문회(大同斯文會)의 죄악발로(罪惡發露)/재등(齋藤)의 우거(愚擧), 유가(儒家)의 수치(羞恥)｣,
독립신문, 1920년 5월 22일. “한일동화(韓日同化)와 고등정탐, 유림중의 협잡배로 조직된 소위대
동사문회의 죄악이 모방면으로서 탄로되엿는데 기내용의 괴악함은 세인을 일경케 하다, 동회는 직접
소위조선총독 재(齊)등의 지휘하에 고등정탐과 한민족동화 운운의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영(逞)하던
자인대 그 관계자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내각총리대신 원경(原敬) 이하로 ○국인까지 포함되다,
금번의 음모는 또한 일대 종교적 음모가 포함되엿스니 즉동양에서 유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축출코져
함이라 기타 별별 괴상한 내용이 잇는바 현금 모처에서 착착 기조사가 진행중이라 본지는 차호
지상에 기상세를 발표하려 하노라”
142) 이종수, 1910∼1920년대 한인 공교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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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구가 주도하였으며 경무국의 ‘유경무국참사(柳警務局參事)’, ‘조경
호원(曺警護員)’이 참여하였다. ‘유경무국참사’는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조경호원’은
조봉길(曺奉吉)로 보인다.
김구는 이병헌의 소지품 가운데 조선총독부, 일본정부 등에 수십 차례나 보낸 배달
증명을 보고 힐문하였다. “어찌 2천만에게 공동의 적을 총독부라 하고 정부라 하고 대관
이라 하니, 이것은 꼬리를 흔들어 불쌍히 여겨 달라는 태도요 더불어 손잡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문하였다. 이에 이병헌은 “선성 공자의 큰 가르침이 존속할지 멸망할지가 달려
있는 즈음에 고고한 자신의 취지로 한 걸음도 굽히려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허비하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이에 심히 의혹을 가질 것이다”143)라고 하였다. 다시 김구는 “어찌
하여 나라를 위해서는 무심하면서도 교를 위해서는 절실하고 진지한가?”라고 힐난하였다.
결국 경무국은 이병헌의 소지품을 돌려주고 상해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였다.144) 임시
정부는 이병헌의 ‘유교확장’ 정신을 인정하면서 일제를 끼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며 종교의
발전을 민족의 자유와 바꾸려는 심사는 가증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 음모적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학문적 종교적 입지에서 문화적 운동을 하면 다행이며 정치 음모적 수단에
의거한 이병헌의 청원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립신문은 1925년 11월 1일자 제3면에 경무국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임시정부 당시 경찰의 활동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우리 경무국은 민활(敏活)하고 용감스러운 활동을 계속부이(繼續不已)
하여온 결과 거의 무정부상태에 있은 있은 최근수개월(近數月)임을 불구하고
감히 정치적 야심올 가지고 치안올 방해하는 자 없었으며 동포의 생명재산을
협박하든 강도배(强盜輩)들은 포두서찬(捕頭鼠竄)하야 그 그림자(其影子)를 구경치
못하게 되였으며 의지의 박약한 동포를 유인하여 귀화시키며 우리 독립운동자
상호간(獨立運動者互相間)을 이간질하여[離間부쳐] 반목케 하며 우리의 운동
계획을 사득(査得)하여 대공(大功)을 자과(自誇)하고 일본 외무성 또는 조선총독부
143) 금장태, 유교개혁사상과 이병헌, 예문서관, 2003; 이병헌, 이병헌전집 1~2, 아세아문화사,
1989.
144) ｢李炳憲退去｣, 獨立新聞, 1920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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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外務省 或 朝鮮總督府)의 기밀비(機密費)를 받아 충복(充腹)함으로 득의(得意)
하던 왜탐(倭探) 오다(尾田) 나카가와(中川) 等은 자기네의 배치하였던 정탐선(偵
探線)이 끊어져서 창황무조(蒼惶無措)하는 동시에 다시 정탐선을 넣어보자고
염치없이 이사람 저사람(此人彼人)에게 함부로 정탐偵探)이 되어 달라는 문자를
보낸다는 소식은 오인의 근일 자주 듣는 말인 동시에 우리 경무국의 성의와
용감을 다시금 찬탄키를 마지 아니하며 본기자는 일종의 호기심을 가지고 수일전
경무국 ○○○씨를 위방(委訪)하여 경무국의 저간(這間) 정탐배(偵探輩)에 대한
조사처치성적(調査處置成績)을 물어본 자 이에 대한 ○○○씨의 대답 중 김성근
(金成根) 황규성(黃葵性)등 비밀관계, 북경금선(北京金泉)의 음모관계 등의 경무
국파정(탄)설(警務局破錠(綻)說)은 기자의 일종 충동을 환기할 뿐 아니라 김명현
(金明鉉) 최동윤(崔東潤) 김○(金○) 等의 비밀에 대하여는 기자가 더욱이 일경
(一驚)을 불금(不禁)한바라 본시 경무국 직권(本是警務局職權)을 가진 ○○○씨의
주의하(注意下)에서 좌기삼견(左記三犬)의 내용을 득문한 까닭에 그 들은바 전부를
공개할 자유가 업스나 당국의 주의에 저촉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우삼견(右三犬)의
추행(醜行)을 기록하여 일반의 주의를 환기코자 하노라145)
경무국이 “민활하고 용감한 활동을 이어온 결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협박하던 ‘강도배’
들은 그 그림자를 구경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라고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 드러난다. “그 자 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연루자를 모두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부분은 밀정의 상선까지 추적한다는 뜻으로 오늘날 조직폭력 사범 수사를
연상하게 한다. 또 “일본 정탐 하나다 나가가와 등은 자신들이 배치했던 정탐선이 끊어져서
매우 당황하며”라는 대목에서는 경무국의 활동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무국의
활동은 오늘날 경찰의 외사, 정보, 보안 경찰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경무국은 프랑스조계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프랑스조계 당국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망명가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지녔다.146) 프랑스조계 당국이 한국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비교적 동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조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계 당국의 묵인과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임시정부는 프랑스인 변호사를 한 달에 600테일
145) 一記者, ｢警務局訪問記｣, 獨立新聞, 1925년 11월 1일.
146) 朱曉明, 上海法租界的警察(1910∼1937), 上海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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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l, 은양)의 보수를 주고 고문으로 용빙하여 프랑스 영사관과 연락을 취하게 하였다.147)
아울러 프랑스조계 경찰기구에 한인 통역이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래서 임시정부와
경무국은 일본경찰의 동향을 재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임시정부와
경무국은 가급적이면 조계 당국에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동안 임시정부에 도움을
준 프랑스조계의 고위 당국자가 본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적지 않은 돈으로 선물을 증정
하기도 하였다.148)
경무국장 김구도 서대납(西大納)이라는 프랑스 경찰관과 도움을 주고 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1922년 3월 오성륜이 일본 다나카 대장 저격을 시도했던 황포탄 의거
직후 프랑스경찰이 일본 경찰과 함께 프랑스조계의 한인들을 대거 수색하고 체포하였다.
김구도 집에서 체포되어 홍구의 일본영사관으로 연행되어 가려고 할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서대납이 이를 저지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한다. 여러 해 동안 김구는 프랑스
경찰이 한인 독립운동가와 범죄자를 체포할 때 배심관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처리
하였다고 한다.149)
특기할만한 것은 경무국이 각지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실이다. 경무국은
한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내왕이 잦은 곳에 분국을 둔 것 같다. 자료상으로 경무국 분국을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은 천진으로 나타난다. 천진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구 열강의
조계가 있어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하기에 용이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인들은
교통, 무역, 교육, 정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천진에 거주하거나 잠시 머무르곤 하였다.
국내와 만주, 일본 등지로 가기 위해 이곳을 거쳐 가는 한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150)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 직후부터 천진지역에서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지원
하는 독립운동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일찍부터 1919년 천진에서 활동하던 명제세,
박용태, 김철 등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촉한 후 그 해 4월 18일 불변단을 조직하였다.
6월 1일 불변단은 그 직제와 인원을 임시정부에 보고하여 임시정부의 비밀외곽단체로서
147) 玄楯, MY AUTOBIOGRAPHY, 玄楯自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
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南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25쪽.
148)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南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149)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03~304쪽.
150) 조규태, ｢천진 불변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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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되었다.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불변단은 국내에 들어가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시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단원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그후 1921년 3월 핵심관계자인
박용태가 체포됨으로써 불변단은 해산되고 말았다. 불변단은 해체되었지만 김철 등은
곧바로 한혈단을 조직하였으며 다시 7월에는 조직의 명칭을 한민회로 바꾸었다.
한민회는 1921년 11월 회장 박연희, 서기 김응순 등의 체제로 개조하였다. 이전의
불변단과 마찬가지로 한민회 역시 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한민회는 1921년 10월 23일
천진 프랑스조계 기독교회 웨슬리교당에 회원 약 30명이 모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천진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분국을 설치하고 국장 1명, 국원 수명을
두어 경찰 사무를 전장(專掌)할 것, 분국장에는 박세훈(朴世勳)을 추선(推選)
할 것.
2. 태평양회의 개최 중 천진에도 외교후원회를 설치할 것.
3. 후원회의 선전은 주로 잡지 정리(正理)와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와 조선
문제(朝鮮問題)에 의해 행할 것.151)
1921년 11월 4일자의 일제 보고에 의하면, 천진에 임시정부의 경무국 분국이 곧 설치
되어 분국장과 국원 수명을 두어 경찰사무를 전담할 것이며 분국장에는 박세훈이 추천･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1월 18일자의 보고에는 경무지국(警務支局)으로 나오는데,
경무분국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서 기록한’ 천진 한민회장인 박연희가 지국
장에 내정되었다고 하였다. 박세훈과 박연희는 동인인 듯하다. 이와 함께 곧 상해의 경무
국장이 천진에 오리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152) 아마도 당시 경무국장을 맡고 있던
김용원이 천진 경무분국의 설치와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천진에 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진 주재 경무분국이 실제로 설립되어 활동했는지, 또 상해의 경무국장이
천진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무국 산하에는 지원 단체가 있었다. 먼저 소독단(消毒團)이 있었다. 소독반(消毒班)
이라고도 하는 이 단체는 “사회의 부정자를 소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단체
였다.153) 독립신문의 기사로 볼 때, 1919년 10월 경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단장은
151) ｢天津에서의 不逞鮮人의 行動｣, 1921년 11월 4일, 高警第28709號(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479쪽).
152) ｢最近 天津 狀況 報告의 件｣, 1921년 11월 18일, 高警第28968號(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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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두환으로 경무국장 김구의 고향 학교 제자였는데, 뒤에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단원은
약 20명으로 주로 평안도 및 황해도 출신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크게 보아 경무국장
김구의 직계 청년들로 생각된다. 일제는 이 단체의 현황에 대해 “유사시에 돌연 분기
한다”고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경무국의 밀정 처단 활동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에 비해
소독단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소독단은 임시정부 경무국에 협조하여 프랑스조계 한인
사회에 섞여 들어오는 일제의 밀정을 감시하고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54)
또 다른 경무국 지원단체로 1925년에 조직된 정위단(正衛團)이 있었다. 임시정부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분열되면서 그 활동이 부진에 빠졌다. 마침내 1925년 3월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이어 4월에 내각책임제 형태의 국무령제로
개헌하였다. 하지만 안창호가 국무령에 취임을 거부하는 등 난맥상을 노정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임시정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갔으며, 이들을 회유하여
독립운동권에서 이탈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경무국 인원만으로 한인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1925년 6월 13일 경무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위단이 조직되었다.
단장은 경무국장에 재직 중이던 나창헌이었다. 나창헌은 1925년 4월 14일에 임시정부
내무차장 겸 경무국장에 임명되었으며, 나아가 정위단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정위단은
단의 출범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강도 왜적의 침략으로 국가는 멸망하고 머나먼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는 망명
지사와 고국에서 울부짖는 백의동포가 부평과 같은 생활을 이역에서 영위하고
있다. 상해에 거주하는 자가 많은 것은 상해가 광복운동자의 최고기관인 우리
임시정부의 소재지로서 학문수련에 적합하고 상업계의 중요항구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상해가 우리 정치상 수학상 상업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자가 모여들고 유학생이 날로 증가하며 상공가로 점점 번성하여 전도에
153)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中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213･421쪽.
154) 첨구자, ｢군소리｣, 獨立新聞, 1919년 10월 16일. “들으니 소독반의 죄목이 하고 만흔 중에
정부훼방과 출처 모르는 돈 잘쓰는 것이 제일중죄래. 금반지 끼고 금시계 찬 자는 다 목이 석탄산통에
집어넛는다나. 금껍대기 쓴 박테리아는 왕수에 담가야 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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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할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부 불량배는 민족의 체면을 훼손하고
독립운동자의 위신을 더럽히고 손상시켜 자못 신성한 광복운동자 단체의 명의를
사칭하여 학자금을 강탈하고 상인의 자금을 빼앗으려 하며 한 익명의 투서로서
동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불상사가 적지 않다. 이것을 방임할 때는 다만
교포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뿐 아니라 대한의 앞길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는 상해 한인 각계 가운데 유지의 청년남아를 규합 분기하여 본 정위단을
조직하여 교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위해를 정당히 방책할 것을 이에
선언한다.155)
정위단은 사무소를 상해 프랑스조계 포석로(蒲石路) 창여리(昌餘里) 72호에 두고 다음과
같은 단칙을 정하였다.
제1조 본단의 명칭은 정위단이라 칭한다.
제2조 본단의 취지는 재상해 동포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량분자의 활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을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4조 단원의 권리는 제의 표결선거 피선권을 가지며 의무는 단무에 절대 복종
함과 의무금을 납입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직원 민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인
2. 비서 1인 내지 3인
3. 수사부원 약간명
4. 단장은 단을 대표하여 단무를 통할 지휘한다.
5. 비서는 단장의 지휘 하에 단내 서무 재무 및 각종 문서를 맡아서 처리한다.
6. 조사부원은 일반사회의 사정과 비밀을 조사하여 매월 말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은 이 한정에 두지 않으며 각 직원의 임기는 1개년
으로 한다.
155) ｢正衛團 宣言書에 關한 件｣, 1926년 1월 30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42;
조철행, 나창헌, 역사공간, 2015,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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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 단의 경비는 단우의 의무금 의연금 대외보조로써 충용한다.
제7조 입단자는 단우 2인 이상의 소개가 있는 자로서 직원의 결의로써 허락한다.
제8조 총회는 년 1회 1월에 단장이 소집하며 일시는 단장이 정해 일주일 전에
각 단우에게 통지한다. 총회에서 직원 개선 및 각종 의사를 결정하고
단내 경과상황 및 경비 결산을 보고한다. 단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단우
총수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단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단의 명예를 훼손 또는 단칙을 위반한
자는 퇴회를 명하고 또는 정기 자유를 구속하는 벌에 처한다. 단 징벌은
단원에 대해서는 직원회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단우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서 직원회를 거쳐 단행한다.
제10조 단칙의 수정 또는 증감은 총회에서 출석원 과반수의 결정에 의한다.156)
위와 같이 정위단은 상해 교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량
분자의 활약을 근본적으로 소소(掃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임시정부의 양해 없이
‘독립’을 표방하며 동포들의 금품을 강탈하는 자를 엄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정위단은 단장에 나창헌, 심판원에 강창제, 고준택, 수사원에 박창세, 유창준, 김정근,
박규명, 김예진 등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다.157) 이 가운데 강창제와 고준택은 1925년
4월 28일자로 경무국 참사로 임명되어 경무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158)
또한 1920년대 후반 경무국의 활동이 정돈 상태에 이르자 임시정부의 외곽단체로서
의열투쟁을 벌이던 단체가 일부 경찰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1926년 조직된 병인의용
대는 일제 기관 및 관리와 친일파 처단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 임시정부 수호와 치안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병인의용대는 경찰기관은 아니었지만 경무국 지원
단체였던 정위단를 모태로 하여 결성되었으며 경무국 등과 인적 구성원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일부 경찰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56) ｢正衛團 團則 配布에 관한 件｣, 1925년 7월 14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鮮人과 過激派
5; 조철행, 나창헌, 역사공간, 2015, 75~76쪽. 조사부원은 앞의 수사부원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57) 장석흥, ｢나창헌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제24권, 2001, 134쪽.
158)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1925년 4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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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방 경찰 설치

1. 연통제와 국내 지방 경찰 조직
1) 연통제의 조직
임시정부는 국내에 대한 지방제도를 필요로 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임시정부의 연락과
선전 등에 종사할 기관을 설치하고, 정부재정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는 국내의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잊지 않게 하고, 또한 독립
운동자금을 염출해 최종적으로는 일대 저항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체제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59)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내에 배포한 임시정부령 제2호를 통해 면마다 자치제를
조직하여 행정･사법 및 경찰의 각 위원을 선거하여 국토회복이 완성될 때가지 질서유지의
임무를 다할 것을 지령했다.160) 이어 5월에는 국내에 도･군의 구획을 정하여 자치단체를
설정한다는 통유 제1호161)를 공포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알렸다.162) 그러므로 임시
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임시교통국의 설치와 더불어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내무부
관할 아래 국내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연통제와 거류민단제를 실시했다.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행정사무 및 통신연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연통제의 시행과 교통국의 설치가 대표적인 예이다. 양자는 임시정부와 국내를 유기적
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전자가 국내 국민에 대한 행정 내지 통치력
장악에 치중한 반면, 후자는 국내정보 수집과 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통신업무에 치중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연통제는 내무부 산하에서, 교통국은 교통부
산하에서 각각 정해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특파원,
159) 본 절 ｢연통제와 국내 지방 경찰 조직｣은 다음의 두 선행연구를 많이 참조하였다.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권, 국가보훈처, 1999.
160)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中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23쪽.
161)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4卷, 支那ノ部 中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74쪽.
162)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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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 선전원 등 다양한 명칭의 연락원을 국내에 파견해 행정･통신상의 밀착 노력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
연통제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에 의해 추진되었다. 1919년 6월 29일 내무총장에
취임한 그는 임시정부의 기반이 국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해와 국내를 연결할 수
있는 통신･행정 연락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특파원
파견이다. 7월 16일부터 개시되는 특파원 파견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연통제
조직에 있었다. 연통제는 상해에서 국내로 밀파된 특파원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조직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163)
연통제는 1919년 7월 10일 대통령 이승만과 내무총장 안창호의 이름으로 발표된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가 공포되면서 출범하였다. 도･군･면에 따른
‘임시연통제’의 직제는 안창호가 국치 이전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조직한 신민회의 조직
원리를 계승한 것이다. 중앙의 총책인 총감독 아래에 각 도에는 도총감, 군에는 군감을
두었던 신민회의 직제는 곧 ‘임시연통제’ 단계에 와서 도마다 부의 책임자로 감독을 두고
그 아래 군에는 총감, 면에는 사감(司監)을 두는 것으로 그 조직 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시연통제’에는 경찰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까지
연통제의 조직 내용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임시연통제’가
일제의 탄압으로 궤멸되고 난 후 다시 고쳐진 ‘임시지방연통제’에 가서 경찰 관련 조직이
보완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다만 참고를 위해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공포된
‘임시연통제’에 의하면, 국내에 설치되는 연통부는 도･군･면의 행정조직에 따라 전국
각 도에는 감독부를 두고 그 아래 군에는 총감부, 면에는 사감부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었다. 즉 임시정부 내무부의 직할로 실시되던 임시연통제는 감독부 - 총감부 - 사감부
라고 하는 3부의 종선에 따른 상하 명령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164)
연통제에 경찰 조직이 포함되는 것은 국무원령 제1호 ‘임시연통제’의 개정을 기다려야
했다. 일제에 의해 와해된 국내 연통제 조직을 복원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유지
163)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권,
국가보훈처, 1999, 338쪽.
164)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3쪽; 한시준 편, 大韓民國臨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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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호하며, 연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락되었던 경찰 조직과 기능을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19년 7월에 시작된 ‘임시연통제’는 곧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관련 인물들이 검거 체포되고 그에 따라 조직이 와해되는 등 큰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에서는 무너진 연통제 조직의 복원과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확대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연통제 개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개정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1919년 12월 1일 개정 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연통제’가 공포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12월 5일에는 내무부 제209호 통첩 ‘도 및 부군면의 청사명칭에 관한 건’, 내무부령
제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면의 명칭구역의 건’, 그리고
내무부령 제2호 ‘도사무분장규정’과 제3호 ‘부군처무규정’이 공포되어 적어도 규정상으
로는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고 이를 토대로 연통제 각 부의 활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게 되었다.165) 여기에는 경찰 조직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먼저 1919년 12월 1일 공포된 개정 교령 제2호 ‘임시지방연통제(臨時地方聯通制)’에서
경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교령 제2호 : 임시지방연통제(1919.12.1.) |
제1조 지방에 좌의 도를 치함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함
제2조 각도에 좌의 직원을 치함
독판 1인
참사 4인
장서 약간인
경감 2인
165)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7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2),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63~95쪽; 한시준 편, 大韓民國臨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123~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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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약간인
통역 약간인
제3조 독판은 내무총장에 예속하되 각부의 주무에 관해서는 각부 총장의 지휘
감독을 승하야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함
제4조 독판은 관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야 직권 우는 위임된 범위 내에셔 도령을
발함을 득함. 도령을 발할 때는 지체없이 주무총장에게 기지를 보고함이
가함
제5조 독판은 부장 또는 군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규에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월권으로 인할 시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함을 득함
제6조 독판이 유고 시에는 내무사장된 참사가 그 직무를 대리함
제7조 각 도에 비서실･내무사･재무사･교통사 및 경무사를 설치함
비서실 및 각 사의 사무분장규정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함
제8조 사장은 도 참사로써 이에 보충함
사장은 독판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함
제9조 장서는 단임사무에 종사함
제10조 경감은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함
제11조 기수는 기술에 종사함
제12조 통역은 통변 및 번역에 종사함
제13조 도에 부 및 군을 설치함
부 및 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처무규정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함
제14조 각 부군에 좌의 직원을 둠
부장 우는 군감 1인
참사

1인

장서

약간인

경감

1인

제15조 부장 또는 군감은 독판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행정
사무를 장리하고 부하의 관리를 지휘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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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또는 군감이 유고 시에는 부군 참사가 그 직무를 대리함
제16조 부군 참사는 부장 또는 군감의 명을 받아 부군 사무를 장하고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함
제17조 장서는 단임사무에 종사함
제18조 경감은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함
제19조 각 부군의 수요에 의하여 기수 및 통역을 두기로 함
제20조 도 및 부군에 통신원 및 경호원 약간인을 둠
제21조 통신원 및 경호원에 관한 규정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함
제22조 각 도 및 각 부군에 참의를 두기로 함
참의는 매 도에 7인 매 부군에 5인으로 함
참의는 도･부･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식명망이 있는 자로 내무
총장이 이를 명함
제23조 도 및 부군의 참의는 독판･부장 또는 군감의 자문에 응하며 또는
임시 명령한 사무에 복함
제24조 각 군에 면을 설치함
면의 명칭 및 구역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함
제25조 면에 면감을 둠
제26조 면감은 군감의 지휘감독을 승하야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 집행함
제27조 면에 조사 약간인을 둠
제28조 조사는 군감이 차를 명함
제29조 조사는 면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단임사무에 종사함
제30조 면에 협의원을 두기로 함
협의원은 매 면에 3인으로 함
제31조 협의원은 면내에 거주하는 신망이 있는 자로 독판이 이를 명함
제32조 협의원은 면감의 자문에 응하기로 함
제33조 도부군 참의 및 협의원은 명예직으로 함
제34조 도부군 참의 및 협의원에게는 내무총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직무집행에
요하는 비용을 급여함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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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919년 12월 5일 내무부령 제2호로 공포된 ‘도사무분장규정(道事務分掌規
定)’의 경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무부령 제2호 : 도사무분장규정(1919.12.5.) |
제1조 각도에 비서실･내무사･재무사･교통사 및 경무사를 설치함
제2조 비서실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3조 내무사에 서무과･지방과･회계과 및 심사과를 설치함 .....
제4조 재무사에 세무과 및 리재과를 설치함 .....
제5조 교통사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6조 경무사에 기밀과 및 경호과를 설치함
기밀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1. 경호원의 복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적의 신시설에 관한 사항
4. 적의 경찰 및 계엄에 관한 사항
5. 적이 이용하는 유혹방법 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적정정찰에 관한 사항
경호과에서는 아래 사무를 장함
1. 경호구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인구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3.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4.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5. 부중 경호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에 의세하는 재산가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비서실 및 각 과에 주임을 두어 그 사무를 단임케 함. 전항의 주임은
장서 또는 경감 중으로 독판이 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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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같은 날 내무부령 제3호로 공포된 ‘부군처무규정(府郡處務規定)’의 경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무부령 제3호 : 부군처무규정(1919.12.5.) |
제1장 사무분장
제1조 부군에 서무과･재무과 및 경무과를 설치함
제2조 서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3조 재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4조 경무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1. 범죄수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
2. 적의 신시설에 관한 사항
3. 적의 경찰 및 계엄에 관한 사항
4. 적정정찰에 관한 일절의 사항
5. 적의 용하는 유혹방법에 관한 사항
6.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7. 적의 세력을 믿고 억지를 부리는 재산가 사찰에 관한 사항
8. 인구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9.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10.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11. 서･청 중 경호에 관한 사항
제5조 각 과에 주임을 둠. 주임은 상관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장하고 과원을
지휘함. 과원은 상관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함
제6조 서무과 및 재무과의 주임은 부군장서 중으로 독판이 이를 명하고 경호과의
주임은 경감이 이에 당함
개정된 임시지방연통제에서는 지방행정단위를 도･부･군･면으로 통일적으로 완비하였다.
각 도 청사의 명칭을 독판부라 하고 부 청사는 부서(府署), 군 청사는 군청, 면 청사는
면소(面所)로 부르도록 통일시켰다. 이때 임시정부에서 규정한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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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도 12부 215군으로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통제가 실시된 구역은 1920년
말 현재 9개 도, 1개 부, 45개 군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가운데서도 특히 연통 각 부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지역은 북부지방에 한정되어 있었다. 임시정부와의 교통
통신에 절대 유리한 지리적 여건하에 있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는 연통제 조직이
대체로 넓은 지역에까지 뻗쳐 있었으며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임시연통제’는 전국 각 도에 독판 1인을 두고 그 아래에 참사 4인, 장서 약간인, 경감
2인, 기수와 통역 약간인, 통신원과 경호원 약간인을 두도록 하였다. 내무총장에 예속된
독판은 독판부의 총책을 맡아 각 부의 주무에 관해서는 각 부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독판부에는
비서실과 내무사, 재무사, 교통사, 경무사 등 4개의 司(오늘날 局에 상당)를 설치하고
도참사가 사장(司長)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 사의 사장(도참사)은 독판의 명을
받아 사무를 분장하고 휘하 관리들을 지휘 감독케 하였다. 그 아래 장서는 각기 그 실무에
종사하고, 경감은 경찰업무 등을 맡고, 기수는 기술에 종사하고, 통역은 통역과 번역
등을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다.
독판부 아래의 부서(부)와 군청(군)에는 부장(府長) 혹은 군감 1인, 참사 1인, 장서
약간인, 경감 1인 등의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부장 혹은 군감은 독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내 행정사무를 집행하며 휘하 관리들을 지휘 감독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말단의 면소에서는 면감 1인과 조사(助事) 약간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경감은 군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도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특히 독판부는 비서실과 내무사, 재무사, 교통사, 경무사
등 5개 부서를 두었다. 그 중에서도 경무사는 기밀과와 경호과 등 2개 과를 설치하였다.
기밀과에서는 경호원, 범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일제의 경찰업무 전반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경호과에서는 경호구역 배치, 인구조사, 신문잡지, 집회결사,
친일행위자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군처무규정’에 따르면, 각 부군에는 서무과와 재무과, 그리고 경무과의 3개 과를
두었다. 도의 경무사에는 기밀과와 경호과 2개가 있는 반면에, 부군에서는 경무과 1개만
두었다. 경무과에서는 범죄 수사, 일제 경찰업무 조사, 친일행위자 조사, 인구조사, 신문
잡지, 집회결사에 관한 사항 등 11개 조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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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독판과 부장･군감은 경찰관청에 해당된다. 독판은 내무총장에
예속하며, 각 부(部)의 주관업무에 관하여는 각부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고 하였다(제3조).
부장 또는 군감은 독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부하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고 하였다(제15조). 독판과 부장･군감 밑에 경감과 그 하급직
으로 경호원을 두어 그들이 경찰･위생사무를 보좌･집행하도록 하였다. 도의 경무사를
포함한 각사의 사무분장규정은 내무총장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166)
‘임시지방연통제’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비밀조직으로 이루어진 제도하에서도 도, 부
(군), 면 단위로 각기 자문위원을 두도록 명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부(군) 단위에서는
참의라 부르는 5(부･군) - 7(도)인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면 단위로는 3명의 협의원을
두어 행정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참의나 협의원 제도는 그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명망가를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대민 통치기구인 연통부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치하에서 자유선거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독판이 지방의원인 참의를 임명했고 그 역할은 독판･부장･군감
등의 자문 기구로 제한되었지만, 지방의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참의나 협의원 제도는
민주주의 정치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167)
이로써 볼 때, 적어도 ‘임시지방연통제’의 규정상으로는 임시정부 - 독판 - 부장(군감)
- 면감에 이르는 일사불란한 지방행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에 살펴본 개정 연통
제의 직제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66)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1972.
167)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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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 직제
참 사 4인(비서실, 내무사, 재무사, 교통사, 경무사)
독판 1인
장 서 약간인
경 감 2인
기 수 약간인
통 역 약간인
통신원 약간인
경호원 약간인
참의 7인(내무총장이 임명)

부(군)(府(郡))의 직제
참 사 1인
부장[군감] 1인
장 서 약간인
경 감 1인
기수･통역 필요한 경우
통신원 약간인
경호원 약간인
참의 5인(내무총장이 임명)

면(面)의 직제
조 사 1인
면감 1인
협의원 약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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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 행정기구
비서실
독판부

서무과
지방과

내무사

회계과
심사과
세무과

재무사

이재과

교통사
기밀과

경무사

경호과

군(부)(郡(府))의 행정기구
서무과
군청(부서)

재무과
경무과

지금까지 1919년 7월 이후 임시정부가 국내에 시행한 연통제 조직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연통제 조직 구성원의 면면과 구체적인 운영 상황은 자료 부족으로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가 상해
마랑로 보경리 임시정부 청사를 급습하여 압수해 간 문서 가운데 연통제 도･군직원 명부가
남아있다.168)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8) ｢연통제 道･郡직원 명부 (1) 2년도 12월 말일 현재 聯通制 道職員 名簿(證, 원년도 제34호)｣; ｢(2)
郡職員 名簿(證, 2년도 제12호)｣. 이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2 조선
민족운동연감, 2009, 8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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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20년 12월 말일 현재 연통제 도직원 명부(경찰 관련 인사는 진한 글씨)
도 명

직 명
독

황 해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비 고

판

최 석 호

내무사장

간 병 제

재무사장

정 달 하

교통사장

장 홍 범

경무사장

김 기 형

내무사장

윤 성 운

재무사장

최 용 훈

독 판 장

안 병 찬 2년 4월 19일

2년 9월 7일

내무사장

김 시 점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재무사장

김 승 만 2년 4월 19일

3년 12월 19일

교통사장

김 두 만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유응하(2년 9월 21일 취임함)

경무사장

신 언 갑 2년 1월 12일

3년 9월 21일

여순근(2년 9월 21일 취임함)

신언갑(3년 9월21일 취임함)

김 연 수 2년 3월 5일
박 기 태 2년 3월 5일
장

서

김 창 수 2년 5월 13일
이 윤 병 2년 9월 25일
김 이 현 2년 9월 25일

재무사장

오 명 근 2년 9월 10일

교통사장

권 승 경 2년 9월 10일

경무사장

홍 기 진 2년 9월 10일

경

감

박 원 팔 2년 9월 10일

장

서

함경남도

이 봉 근 2년 9월 10일
박 양 봉 2년 9월 10일
김 승 환 2년 9월 10일
홍 성 연 2년 9월 10일
허

참

의

헌 2년 9월 10일

강 영 기 2년 9월 10일
윤 화 락 2년 9월 10일
김 창 보 2년 9월 10일
김 이 현 2년 9월 10일

함경북도

독

판

오 중 묵 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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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직 명
경

감

장

서

기

수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비 고

최 방 훈 2년 9월 29일
최 필 주 2년 9월 29일
최 방 득 2년 9월 29일
윤 치 련 2년 9월 29일
이 창 윤 2년 9월 29일
한 동 욱 2년 9월 29일

<표 4> 1920년 연통제 군직원 명부(경찰 관련 인사는 진한 글씨)
도 명
경기도

군 명

직 명

성 명

인천

부장

최 응 삼

2년 6월

참사

장 석 우

2년 6월

군감

정 운 회

청주
괴산

서 정 은
경감

김 경 모

참의

정 원 택
조 광 순
조 동 일

충 북

이 재 춘
단양

군감

제천

원 용 갑
이 희 식

참사

현 성 환
김 상 준

충주
보은

군감

박 승 익

참사

원 용 하

군감

이 석 구

재령
안악
황해도
송화

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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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연월일

김 구 영
참사

최 인 환

군감

한 석 규

참사

김 용 제

군감

최 홍 달

참사

고 익 균

군감

최 홍 기

3년 2월 21일

퇴직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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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참사

박 상 설

군감

방 금 신

참사

유 원 봉

군감

장 의 택

참사

장 원 용

군감

이 건 필

참사

노 대 용

해주

군감

노 선 형

평양

부장

김 성 탁

2년 1월 12일

참사

이 영 하

2년 1월 12일

부장

김 지 간

2년 1월 12일

참사

임 치 정

군감

노 인 묵

참사

김 동 원

군감

김 병 순

참사

김 정 민

군감

함 일 형

2년 1월 12일

참사

김 경 념

2년 1월 12일

장서

김 구 범

2년 5월 1일

신천
은율
서흥

진남포
평 남

대동
용강
용천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김 성 모
이 운 규
김 흥 주

평 북

경감

황 정 헌

2년 5월 1일

참의

김 사 선

2년 5월 1일

김 시 건
이 군 즙
이 규 조
장 기 현
의주

군감

송 문 정

참사

신 대 일

장서

박 명 도

2년 4월 19일

김 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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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유 효 근
경감

독 고 찬

참의

박 경 하
이 창 록
윤 치 간
김 성 갑
고 진 태

정주

군감

조 엽 균

참사

박 병 헌

장서

조 보 석

2년 5월 13일

강 이 형
김 이 렬
이 근 호
영변
태천
구성

경감

박 규 징

군감

지 희 전

참사

명 이 항

군감

배 동 린

참사

김 병 도

군감

이 춘 모

2년 1월 12일

참사

박 찬 계

2년 1월 12일

장서

홍 병 일

2년 5월 1일

2년 1월 12일

안 승 열
경감

배 전 호

참의

김 형 식
최 지 관
장 경 전
홍 석 천
홍

운산
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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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군감

최 창 렬

2년 1월 12일

참의

김 병 제

2년 1월 12일

군감

강 제 희

2년 1월 12일

참사

강 창 을

2년 1월 12일

2년 겨울에 사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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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장서

선 우 황

2년 5월 1일

장서

강 제 은

2년 5월 1일

강 이 달

2년 5월 1일

강 용 철

2년 7월 6일

김 홍 빈

2년 7월 6일

경감

장 화 윤

참의

강 윤 태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허(김+익)
이 성 서
김 형 원
임 용 섭
벽동

군감

김 석 항

2년 1월 12일

2년 8월 15일

참사

김 영 화

군감

송 석 우

2년 7(8?)월 7일

3년 6월 17일 사살됨

장서

김 승 원

2년 5월 1일

5년 1월 17일

이 가 은

2년 5월 1일

5년 1월 17일

최 상 태

4년 1월 17일

경감

정 석 태

2년 5월 1일

참의

강 찬 홍

2년 7월 24일

김 완 용

2년 7월 24일

김 병 류
김 석 린
김 병 수
삭주

군감

송 영 호

2년 5월 24일

참사

강 종 문

2년 1월 12일

김 석 기

3년 8월 15일

김 서 준

2년 5월 14일

김 정 로

2년 5월 14일

이 관 윤

2년 7월 6일

이 학 주

2년 7월 6일

주 원 건

2년 7월 6일

임 시 형

3년 12월 20일

장서

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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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강계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경감

최 석 준

2년 5월 14일

참의

주 경 규

2년 6월 25일

오 봉 근

2년 6월 25일

이 영 선

2년 6월 25일

최 석 인

2년 6월 25일

최 겸 순

2년 6월 25일

군감

김 수 장

2년 4월 19일

참사

김 낙 주

2년 6월 25일

퇴직 연월일

김 덕 현
박 영 하
양 자 록

면관
2년 9월 1일

김 화 현
강 봉 석
경감

김 상 돈

2년 8월 1일

참사

김 장 송

2년 9월 1일

유 상 우

2년 9월 1일

참의

김 문 식
김 종 락
김 기 철

2년 8월 1일

김 갑 용
송 병 관
위원

군감

권 형 모

참사

이 재 봉

2년 4월 19일

윤 희 두
송 태 식
송 종 규
안 건 익
이 시 병
김 실 호
경감

김 동 원

참의

송 자 순
박 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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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김 택 주
김 낙 표
김 이 구
초산

군감

남 정 봉

참사

조 민 철

장서

김 승 유

2년 3월 5일

김 문 현
이 봉 훈
김 문 희
이 헌 국
경감

최 항 신

참의

김 정 범
이 강 하
홍 종 빈

2년 3월 5일

함 일 규

2년 4월 20일

송 윤 진

2년 3월 5일

2년 4월 25일 사망

안 성 준
자성

군감

김 경 희

2년 3월 5일

참사

이 성 호

2년 8월 1일

장사

박 동 흠
김 효 중

경감

이 종 백

참의

유 차 거
김 문 평
길 원 무
이 승 주
이 기 형

선천

군감

오 희 갑

2년 5월 12일

후창

군감

김 정 태

2년 8월 1일

참사

김 윤 탁

장서

김 영 석

장서

유 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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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이 항 덕
허

흘

이 현 풍
경감

김 시 찬

참의

최 영 림
김 중 희
이 동 규
전 원 숙
유 관 하

희천

함흥
영흥

덕원

홍원

정평
함 남
신흥

이원

장서

박 영 봉

2년 9월 1일

군감

양 찬 구

3년 9월 6일

참사

양 정 훈

장사

남 명 선

군감

김

준

2년 1월 12일

참사

박 양 승

2년 1월 12일

군감

한 창 현

2년 1월 12일

참사

조 봉 희

2년 1월 12일

군감

강 기 찬

2년 1월 12일

참사

양 세 환

2년 1월 12일

군감

이 상 종

2년 1월 12일

참사

김 신 근

2년 1월 12일

군감

원 정 준

2년 1월 12일

참사

장 세 환

2년 1월 12일

군감

유 승 해

2년 1월 12일

참사

주

군감

강 현 수

참사

김 병 준

장서

김 하 윤

염

김 운 경
경감

김 창 렬

참의

김

탁

김 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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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

군 명

직 명

성 명

임명 연월일

퇴직 연월일

박 태 석
정 계 도
강 석 정
회령
함 북

군감

진 홍 진

2년 1월 12일

참사

김 인 서

경성

군감

이 상 호

2년 1월 12일

경흥

군감

김 문 협

2년 1월 12일

위의 국내 연통제의 도 및 군 조직 가운데 경찰 관계자만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통제 도직원
황해도 경무사 김기형(金基瀅)
평안북도 경무사 신언갑(申彦甲), 여순근(呂淳根)
함경남도 경무사 홍기진(洪基鎭), 경감 박원팔(朴源八)
함경북도 경감 최방훈(崔枋薰), 경감 최필주(崔弼柱)
② 연통제 군직원
충청북도 괴산 경감 김경모(金敬模)
평안북도 용천 경감 황정헌(黃正憲)
평안북도 의주 경감 독고찬(獨孤瓚)
평안북도 정주 경감 박규징(朴奎徵)
평안북도 구성 경감 배전호(裵鐫浩)
평안북도 창성 경감 장화윤(章化潤)
평안북도 벽동 경감 정석태(鄭錫台)
평안북도 삭주 경감 최석준(崔錫俊)
평안북도 강계 경감 김상돈(金商燉)
평안북도 위원 경감 김동원(金東遠)
평안북도 초산 경감 최항신(崔恒信)
평안북도 자성 경감 이종백(李宗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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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후창 경감 김시찬(金時燦)
함경남도 이원 경감 김창렬(金昌烈)
위의 명단에는 주로 북부지방 연통제 도 및 군 경찰 관계자가 보인다. 그 중에서도
평안북도의 경찰 관계자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안
북도의 연통제가 가장 활발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연통제는 약 반년 동안에 경상남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10도에 조직되었는데, 군감까지 임명된 곳은 함북･함남･평북･평남･
황해･경기･충북의 7도였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연통제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지역은 주로 북부지방에 한정되었다. 전국 가운데서도 임시정부와의 교통 통신에 절대
유리한 지리적 여건 하에 있던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는 연통제 조직이 대체로 넓은
지역에까지 뻗쳐 있었으며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평안북도의 경우
에는 19군 가운데 박천과 철산 두 군을 제외한 17개 군에서 연통제가 시행되고 있었을
만큼 그 활동이 두드러진다.169)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이남의 삼남지방에는 연통제가 미처 실시되지 못하거나 비록
시행되더라도 극히 한정된 지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통제 실시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지리적 요인 외에도 연통제 조직을 주도한 안창호의 영향력이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는 데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에는
연통제 실시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독판 임명 기록
외에는 그리고 경기도에는 독판과 인천부 부장(府長) 임명 사실 외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다. 연통부가 설치되지 못한 곳에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단체가 연통부의
일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런데 남부지방 가운데서도 충청남북도만큼은 충주, 제천, 괴산,
보은, 청주, 단양 등지에서 연통제 직원이 다수 임명된 점으로 미루어 그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 같다.

2) 연통제의 운영
연통제는 “정부와 국민간에 기맥을 상통하여 복국사업에 완성을 기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상해에 소재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 상호간의 행정･통신을 원활히 할 수
169)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권,
국가보훈처, 1999,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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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기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연통부의 활동과 운영 방향은 ‘광복사업의
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무에 집중되었다. 연통 각 부의 임무 가운데 인구세
징수와 독립공채의 모집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70) 하지만 연통제는
일제치하에 있던 국내의 현실적 조건하에서 그 조직과 운용은 어디까지나 극비리에 이루
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남아 있는 자료가 극히 영성하여 각지 연통부의 실제 활동
등 연통제의 구체적인 운용 과정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임시연통제에서는 연통 각 부에서 담당하는 주요 사무를 다음과 같이 8개 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제20조).
① 정부에서 발표하는 법령과 기타 공문의 전포에 관한 사항
② 독립시위운동을 계속 진행케 함에 관한 사항
③ 장차 외지에서 동병(動兵)하여 전쟁을 개시할 시는 군인･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징발･수송에 관한 사항
④ 구국금 백원 이상을 갹출할 구국 재정단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⑤ 구국금과 기타 정부에 납상(納上)할 금전 수합 및 납부에 관한 사항
⑥ 장차 정부에서 공채를 발행할 시는 공채 발매에 관한 사항
⑦ 통신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상부(上府)에서 임시 명령한 사항171)
위와 같이 연통 각 부의 활동 업무는 임시정부에서 발포하는 법령이나 기타 각종 공문의
전포를 비롯하여 ‘광복사업의 완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연통 각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매 5일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였다(제21조).
① 독립사업을 위하여 창의순국(倡義殉國)한 자의 주소･씨명･순국 연월일･창의
및 순국 당시의 상황･상속인의 주소･씨명
170)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6쪽.
171)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5쪽; 한시준 편, 大韓民國臨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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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운동 시 적에게 부상당한 자의 주소･씨명･연령･상처 및 부상 정도･부상
당시의 상황
③ 독립운동을 위하여 적에게 처형된 자의 주소･씨명･연령･형명･형량 및 형기･
처형 연월일･처형된 사유
④ 독립운동을 주장 획책하여 그 진졸한 공적이 저대(著大)한 자의 주소･씨명･
연령 및 사적의 개요
⑤ 독립운동을 협조하기 위하여 백원 이상의 자금을 의연한 자의 주소･씨명･
연령･금액･의연 연월일･납부한 단체명(정부 또는 기타 단체)
⑥ 군사상 지식 경험이 있는 자의 주소･씨명･연령 및 약력
⑦ 독립운동에 관한 민심 경향
⑧ 적의 계엄의 정도 및 유혹의 수단 방법 등
⑨ 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172)
곧 독립운동에 직접 투신하였거나 연관된 인물들의 신상 파악을 비롯해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구체적인 실상 혹은 현황 파악 등도 연통 각 부에서 맡고 있던 임무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었다.
이상과 같은 역할이나 임무 규정 외에도 연통 각 부에서는 임의로 필요한 인원의 통신
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신표를 주어 활동을 원활케 하였으며, 매 5일마다
통신원을 하급 직할 연통부에 보내 상호 연락을 취하도록 규정하였다(제22･23조). 또
각 부에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시위대를 조직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력자들의 이면
후원하에 시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규정하였으며(제24~26조), 구국
재정단원 혹은 개인 자격의 구국 의연금 출금자의 인적사항, 필요한 경우 변성명 사용
규정(제27~30조) 등을 두고 있었다.
연통제의 다양한 사무 가운데서도 특히 임시정부가 노력을 경주한 방면은 재정 확보
시책이었다. 1920년 재무부에서 재무부 훈령 제2, 3호(1920.4.6.)를 통해 함경북도
독판에게 인구세 징수 사무를 위임하고, 이어 재비발(財秘發) 제120호(1920.5.8.)를
172)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6쪽; 한시준 편, 大韓民國臨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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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독립공채 모집위원의 임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개정된 ‘임시지방연통제’의 부서별 사무분담 내용은 경우에 따라 애매하고 중첩되는
사항도 있었다. 또한 규정된 사무분담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도 비밀리에 유지된 연통제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그 적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여러 부서별로 사무분장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출범 초기 임시정부가 국토
밖에 위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국민에 대해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데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73)
국내에 설치된 연통 각 부는 교통국과 함께 독립자금의 모집, 정부의 지령 및 독립신문의
배포에 종사했다. 평안북도 독판부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국내 연통부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평안북도 독판부는 1920년 4월 독판부 산하 각군의 군감･서기
등 20명이 제3회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에 관한 모든 사항과 기타 일체의 행정상 진행
방침을 결의하였다.174) 그 해 10월에도 평북독판부 산하의 군감 등 30명이 군감회의를
열고 인구세 징수, 태평양회의를 기회로 한 만세운동 조직, 평안북도 각 군에 독립공채
모집위원 파견 등을 결의하는 등 활동하였다.175)
하지만 일제의 경계가 엄중해지면서 수난도 계속되었다. 연통제는 시행 초기단계부터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다. 3.1운동 이후 한층 강화된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상해와 국내를 왕래하던 특파원들과 각지 연통부 직원들이 연이어 일경에 검거됨으로써
일찍부터 조직이 와해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제의 연통제
탄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통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기능하던 평안도 의주와
함경도 회령 등지의 변경지방의 경우에는 그만큼 탄압이 가중되고 있었다.
연통제의 실질적 조직은 상하계통 간에는 서로 알되 횡적으로는 서로 모르게 하였다.
그런데 1919년 9월에 함북･회령 지방기관이 일제에게 탄로 나서 최방연 등 10명이 유죄
판결로 옥고를 치렀으며, 1920년 8월에는 함흥의 연통기관이 일제에게 발각되자 이로
말미암아 경기도와 평안남북도의 커다란 조직이 드러나 김인서 등 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일제 총독부 관리･학생･전도사 등의 유식층이 많아 세인을 놀라게

173)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상권,
국가보훈처, 1999, 348~352쪽.
174) ｢大韓靑年團聯合會總會｣, 獨立新聞, 1920년 5월 15일.
175)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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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로 보아 임시정부에서 시행한 연통제에 국내의 많은 인사들이 암암리에 호응
하여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보안유지체계도 상당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176)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연통제의 명맥은 적어도 1921년 전반기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민단제와 상해 교민단 의경대
1) 임시정부의 민단제 시행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임시교통국의 설치와 더불어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내무부
관할 아래 국내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연통제와 거류민단제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리
하여 1919년 7월 10일 ‘임시연통제’ 제1조에서 연통부를 국내와 외국거류지에 둔다고
하여 국외 동포들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12월 1일 개정된 ‘임시지방연통제’
에서는 그 대상 지역을 국내에 한정함으로써 국외는 제외되었다.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제도는 1920년 3월 임시정부의 시정방침에서 거류민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177)
임시정부는 시정방침에 따라 1920년 3월 16일 국무원령 제2호로 “외지에 거류하는
대한인의 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거류민단제’를 발표하였다.178) 이어 이를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내무부령 제1호로 발표했다.179) 그리고 3월 30일 “거류민단 감독
관청에 관한 규정은 내무총장이 정”한다는 ‘임시거류민단제’ 제31조에 따라 “각국에
재한 임시거류민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총판부를 두는 ‘임시거류민단 감독제’를
내무부령 제2호로 발표했다.180) 이에 따라 임시정부 내무부는 5월 간도 및 노령에 특파
원을 파견하여 각지의 수뇌자와 교섭하여 임시총판부 설치의 동의를 받았다.181)
거류민단제는 1920년 10월 7일 내무부령 제4호에 의해 ‘임시교민단제’로 변경되었다.182)
176)
177)
178)
179)
180)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197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임정편 2, 107쪽.
｢臨時居留民團制｣, 獨立新聞 1920년 4월 8일.
｢部令｣, 獨立新聞, 1920년 4월 15일.
｢內務令 第2號｣(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7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문서(2),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145~149쪽).
181)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9~80쪽.
182) 朝鮮民族運動年鑑 192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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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류민단제’(1920.3.16.)의 제12조 7항과 ‘임시교민단제’(1920.10.7.)의 제11조
7항에 각각 ‘거류민단’과 ‘교민단’ 의사회에서 “의용대 조직 및 빈민 구조에 관한 일”를
처리한다고 동일하게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83) 여기에 명시된 ‘의용대(義勇隊)’가
아마도 “5. 교육 위생 소방 및 교통에 관한 일, 6. 병원모집에 관한 일, 7. 의용대조직
및 빈민구조에 관한 일”라고 하여 위생, 소방, 병원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1923년 상해 교민단에서 실제로 설립한 ‘의경대’와 같은
조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일 의경대 조직은 1920년의 위의 법령에 나오는 ‘의용대’
관련 해당 규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임시정부는 “외국에 대한 임시교민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각지에 임시
총판부를 치”한다는 ‘임시교민단제’ 제1조에 따라 1920년 10월 13일 ‘임시교민단감독제
(臨時僑民團監督制)’를 시행하고자 하였다.184)
| 임시교민단감독제(1920.10.13.) |
제1조 외국에 재한 임시교민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각지에 임시총판부를
설치함. 관리상 편의에 의하여 총판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방에는
내무부 지방국에서 감독함
제2조 총판부 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규정은 내무총장이 정함
제3조 임시총판부에 좌의 직원을 둠
총 판 1인
부총판 1인
참 사 약간인
장 서 약간인
지방정황에 의하여 경감 2인, 경호원 약간인을 두기로 함
제4조 총판은 내무총장에 예속하야 직권 우는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해관할구역
내에 재한 임시교민단을 지휘 감독함
183) ｢臨時居留民團制｣･｢臨時居留民團監督制｣･｢臨時僑民團關係法令集｣,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참조.
184) ｢臨時僑民團關係法令集｣(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105~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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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총판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며 우는 처분함을 득함
제6조 총판은 의회의 해산을 명함을 득함
제7조 총판은 교민단장이 의사회의 의결에 대하야 재결을 청할 시에는 기
의결을 취하거나 또는 정지함을 득함
제8조 총판은 교민직원에 대하야 징계함을 득함. 징계처분은 견책 50원 이하의
과태금 또는 해직으로 함
제9조 총판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내무총장에게
보고함을 요함
제10조 부총판은 총판을 보좌하며 총판이 유고 시에는 대리함
제11조 총판부에 비서실, 내무사, 서무사 및 경무사를 설치함
제12조 사장은 총판부 참사로써 이에 보충함. 사장은 총판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함
제13조 장서는 상관의 명을 받아 각기 담임사무에 종사함
제14조 경감은 사장의 명을 받아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함
제15조 경호원은 상관의 명을 받아 각기 담임사무에 종사함
제16조 총판부 비서실 및 각 사의 분과 및 처무규정은 총판이 정함
제17조 지방정황에 의하여 임시교민단 관리상 필요로 인할 시에는 내무총장이
총판 관할구역 내에 감리서를 두기로 함
제18조 감리서 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규정은 총판이 제정함
제19조 각 감리서에 좌의 직원을 둠
감 리 1인
부감리 1인
참 사 약간인
장 서 약간인
지방정황에 의하여 경감 1인 경호원 약간인을 두기로 함
제20조 감리는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총판의 지휘를 승하야 관내 임시교민
단을 지휘 감독함
제21조 부감리는 감리를 보좌하며 감리가 유고할 시에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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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참사는 상관의 명을 받아 담임사무를 장리함
제23조 장서는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함
제24조 경감은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함
제25조 경호원은 상관의 명을 받아 각기 단임사무에 종사함185)
계속하여 ‘임시교민단감독제’ 제2조에 의거하여 1920년 10월 14일 ‘임시총판부사무
분장규정(臨時總辦府事務分掌規程)’을 제정하여 내무부령 제5호로 공포했다. 그 가운데
경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임시총판부사무분장규정(1920.10.14.) |
제1조 총판부에 비서실, 내무사, 서무사 및 경무사를 설치함
제2조 비서실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3조 내무사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4조 서무사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
제5조 경무사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1. 경호원의 복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적정정찰에 관한 사항
4. 경호구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6.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7. 집합 및 결사에 관한 사항
8. 부중 경호에 관한 사항
제6조 총판이 집무상 필요로 인할 시는 비서 및 각사에 과를 설치함. 각 과에
주임을 두어 그 사무를 담임케 함. 전항의 주임은 장서 또는 경감 중으로
총판이 이를 명함186)
18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7 내무부･교통부･재무부･문화부, 2008.
186) ｢임시교민단관계법령집｣(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8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3),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중앙일보사, 1998, 109~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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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시교민단제’는 임시정부 소재지인 상해에서는 실행되었지만 간도, 노령, 미주
등지에서는 실제 실행되지 못했다. 간도의 경우 1920년 10월 이른바 훈춘사건에 이은
경신참변으로 이들 지역의 대다수 독립군 단체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밀산부로 이동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설치된 임시교민단이나 임시총판부는 조직만 합의되고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187) 미주에서는 경비 곤란을 이유로 민단제를 신설함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했다.188)

2) 의경대의 조직과 활동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민단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교민단체가 설립되어 운영
되었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해 국치를 당한 후, 해외 동포들은 각지에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자치단체를 조직했다. 상해 ‘대한교민단’(이하 교민단)의 기원은 1918년 가을에
상해지역에서 조직된 최초의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 소속의 청년지사들이 조직한 ‘상해
고려교민친목회’였다. 1919년에 들어 민단은 친목회의 차원을 넘어 교민단으로 성장
했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산하 기초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상해
교민단은 단순한 자치기관만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단체요, 임시정부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따라서 상해 교민
단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달리 의정원의 의원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교민단이 임시정부와 관련된 점은 교민단의 주요 인물이 곧 임시정부의 핵심인물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교민단의 활동 양상은 임시정부의 역량이나 상황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보이게 마련이었다.189)
상해 교민단은 1918년 가을에 조직되어 1932년의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게 되면서 약화되고, 또한 1934년 해체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인동포
사회의 구심점이면서 독립운동의 기초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민단은 기본
민단업무와 각종 행사, 교육, 공공 질서 유지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호구조사, 재산조사,
민단세 징수, 임시정부와 관련된 각종 행사, 인성학교를 통한 동포 자제들의 교육, 의경
187)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81쪽.
188) 朝鮮民族運動年鑑 1921년 2월 12일.
189) 김희곤, ｢상해 대한인민단의 성립과 독립운동｣, 수촌 박영석 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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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통한 치안 확보와 밀정에 대한 엄단 등이 교민단 활동의 골격이었다.
교민단은 상해 동포사회의 치안 확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상해가 국제도시이면서
동포사회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단이 동포사회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
웠다. 더구나 임시정부의 경찰이나 다른 여러 단체 명의를 사칭하면서 동포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거나 새로 상해에 도착한 동포에게 사기를 치는 예가 빈번하게 되자, 교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해야 하는 교민단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예방이나 처벌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3년 김구가 내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교민단은 1923년 말에 자치권을 가진 민단의 사업 차원에서 의경대 조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190) 의경대는 ‘의경(義警)’191), ‘의경단(義警團)’192)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었다. 의경대의 설치에 대해 당시 국내의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상해에 오는 타지방의 동포를 위하여 교민단에서 새로 창설 |
상해에 거류하는 동포가 요사이에 육칠백명으로 계산하게 되는 터인데 연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기강이 어지럽게 됨으로써 이것을 기회삼아
우리 사정을 일본 측에 밀고하여 주는 사람이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일도
있게 되어 임시정부 경찰이니 또는 무슨 단체의 사람이니 자층(칭-인용자)하고
본국이나 또는 다른 지방에서 새로이 와서 상해 사정이 익숙지 못한 사람에게
정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일이 혹시 생기게도 됨으로 상해에 있는 유지들은
대단히 염려하여 모여 앉으면 이 일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와 바로잡을 생각을
많이 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든 바인데 근일에 와서는 이것을 상해교민의 자치권을
가진 교민단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여 불원간에 의사회를
개최하고 의경 조직에 관한 건을 통과하고 그 직원은 적당한 인물을 선임하여
상해에 있는 동포 사이의 기강을 엄숙하게 정돈하라는 계획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독립을 방해하는 자가 접촉치도 못 할지며 그밖에 만일에 유감되는 사건도 생기지
아니하리라고 관측 된다더라193)
190) ｢上海에 義警 新設｣, 東亞日報, 1923년 12월 18일.
191) ｢上海에 義警 新設｣, 東亞日報, 1923년 12월 18일.
192) ‘의경단’원이던 張德震이 중국인들과의 싸움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자료가 보이는데(｢張德震
(上海臨時政府 義警團員)君 長逝｣･｢哀痛에 싸인 張德震氏葬式｣, 東亞日報, 1924년 8월 28일･9월
13일), 이 ‘의경단’은 곧 의경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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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의 조선일보도 상해 교민단 의경대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어 국내의 관심을 짐작케 해준다.
| 상해교민단의 신사업, 의경대와 학무위원회를 설치, 자치제도와 경찰사무를
확대 / 의경대의 설치, 지난달 이십칠일부터 시행 |
상해에는 조선동포가 많이 거주할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자가 많이
거류하는 바 그중에 불량배가 섞여 있어 민족의 이해와 의리의 엄정함을 불고
하고 혹 부정한 금전에 팔리기도 하고 혹 교활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여 순?한
이성을 위반하고 창귀의 행동을 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여 자태의 위해를 부르고
외면에 실정을 노출하는 자가 있다 하여 ｢대한교민단｣에서 자치제도를 충실케
하는 동시에 먼저 ｢의경대｣를 설치하고 대원과 대장을 두어서 경찰사무를 집행케
하며 그 총지휘는 민단장이 장리하기로 하여 지난달 이십칠일부터 사무를 실시
하였다는 데 우선 ‘장덕진’, ‘최천호’씨를 대원으로 선정하고 ‘김구’씨로 고문을
삼아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하며 ......194)
이와 같이 교민단의 자치 경찰로 조직된 의경대는 그 지휘를 민단장에게 일임하고
내무총장이던 김구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내무총장으로서 교민단에도
관여했던 김구는 의경대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경대는 조직 후 대원들을 모집하고 임명하였다.195) 처음에 장덕진과 최천호가 의경대
대원으로 선발되었다. 두 사람은 서간도에서부터 같이 활동했던 동지였다.196) 장덕진은
일제 밀정 김명현의 공작에 의해 1924년 8월 27일 순국하였다.197) 그는 간도참변 때
동아일보 기자로 간도에 취재를 갔다가 일본 헌병에 의해 피살된 친형 장덕준의 억울함을

193) ｢上海에 義警 新設｣, 東亞日報, 1923년 12월 18일.
194) ｢상해교민단의 신사업, 의경대와 학무위원회를 설치, 자치제도와 경찰사무를 확대｣, 朝鮮日報,
1924년 1월 4일.
195) ｢장, 최씨를 임명, 상해의경 대원으로｣, 東亞日報, 1924년 1월 2일.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상해교
민단에서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측 분자와 불의행동을 하는 자를 경계하며 중지하기 위해
의경대를 두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십칠일(1923.12.17.) 교민단의사회에서 의경대조례를 통과하고
대원을 물색중이던바 장덕진, 최천호씨 등이 임명되었다더라(상해)”
196) 朴泰烈 編, 張德震傳, 上海: 三一印刷所, 1925.
197) 一記者, ｢警務局訪問記｣, 獨立新聞, 192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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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못해 원한이 있었다. 이에 김구에게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198)
사후 그의 장례식은 의경대 이름으로 거행되었다.199) 최천호는 장덕진 순국 후 일제를
응징하기 위해 상해를 출발하였다.
의경대의 직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련 자료들의 기록을 통하여
의경대 대장, 고문, 간사, 대원의 직위와 명단이 일부 발견된다. 주요 인물과 직위는 다음과
같다.
<표 5> 의경대 직원 명부
활동시기 순서

성명

의경대 직위(역할)

당시 임시정부 직위

1924.1.7.

김구(金九)

의경대 고문

내무총장(1924)

1924.1.7.

최천호(崔天浩)

의경대원

경무국(1924)

1924.1.7.

장덕진(張德震)

의경대원

임시의정원 의원(1924)

1924.6.23.

이준수(李俊秀)

의경대 사무집행

경무국(1924)

1924.6.23.

나석주(羅錫疇)

의경대 사무집행

경무국(1924)

1924.6.23.

최천호*

의경대 사무집행

경무국(1924)

1924.6.23.

이민달(李敏達)

의경대 사무집행

경무국(1924)

~1925.1.현재

강경선(康景善)

의경대원

임시의정원 의원(1925)

~1925.1.현재

김성득(金成得)

의경대원

-

~1925.1.현재

김신(金信)

의경대원

-

198) ｢上海에 義警 新設｣, 東亞日報, 1923년 12월 18일; ｢불령선인 崔天浩의 여행목적에 관한 건｣,
高警 제3512호, 大正 13(1924)년 10월 8일, 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文書.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적：平安北道 義州郡 加山面 泉甘洞 崔萬年 즉 최천호 明治 33(1900)년 7월 20일생 위자는
대정11년 3월경 서간도에 갔다가 다시 상해에 도항하여 망 張德震과 함께 그곳 교민단, 의경대,
가정부경호대원으로서 우리 관헌의 밀정을 물색하거나 혹은 새 도래자의 휴대금품을 조사, 횡탈하는
등 감히 모든 흉악 행위를 하는 한편 의열단과 연락하여 폭탄 반송의 임무를 맡았다는 정보가 있는
인물임. 동인은 9월 17일 동지 1명과 함께 가정부의 사명을 띠고 해로로 천진 경유 북경에 간
것을 재상해 본부 파견원이 탐지하였고 이래 그 진상을 내사 중임. 그런데 최근 탐지한 바에 따르면,
동지 장덕진이 생전(죽으려고 하는 직전)에 가정부 내무총장 김구에게 “친형 德俊이 수년전 간도에서
일본군대에게 참살당했으므로 나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오늘까지 전력을 기울였지만 불행히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천명을 마치려고 한다. 바라건대 선생(김구를 가리킴)이 나를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아주기 바란다”라고 유언하였음. 그래서 김구는 그 말에 깊이 감동하고 숙려한 결과
생전의 친구였던 최천호에게 어떤 중대한 임무를 주어 조선(?)에 보낸 것인데 실제로 최천호는 출발
때에 배웅하는 동지와 친구에게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제군들과 악수할 수 있을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인사하였다고 들었음을 상해파견원으로부터 追報가 있었음. 언제 귀지에 들를지
모르므로 엄밀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통보합니다.”
199) 禹昇圭, 나절로漫筆, 探求堂,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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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기 순서

성명

의경대 직위(역할)

당시 임시정부 직위

~1925.1.현재

김우진(金宇鎭)

의경대원

-

~1925.1.현재

김종진(金宗鎭)

의경대원

-

~1925.1.현재

김천봉(金千鳳)

의경대원

-

~1925.1.현재

남충렬(南忠烈)

의경대원

-

~1925.1.현재

박계천(朴桂千)

의경대원

-

~1925.1.현재

박영구(朴英九)

의경대원

-

~1925.1.현재

변일광(邊一光)

의경대원

-

~1925.1.현재

이화천(李花天)

의경대원

-

~1925.1.현재

임긍호(林兢鎬)

의경대원

-

~1925.1.현재

임득봉(任得鳳)

의경대원

-

~1925.1.현재

전일(全日)

의경대원

-

~1925.1.현재

정구일(鄭求一)

의경대원

-

~1925.1.현재

정병구(鄭炳九)

의경대원

-

~1925.1.현재

최걸(崔傑)

의경대원

-

~1925.1.현재

최충신(崔忠信)

의경대원

-

~1925.1.현재

황채성(黃蔡性)

의경대원

-

1931.10.31.

노종균(김동우)
(金東宇(盧鐘均))

의경대장

-

1931.10.31.

서리균(이덕주)
(徐利均(李德柱))

의경대원

-

1931.10.31.

김창국(金昌國)

의경대장

-

1931

엄항섭(嚴恒燮)

의경대 간사

임시의정원 의원(1931)

1931.10.31.

이동초(李東初)

의경대원

1932.1.11.

김구*

의경대장

재무장(1932)

1932.1.11.

김창국*

의경대원

-

1932.1.11.

이동영(李東永)

의경대원

-

1932

안경근(安恭根)

의경대 간사

-

1932

김철(金澈)

의경대원

재무장(1932)

1932.2.26.

유상근(柳相根)

의경대장

-

1932

유진만(兪鎭萬)

의경대원

-

1932

이수봉(李秀峰)

의경대원

-

1932

이덕주(李德柱)

의경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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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기 순서

성명

의경대 직위(역할)

당시 임시정부 직위

1932

장현근(송진표)
(張鉉瑾(宋鎭杓))

의경대 간사

-

1932

최석순(崔錫淳)

의경대 간사

임시의정원 의원,
부의장 (1943)

1933.5.

박창세(朴昌世)

의경대장

임시의정원 의원(1933)

1933

김수산(金水山)

의경대원

-

1933

김일성(金一誠)

의경대원

-

1933

양철여(楊鐵如)

의경대원

-

1933

이영식(李英式)

의경대원

-

1933

이운환(李雲煥)

의경대원

-

1933

이경산(李景山)

의경대원

-

1933

김두봉(金枓奉)

의경대 명예대원

임시의정원 의원(1919)

1933

김영호(金永浩)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문일민(文逸民)

의경대 명예대원

임시의정원 의원(1925)

1933

박규목(朴奎睦)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박제경(朴諸卿)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안공근(安恭根)

의경대 명예대원

임시의정원 의원
(1921/1940)

1933

엄항섭*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이호범(李浩範)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임승영(林承榮)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정해일(鄭海日)

의경대 명예대원

-

1933

최석순*

의경대 명예대원

-

1935

이광복(李光福)

의경대원

(*앞서 언급된 이름과 동일인물)

의경대는 상해 교민사회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경대의 기본적인 업무는 질서유
지 및 반역자 교정,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이었다.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
밀정을 색출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이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치
안을 보안하고 친일분자와 불의한 행동을 경계･징치(懲治)하기”200) 위한 데에서 연유했
다. 대략적인 활동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 ｢張德震 崔天浩兩氏를 任命｣, 東亞日報, 192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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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업무 : 한인 박진이 설립한 모자공장 종품공사인 내 ‘불순’ 근무자 여부
확인 방문･조사
- 인사검증 : 새로이 선출된 임시의정원 의원의 전력 조사201)
- 위생사무 : 작부 고용한 주점 경영한 인육상 업자 유인발에 대하여 폐업
명령 지시202)
- 친일파 처단 : 상하이 거주 친일파 유인발 및 밀정 석현구 사살 처단203)
그런데 의경대는 조직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30년 5월 5일, 제8회 의사회에서 결성된 ‘의경대 조례’에 기초하여 교민단의 경찰
기관으로서 창설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204) 이것은 의경대가 1923년 조직된
후 쇠약해졌다가 1930년에 들면서 조례를 개정하여 다시 조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상해 동포사회의 질서유지와 풍기 취체는 1926년에 조직된 병인의용대가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병인의용대는 독립운동단체였지만 그 임무 가운데 임시정부 수호라는
역할이 있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수호를 위한 경찰 기능을 발휘했던 것이다.
1920년대 의경대의 활동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1925년 초 프랑스조계 당국의 치안
유지에 협조한 일이다. 이는 의경대가 자체적인 치안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201)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임시의정원Ⅰ, 2005, 189~190쪽. ｢臨時議政院會議
第12回(1924.2~6.)｣･｢臨時議政院會議 速記錄 第1~14回(1924.2.29.~4.17.)｣. 이 속기록에는 새로이
선출된 임시의정원 의원 강경선에 대해서 전력 등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 있자 조덕진 의원이 “新到議員
康景善은 議員에 被選되기 以前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고 選出區民 사이에서도 評判이 나쁩니다
지금 제가 資格을 審査함에 있어서 內務總長에게 물어보았습니다. 內務總長의 答은 아무런 證據는
없고 소문 뿐입니다만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 저는 報告하도록 이와 같이 調査書를 添附해
두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再審査하는 것은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內務部와 民國義警隊
에서 調査가 끝났으니까 지금 可否를 決定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民國義警隊는
民團義警隊의 오기로 보인다.
202) 上海韓聞 제16호, 1932년. “인육상 柳寅發의 최후 발악, 인육상 柳寅發에 대해 의경대에서 폐업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미 보도한 대로인데 이 명령을 받은 柳寅發은 그 마굴을 영국 조계로 옮겨
현재 福照路 모처에 집을 빌려 수리 중인 바, 그는 자신은 의경대원 놈들이 보기 싫어 할 수 없이
(한줄 불분명) …에 醜婦 30여 명 가량을 모집하여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하며 발악적인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203)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外務省警察史 第45卷, 支那ノ部 南支, 東京: 不二出版(株), 2001 ;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596쪽. 柳寅發은 일찍이 미국에서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인물이다. 중국 상해에 건너 온 그는 1926년 현재 임시정부 호위, 친일파 처단 임무를
수행하던 丙寅義勇隊 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후 민족운동진영을 이탈하여 친일활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진영의 공격을 받았다.
204) 金正明, 朝鮮獨立運動 2, 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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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조계에서 조계당국에 협조하여 치안 불안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던 훌륭한 사례이다.
의경대로서도 프랑스조계 당국의 치안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조계 내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1925년 초 프랑스조계 외곽에
중국 내정의 소란으로 치안이 불안하였다. 프랑스조계의 치안 인력이 부족해지자 교민
단은 의경대를 조직해 프랑스조계 당국에 파견하였다. 프랑스조계 당국은 이들 의경대
대원들을 무장시켜 조계 외곽의 치안 유지에 동원하였다. 나중에 프랑스조계 당국은
교민단 단장 여운형에게 감사장을 보내 고마운 뜻을 표명하였다. 1925년 1월 프랑스
조계 당국에 파견되어 조계 외곽의 치안 유지에 협조했던 의경대 19인은 다음과 같다.
1925년 의경대 대원 명단
1조(組) 황채성(黃蔡性), 김우진(金宇鎭), 김종진(金宗鎭), 임긍호(林兢鎬), 최걸
(崔傑), 정병구(鄭炳九)
2조(組) 최충신(崔忠信), 남충렬(南忠烈), 전일(全日), 박영구(朴英九), 임득봉
(任得鳳), 김신(金信)
3조(組) 이화천(李花天), 김성득(金成得), 박계천(朴桂千), 강경선(康景善), 변일광
(邊一光), 김천봉(金千鳳), 정구일(鄭求一)205)
이들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잘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이 많다. 기존의 의경대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추가적인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경대는 이전의 간헐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1930년대 의경대의 활동이 강화된 이유는 1920년 후반기에 중국 본토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 운동이 무너지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사이에 생긴 알력에 기인하였다. 1920년대 후반은 전체 독립운동
계의 이념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독립운동의 통일적인 추진을 위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이
추구되던 시기였다. 중국본토지역에서 조직된 ‘한국유일독립당촉성회’도 바로 이러한
운동의 하나로서, 국내의 신간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민족협동전선에
205) ｢在上海 不逞鮮人의 近情｣, 朝鮮總督府 警務局→內閣 拓殖局長 등, 1925년 2월 13일(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上海地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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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 세력의 인식 차이와 당시 중국의 국공분열 및 코민테른의 ‘12월 테제’ 등의 영향을
받아 해체되고 말았지만, 근대적인 정당설립운동이며, 본격적인 민족협동전선체 조직
운동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1930년대의 의경대는 민단의 근본 업무인 호구
조사와 민단세 징수 및 풍기 취체 등의 업무를 넘어서 공산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활동도
벌였다.206) 물론 이들이 근본 목표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밀정의
혐의가 있던 석현구와 김원태를 암살하여 의경대 본래의 활동도 벌였기 때문이다.207)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경대 구성원에는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31년 10월 31일
교민단 단장 김구의 이름으로 단무의 각 조직과 단부속 의경대 직원의 임면 등을 발표
하였다. 의경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김창국(金昌國)을 의경대장에 임함
∙ 이동초(李東初)를 동 대원에 임함
∙ 김동우(金東宇)는 원에 의해 의경대장을 해임함
∙ 서리균(徐利均)은 원에 의해 동 대원을 해임함208)
1932년 1월 11일 교민단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부서를 분담하고 간사 및 의경대원을
임명했음을 포고하였다.
① 부서 조직
∙ 정무위원장 겸 서무부장 이유필(李裕弼)
∙ 재정부장

김철(金澈)

∙ 의경대장

김구(金九)

② 직원임명
∙ 간

사

최석순(崔錫淳)

엄항섭(嚴恒燮)

∙ 의경대원

김창국(金昌國)

이동영(李東永)

안경근(安敬根)

206) 金正明, 朝鮮獨立運動 2, 513쪽.
20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資料 3, 1971, 574쪽.
208) ｢시국에 관한 上海 한인 독립운동자의 행동의 건｣, 上海 총영사 → 외무대신, 1931년 11월 15일(국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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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사에서 김구가 의경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로보아 김구는 교민단 단장과
의경대 대장을 겸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경대원으로는 김창국과 이동영이 임명
되었다.
1933년 현재 의경대 구성원은 대장과 대원 및 명예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장 : 박창세(朴昌世)
∙ 대원 : 강창제(姜昌濟)･김석(金哲)(체포)･김일성(金一誠)･양철여(楊鐵如)･이경산
(李景山))･이수봉(李秀峰))･이영무(李英武)
∙ 명예대원 : 김영호(金永浩)･김철(金徹)(사망)･김두봉(金枓奉)･문일민(文逸民)･
박규목(朴奎睦)･박제경(朴諸卿)･안공근(安恭根)･엄항섭(嚴恒燮)･
이호범(李浩範)･임승영(업)(林承榮)･정해일(鄭海日)･최석순(崔錫淳)209)
대장은 병인의용대 대원이요, 한국독립당원이며, 1933년에 교민단의 정무위원을 맡은
박창세였다. 대원은 강창제, 이경산, 이수봉 등이었다. 명예대원으로는 김철, 김두봉,
안공근 등 임시정부의 핵심인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채를 띤다.
1930년대 의경대의 주요활동은 밀정 및 친일파 처단활동이었다. 먼저 의경대원
이경산의 석현구 처단 활동이다. 일제에 의해 ‘김구파’로 분류되었던 이경산은 일제 주구
처단에 적극적이었다.210) 1933년 8월 17일 이경산은 이운환과 함께 상해 프랑스조계
하비로 1270호에서 밀정 석현구를 암살하였다. 본명이 이진룡인 석현구는 조선군 나남
헌병대 파견 1등헌병보로서 윤봉길의거의 배후인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인물이었다. 그는 상해에 온 뒤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교제하며 비밀리에 김구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석현구 처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경산은 오랫동안 활동했던 상해를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해 일본영사관 경찰의 추격에 직면한 박창세를 비롯한 의경대 대원들은 내부
협의 결과 진강과 광주 두 지역으로 나누어 피신하였다. 박창세와 이수봉은 진강으로,

209) 金正明, 朝鮮獨立運動 2, 500･513쪽.
210) ｢金九 일파의 군사훈련생의 검거에 관한 건(1935.10.28.)｣, 문서번호 京高特秘 제2822호(국사편찬
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군무부, 2006,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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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산과 김수산은 광주로 피신하였다.211)
다음 김수산의 유인발 처단 활동이다. 본명이 김익성인 의경대 대원 김수산은 상해 공
공조계에서 친일적인 교민단체를 결성한 유인발을 처단한 후 1933년 9월 8일 상해 포동
선착장에서 광주로 출범하는 익손호라는 중국 기선 안에서 체포되었다. 김수산은 다음
해인 1935년 1월 23일 출범하는 평안환으로 국내로 압송되었다.212) 이 해에 의경대원
으로 활동했던 이광복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213) 그럼으로써 의경대는 1932년
4월 윤봉길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상해를 탈출한 후에도 약 4년 동안 끈질기게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1936년경에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게 되었다.214)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경 이동과 경찰 기관 변천

1. 경무과의 설치와 기능
1) 헌법 개정과 좌우연합정부의 구성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자리잡았다.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좌우익을 망라한 인사들로 임시의정원과 정부를 구성하여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한편으로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여
211) 김광재, 「중국관내지역 韓人의 국적 문제 일고찰 - 1933년 廣州에서의 ‘朴義一’ 체포를 둘러싼 中日佛
교섭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2013.
212) 在上海日本總領事館警察部, ｢重要犯人引渡要求ノ交涉經過:金益星｣, 特高警察ニ關スル事項, 1934;
在支滿本邦警察統計及管內狀況報告雜簒(支那27)(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D.2.3.28).
213) 김광재, ｢李溟玉･李孝相 부자의 독립운동과 가족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5집, 2013. 이광복의
본명은 이명옥이다. 그의 체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고된다. ｢海州에서 金川署에 李光福을
押送｣, 조선중앙일보, 1935년 7월 26일. 上海義警隊의 巨頭, [海州] 기미년(己未年) ○○운동 소요
당시 황해도 금천군(黃海道金川郡)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부호(富豪) 2명을 총살하고 상해
(上海)방면으로 피신하야 활동을 계속하든 ○○운동의 거두 리광복(李光福, 4□)은 지난 6월 22일
황해도 경찰부에 압송 인치된 이래 죽환(竹丸)경부의 엄중한 취조를 밧고 잇든 중 근일에 취조도
단락을 짓고 다시 25일 사건 발생지인 금천경찰서(金川署)로 압송하리라는 바 아즉 사건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치는 안햇스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금천(金川)사건에 관련하야 상해에 망명한 후 ○○
운동의 령수(領袖) 김구(金九)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경대(義警隊)에 관계하야 상해사건(上海事件)
또는 이중교(二重橋)사건 등 직접 행동의 지휘와 군자금 모집 남경군관학교 입학알선 등에 활동이
잇지나 안흔가 한다.
214) ｢調査 上海 및 南京地方 朝鮮人 思想 狀況｣, 思想彙報 제7호, 193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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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대일전쟁을 수행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정의 시기를 거친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해 갔다.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자마자 먼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이어 헌법 개정을 추진
하였다. 1940년 10월 9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大韓民國 臨時約憲)’(이하 ‘임시
약헌’)은 1927년 헌법 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임시약헌’을 통해 주석제를
공포한 임시정부는 주석이자 한국독립당의 사실상 대표인 김구를 중심으로 대오를 정비
해갔다.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익진영을 포용하며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해갔다.
1942년 7월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제1지대 편입으로 본격화된 좌익 진영의 임시
정부 참여는 1942년 10월 임시의정원 재편으로 이어졌다.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
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등 좌익계는 물론 무정부주의 계열까지 참여한 임시
의정원의 재편성은 헌법 개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담당할 ‘임시약헌수개위원회(臨時約憲修改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조소앙
(趙素昻)･조완구(趙琬九)･차리석(車利錫)･조경한(趙擎韓)･최석순(崔錫淳)･김상덕(金尙德)･
신영삼(申榮三)･박건웅(朴健雄)･유자명(柳子明)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년 반만의
논의 끝에 1944년 4월 22일 제3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이하 ‘임시헌장’)이 공포되었다.
1944년 ‘임시헌장’은 전문에서, 3･1대혁명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25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7장, 62개조의 ‘임시헌장’을 공포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임시헌장 제4장은 임시정부의 구성과 직권(職權)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6개 부서를 기간으로 하는 행정부 구성을 법제화하였다.
제38조 국무위원회는 행정 각 부서와 통수(統帥)･심판(審判)･검사(檢査) 등 각
기관을 두어 각해 주관 사무를 판리(辦理)하고 임시의정원에 부책
(負責)함.
아래 항 각 기관의 조직조례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되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39조 행정 각 부서는 내무(內務), 외무(外務), 군무(軍務), 재무(財務), 문화

379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文化), 선전(宣戰) 등 각부와 기타 각 위원회를 두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제40조 행정 각 부서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위하여 각 주무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되 국무위원회 주석이 주지함.
1944년 임시헌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주석직의 신설이다. 좌우연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임시정부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선임함으로써 입법부는
행정부에서도 좌우연합정권을 구축하게 되었다.

2) 관제 개정과 경무과 설치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은 지금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잠행관제’의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졌다. 중경시기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은 1940년 10월과 1944년 4월에 이뤄졌는데,
관제의 개정은 그 궤를 같이하여 1943년 3월과 1944년 5월에 이뤄졌다.
임시정부는 1940년 10월 9일 공포된 ‘임시약헌’ 제24･25조에 근거하여215)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제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조완구, 이시영(李始榮) 2인이 기초위원이
되어 제출하였으며, 1943년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216)
1943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잠행관제(大韓民國 暫行官制)’가 제정, 공포
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관제(大韓民國 臨時官制)’(1919.11.5.)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도 개편되었다. 잠행관제에서 내무부 소관 사무는 “헌정주비(憲政籌備), 의원선거,
지방자치, 경찰위생, 농상공무, 종교, 자선, 민중단체 등에 관한 일체 사무”로 규정되었다
(제5장 제2절 제1조). 크게 8개 사무로 구분된 내무부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무,
경무, 사회 3개 과가 설치되었다.
이 중 경무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21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2005, 25쪽.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第24條
國務委員會는 國務를 議決 執行하되 行政 各部를 두어 各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各部의 組織條例를
制定하여 施行함. 第25條 國務委員會와 行政 各部는 約憲과 法律 範圍 內에서 필요한 命令을 發佈하고
規程을 定함”
216)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7호, 1943년 4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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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정주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② 국적 및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③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항
④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⑤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⑥ 도서출판, 저작권 및 집회, 결사에 관한 사항
경무과의 주요 업무는 행정 및 고등경찰업무와 선거 시행과 이를 위한 인구조사, 출판･
집회･결사 관련 사무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 외에도 선거 시행과 기타 일반 행정사무까지
집중되었다. 경무과가 선거 및 지방자치 사항과 인구조사, 징병･징발 사항까지 담당한
것은 이전에는 없는 일이었다. 이는 기존의 내무부에는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국이
있었으나, 1943년 관제 개정으로 지방국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방 행정은 임시정부 수립 초기 지방국이 담당하다가 연통제와 교민단제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분산되었다. 그런데 점차 연통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이동기를 거치며
교민단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사실상 지방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무과가 일시적으로 지방국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 규정에서
총무과의 업무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으며, 사회과의 경우 사회단체 활동 및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217) 결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안착해가는 과도기에
우선 경무과의 역할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무부 규정 제6조는 “경위대(警衛隊)는 경위대조례(警衛隊條例)에 의함”이었다.
이를 통해 경위대 조직이 법적으로 공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위대조례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경위대 규정이 이미 1941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44년 4월 20일 제36회 임시의정원(1944.4.20.~4.24.)이 개원하였다. 제36회
임시의정원 회의의 중요 안건은 제35회 회기에서 결의한 임시약헌의 개정[改修]이었다.
2일간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4월 22일 약헌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헌법 개정에 따라
주석, 부주석, 국무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217) 사회과의 규정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賑災 恤難 慈善에 관한 사항, ② 공익 사단･재단 인허에
관한 사항, ③ 각 종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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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奎植)이 당선되었고, 4월 24일 국무위원으로 이시영･조성환(曺成煥)･황학수(黃學秀)･
조완구･차리석･장건상(張建相)･박찬익(朴贊翊)･조소앙･성주식(成周寔)･김붕준(金朋濬)･
유림(柳林)･김원봉(金元鳳)･김성숙(金星淑)･안훈(安勳)이 당선되었다.
제36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민족혁명당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국무위원으로 선임된
역사적인 회의였다. 즉 1942년 임시의정원 보궐선거를 통해 민족혁명당 등 좌익계 인사
들이 참여하게 된 후, 행정부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된 것이었다. 좌우익 계열을 망라하여
구성된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제 개편을 추진했다. 1944년 5월 4일 신임 국무
회의에서 ‘임시헌장 실시에 따른 관제 개수[修改]’를 결의하고 안훈･유림･장건상･신익희
4인을 ‘관제수개기초위원(官制修改起草委員)’으로 선임한 것이다. 한편 1944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각부 부장이 선임되었는데 내무부장으로는 신익희가 선임되었다.
1944년 4월 22일 제5차 헌법 개정으로 ‘임시헌장’이 공포됨에 따라 잠행관제 개정도
추진되었다. 1944년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잠행관제수개위원회가 제출한 수개초안이
검토되어 약간의 수정 후 다음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 臨時政府
暫行中央官制)’로 공포되었다.218)
1944년 4월 공포된 ‘임시헌장’은 복국과 건국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을 추구하는 ‘대한
민국 건국강령’의 취지가 담겨있는 한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로 구성되었다.
이에 맞춰 개정된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에도 부서 간 고유
업무가 분명히 명시되었다.
정부 행정의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는 총무, 민정, 경무 3개 과를 두고, 선거
준비 및 시행, 인구조사, 경찰행정, 징병 및 징발 업무, 출판･종교･집회･결사 관련 업무,
위생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었다. 1943년 잠행관제에서 내무부 업무는 부서 간
업무가 착종되어 있었으나, 1944년 5월 잠행중앙관제에서 민정과가 설치되어 경무과의
업무가 정리되었다.
경무과와 민정과의 사무분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 민정과는 아래 사무를 장리(掌理)함
① 헌정주비 및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
218)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81호, 1944년 6월 6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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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기관 및 행정구역 설폐에 관한 사항
③ 농상공무에 관한 사항
④ 진휼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⑤ 종교 및 인민단체에 관한 사항
⑥ 교통에 관한 사항
제53조 경무과는 아래 사무를 장리(掌理)함
① 일체 경찰에 관한 사항
② 질서 기율에 관한 사항
③ 국무 및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징병 및 징발에 관한 사항
⑤ 국내정보 및 적정(敵情) 수집에 관한 사항
주목할 점은 1943년 ‘대한민국 잠행관제’에서 경무과의 임무가 선거 시행 및 인구
조사, 징병 및 징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토록 했는데,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
중앙관제’에서는 선거 등의 업무는 민정과에 이관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규정된 점이다. 대체로 경무과의 업무는 ① 일반 경찰사무, ② 인구조사 등, ③ 징병 및
징발, ④ 국내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이었다.
한편 이미 1941년 조직된 경위대는 1943년 ‘대한민국 잠행관제’에서 조직이 공인
되었으며,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에서는 총무, 민정, 경무와 함께
공식적으로 내무부 직속기구로 편성되었다. 다만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 경무과의 지휘를 받는 하위 경찰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219)

3) 경무과의 변천
상해를 떠난 후 이동시기 동안 임시정부의 경찰기관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 했다. 중경에
정착한 후 관제가 개정되면서 경찰조직은 사실상 복원되었다. 1943년 관제 개정에 따른
경무과 설치 후 임명된 제1대 경무과장은 김관오(金冠五)였다.
219) ｢大韓民國臨時政府 暫行中央官制追認案 提出의 件 -追認案 第一號｣(19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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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오는 1921년 상해 망명 후 중국 운남무강당(雲南武講堂)에서 군사학을 배우고 중
국군 장교가 되었다. 1930년대까지 중국군 고위장교로 활동하던 그는 1941년 무렵 한국
독립당의 중경지구 위원장이 되면서 임시정부에 본격 합류하였다. 1942년 임시정부 선전
위원, 임시의정원 강원도 의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41년 조직된 경위대 대장
이었던 그는 1943년 3월 30일자로 경무과장이 되어 경찰기관의 수장이 되었다.220)
1944년 6월 11일 내무부장에 이미 선임된 신익희는 조완구와의 사무교대를 완료한
후 내무부 인사에 들어갔다. 6월 13일 내무차장에 권준[일명 權揚武], 총무과장에 김재호
(金在浩), 민정과장에 고시복[일명 高一鳴], 경무과장 겸 경위대 대장에 이규학[일명 李志一]이
임명되었다.221) 이외에 일반 과원 및 대원으로는 경위대 부대장 유평파[일명 劉炳武
또는 劉炳茂], 경무과 과원 안봉순(安奉舜), 김신(金信), 문덕홍(文德洪) 등 3인이 임명
되었고, 경위대원에는 박용덕(朴龍德), 심광식(沈光植), 송수헌(宋守憲), 황영식(黃永植) 등
4인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실제로 6월 14일부터 업무에 착수하였고, 10월부터 전월성
(全月星)이 경위대에 합류하였다.222)
1944년 6월 내무부 조직 개편은 좌우연합정부의 틀을 반영한 것이었다. 민족혁명당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청년당 대표 신익희는 내무부장에 선임되자 의열단 및 민족혁명당
출신 인사들도 등용하였다. 신익희는 먼저 권준을 내무부 차장에 추천하였다.223) 권준은
의열단 출신으로 1932~33년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 활동했으며, 1934년
이후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다. 1944년 4월 청년 수십 명을 이끌고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한 권준은 임시정부 경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용경위단’을 조직했다. ‘한국의용
경위단’은 “임시정부를 호위하야 임시정부에 위해를 가하는 무질서적 행동을 방어 제지할
목적”을 명분으로 조직되었는데, 주석 김구의 지시로 설립이 인준되었다.224) 의열단 출신
으로 임시정부에 합류한 그는 내무부 개편에 따라 차장에 선임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국민당 출신 이규학[일명 이지일(李志一)]이 경무과 과장 겸 경위대 대장
220) 김관오, 공훈록 등(공훈전자사료관).
221) ｢大韓民國二十六年度 內務部工作槪況 報告書｣(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임시의정원Ⅴ, 2005).
222) 전월성, 독립유공자 공적조서(공훈전자사료관).
223)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81호, 1944년 6월 6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224)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80호, 1944년 4월 15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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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1944년 6월 내무부는 민족혁명당 및 의열단 계열, 한국국민당
출신 인사가 어우러진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 및 경위대 대원도
짜임새 있게 보강되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규학사건’[이지일불검사건(李志一不檢事件)]이
일어났다.
소위 ‘이지일불검사건’은 경위대장 이규학이 허가 없이 ‘외국정찰원’과 함께 정부에 출입
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구타한 것이었다. 경위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이규학은 1944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면직되었고, 이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져 모든 공직에서 배제되었다.225) 경위대장이라
할지라도 검문의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임시정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226)
이규학이 해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경무과장 겸 경위대장은 내무차장 권준이 겸임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수습되었다. 공직에서 배제된 이규학은 1944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운동자의 자격 정지’가 해제되었다. 이후 그는 항일전쟁의 최전선인 화북으로 잠입
하여 초모공작을 전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945년 초 화북으로 이동한 이규학은
3월 중순 산서성에서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생사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227)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당시 헌병대에 밀파되었던 최장윤(일명 張正林)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규학과 최장윤은 함께 도주하여 3월 30일 서안(西安)에 도착하였고, 이어 5월
25일 중경에 입성할 수 있었다.228) 이들은 6월부터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지역
에서의 선전 및 초모활동 임무를 부여받아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다.
1944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무차장과 경무과장을 겸직하던 권준의 사직
청원이 수리되었다. 이와 함께 경위대원 송수헌도 해임되었다.229) 이후 경무과는 담당
과장이 부재한 속에서 기존의 과원들이 업무를 이어갔다. 비공식적으로 경무과 과원에게는
225)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82호, 1944년 9월 1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226) 이규학사건의 진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동행한 외국인이 누구이며 어떤 신문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구타당한 사람도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 사건이 소위 외국인이 무단으로
임시정부에 출입하여 일어난 외교적 문제인지, 경위대 구성원간의 문제인지,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
지는 알 수 없다. 어찌됐건 이규학은 이 사건으로 면직처리되었지만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계속 활동해 갔다.
227) 남파 박찬익 전기, 을유문화사, 1989, 28쪽.
228) ｢일관성 없는 강도 일본의 화북정책｣(張正林), 독립신문 중경판 제7호, 1945년 7월 20일.
229) 이규학이 복권된 날, 권준과 경위대원이 면직, 해임된 것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규학사건 때 이들도 연루가 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처리의
사유 등은 임시정부 자료 및 기타 자료에서도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는 바 예단할 수 없다.

385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특수 임무가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문덕홍의 경우 제주도로 특파되어 정보
수집 임무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230) 한편 1945년 1월에는 나동규(羅東圭)가 경무과에
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관제 개편에 따라 행정부 조직이 체계화되고, 생활도 안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1943년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시정부 직원의 급료[薪水]가 규정되었다.
이 날 결의된 급료조정안[職員薪水調整案]에 따르면 주석 1,000원, 국무위원 850원,
차장 및 회계검사원 750원, 과장 및 각부 위원 650원, 일반 과원(科員) 및 경위대원 550
원이 산정되었다.231) 1920년대 중반 행정부 수반과 일반 직원간의 급료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면 급료 차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위대의 설치와 역할
1) 경위대 설치와 초기 실상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경위대를 창설한 것은 1941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였다. 임시
정부는 ‘임시정부경위대규정(臨時政府警衛隊規程)’을 제정하여 경위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경위대 대장으로 김관오를 임명하였다. 부대장[隊副]에는 유평파가 임명되었다.
경위대는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서 일체의 경위 사무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경위대
규정은 다음과 같다.232)
| 임시정부경위대규정(1941.10.7.) |
제1조 경위대는 내무부에 직할하여 체 경위사의(警衛事宜)를 판리(辦理)함.
제2조 경위대에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둠.
대장(隊長), 부대장[隊副] 각 1인, 대원 약간 인.
제3조 대장은 내무부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대 업무[隊務]를 관장･처리[掌理]하며
230) 문덕홍은 제주도에 입도하여 활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
231)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9호, 1943년 10월 8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232)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1호, 1941년 1월 7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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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원을 지휘 감독함.
제4조 대부는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 임무를 대리함.
제5조 대원은 대장의 명령을 받아 경위대 업무에 종사함.
경위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광복군이 창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위대가 조직되자 중국 국민
정부는 조직 설립의 목적과 편제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해 왔다. 엄밀히 경위대를 문제
삼은 것은 중국 군사위원회였다. 즉 군사위원회는 당시 임시정부와의 교섭을 담당하며
광복군 창설을 지원했던 주가화(朱家驊)를 통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주가화가 주
석 김구에게 보낸 1942년 1월 8일자 편지를 보면 중국 측의 입장을 알 수 있다.233)
“백범 선생 보십시오, 군사위원회의 30(1941)년 12월 27일자 전문을 받았습
니다. 그 내용은 “(一) 한국독립당 및 한국임시정부 각 부문의 조직개황, (二) 한국
임시정부 경위대가 정식으로 성립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및 그 편제와 장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상세히 조사하여 특별우편으로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연락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저희가 군사위원회에 답할 수 있도록 답장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경위대는 임시정부 내정부에 직속되어 있으며 원래는 대원 50명으로 편제하여
임시정부 및 소속기관의 원내 경비업무를 맡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편제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에 대원은 10명입니다. 장비는 권총 6자루에 불과
합니다. 직무가 원내 경비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 우리 정부에 정식 설립
수속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위대의 설립 목적과 편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경위대는 임시정부
및 소속 기관을 경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편제상으로 경위대는 50명으로 구성할 계획
이었지만 1942년 1월 기준으로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234) 또한 무기가 부족한 상황
233) ｢임시정부 경위대의 상황을 알려 달라는 편지(1942.1.8.)｣(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한국광복군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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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구의 답변을 받은 주가화는 중국 군사위원회에 “첫째, 한국독립당 및 임시
정부와 본당은 이미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으니, 둘째 수시로 한국혁명운동에 협조
하되 내부 사무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235) 즉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경위대는 행정부 내치의 문제임을
확실히 밝혔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중국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경위대의 실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행정보고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 1942년 10월
30일 내무부 행정보고에서 조완구 내무부장은 “경위대도 내무부에 속한 것이나 역시 실내
(室內) 사무를 관리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고했다.236) 이는 중경에 자리잡은 임시정부의
당면과제가 청사 보호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경위대가 조직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대목이다.
설립 초기 경위대의 사정은 당시 예산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경위대 예산(1941~1943)
전체 예산
1941년

1942년

경위대 예산
특별비(경위대비)

536,830

977,338

비고
2개월분(11~12월)

1,669(0.31%)
소계(경위비)

경위대
판공비

경위대
특별비

16,254(1.66%)

5,880

10,374

소계

경위대
경비

경위대
특별비

3,270(0.13%)

1,470

1,800

1943년 2,561,347

1년분
본예산에 없었으나 기지출한
‘초과집행예산’으로 잡힘
3개월분(1~3월)
4월부터 내무부예산에 산입.
본예산에는 ‘경상비 월 1,000원,
특별비 24,000원’이 산정되었음.
특별비는 경위대 제복
제작비임(임시의정원 제35회 회의,
1943.11.12.).

234) 당시 김구는 ‘10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원과 명단은 파악되지 않는다.
235) ｢軍事委員會에 제출한 임시정부 현황보고｣(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2008).
236) ｢臨時議政院會議 第34回(1942.10.~11.)｣(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임시
의정원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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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대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에 따라 경위대가 조직된 1941년
11월부터였다. 경위대는 1943년 3월까지 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4월부터 내무부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경위대가 공식적으로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위대 또한 1944년 6월 내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직의 위상과 구성이 안정되었다.
즉 경위대는 내무부 4개 부서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무과장이 경위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른 일반 대원의 인사도 이뤄져 조직 충원을 전개해갔다.

2) 광복 직전 경위대의 개편과 역할
1945년 들어 임시정부가 적 정보 수집 및 초모공작에 더욱 매진함에 따라 경무과,
경위대 소속원들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찰조직의 약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원 확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바로 학병출신으로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중경까지 입성한 청년 독립운동가의
합류였다.
1945년 1월 31일 학병 출신으로 중경에 들어와 경위대장을 맡게 된 윤경빈은 당시
경위대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김구주석을 모실 기회는 없으셨나요?
아니 모시고 있었죠. 제가 직접 모시는 거에요.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경위대장은
주석선생님을 경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기구는 작지만 청와대 말하자면 경호실, 경호실의 임무를 거기서 우리가 했지요.
그뿐만 아니고 경위대에서는 중경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중경시내에도 왜놈의 밀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방위하는 그런 경비업무도 했고, 그래서 중경 시내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민이
한 350명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자 가족, 독립운동자 합해서 300 한 50명이
중경 시내에 있었어요.237)

237) ｢윤경빈 증언｣,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1권, 국가보훈처, 2001,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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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이나 거기 있었습니까?
12사람이에요. 우리 경위대 대원들이.
경위대 대원중에 김원봉계나 이쪽 인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학병이 대부분이에요.238)
당시 내무부장 신익희는 “중경으로 간 후에 중국 정부는 비로소 비록 정식으로 승인은
아니하였을지라도, 국가적 예의를 갖춰 처음으로 중국 순경 1개 소대를 보내서 우리
정부의 요인과 청사를 경비해 주었다”고 회고 한 바 있다.239)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적지를 탈출한 학병들을 임정의 경호대로 편성할 것을 각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중국군 경비원 1개 소대를 돌려보내고, 윤경빈, 서상렬, 이문화 등 9명의
잔류 대원으로 경호대를 편성, 임시정부의 경비, 경호에 힘쓰는 한편,240) 교포들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케 했다. 이들은 국민당 조직부장 진성(陳誠)이 보낸 모젤 권총 2상자로
무장하여 경호에 임하였다.241)
윤경빈과 함께 경위대에 참여한 선우진은 1945년 연화지 청사의 상황과 경위대 참여
전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회고한 바 있다. 먼저 중경 도착 당시 상황을 알아보자.242)
연화지 청사는 정부 업무도 보았지만, 정부 요인들의 숙소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오른쪽 건물 1층은 식당이었는데, 의정원이 열리면 회의실로도 사용했다. 2층은
외무부가 사용했으며, 일부는 숙소였다. 왼쪽 건물 1층은 문화부와 군무부가 쓰고
있었고, 2층은 선전부가 사용했다. 뒤에 경위대가 그 1층을 숙소로 사용했다.
임시정부에서 50명이나 되는 우리의 숙소를 별도로 구할 수 없어, 우리는 20일
가까이 임시정부 회의실에서 머물렀다. 회의실이 커서 마루에서 덮개를 덮고
잤는데 큰 불편은 없었고, 겨울이었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중경에 도착한
이후 우리는 군복을 지급받았다.

238)
239)
240)
24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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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빈 증언｣,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1권, 126쪽.
신창현, 내가 모신 해공신익희 선생,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9, 139쪽.
조경한, 백강회고록, 1979, 361쪽.
유치송, 해공신익희일대기,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405쪽.
선우진 지음･최기영 엮음,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9, 32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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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한 20일이 지난 뒤 우리는 중경의 교외지역인 토교(土橋)로 이동했다. 중경에
거주할만한 곳도 없었고, 토교에 한인촌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3월 들어 청년들 일부는 서안에 있는 광복군에 합류하고 일부는 행보를 고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윤경빈의 주동으로 ‘경위대 조직’이 추진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선우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윤경빈이 주동하여 경위대를 조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임시정부의 위신을
높이고 요인들을 경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위대 조직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전에도 임시정부에 경위대가 있긴 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윤경빈･이영길･박승헌･
백정갑･신현창･승영호･이문화･서상렬, 그리고 나까지 모두 9명이 경위대 조직에
찬성했다. 윤경빈이 신익희 내무부장을 뵙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했다. 경위대는
광복군에서 내무부에 파견된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윤경빈이 대장을 맡았다. 내무부
에서는 우리에게 카키색 군복도 지급하고, 모자도 만들어주었다. 중국 국민당 조직
부장 진성 장군이 모젤 권총 10자루와 탄환 100발이 들어있는 케이스 10통을 주었다.
(중략)
경위대는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근무했다. 숙소도 배정받았다. 정문에서 왼쪽
2층 건물 중 1층을 경위대 숙소로 사용했다. 임시정부 정문은 중국 경찰이 보초를
섰기 때문에 우리 경위대는 보초를 서지 않았다. 식사는 중국인 요리사가 여러 명이
있어 쉽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아침은 죽이었고, 저녁은 밥으로 두 끼를 먹었다.243)
이처럼 한국광복군훈련반 출신으로 재편된 경위대는 임시정부 한복판에서 정부를 수호
하고, 요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244) 그리고 이 임무는 광복 후에도 계속되었다.
243) 선우진 지음･최기영 엮음,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9, 323~324쪽.
244) 경위대 조직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광복군훈련반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양면적 시각이 존재한다.
윤경빈, 선우진처럼 자발적으로 경위대를 조직했다는 의견에 비해, 이범석, 장준하 등은 신익희의
주도로 경위대가 조직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광복군훈련반 출신자의 결집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범석은 “청년당의 당수이자 내무부장인 신익희씨의 암약이 대단하였다. 그는 우리 대원을
한둘씩 날마다 불러내어 가곤 하였다. (중략)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려갔던 대원들의 수도 늘게
되어 그 내막이 알려지게 되었다. 임정 내부에 ‘경위대’를 새로 조직하는데 그 대원으로 뽑아간다는
것이었다”(김준엽, 장정 2권, 나남, 1989,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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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경위대원인 선우진은 안우생과 함께 선전부장 엄항섭을 수행하며 곤명으로
파견되었으며, 승영호･신현창･이문화･박승헌[일명 朴壽德] 등 4명의 경위대원은 내무부장
신익희을 보좌하며 중국 측과의 교섭을 위해 상해로 이동하였다.245)
무엇보다 중요한 경위대의 임무는 김구 주석을 경호하며 환국하는 것이었다. 경위대장
윤경빈은 김구 옆을 내내 지키며 조국으로 돌아왔다. 11월 5일 중경에서 상해로 떠나는
비행기에서도, 상해 숙소인 양자반점(揚子飯店) 등에서도,246) 그리고 중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경위대는 주석의 최측근을 지켰다.247) 1945년 11월 23일 임시
정부 요인을 경호하며 귀국한 윤경빈, 이영길, 백정갑 3명의 경위대원은 각각 새로운 길을
찾아갔지만, 선우진은 계속 김구의 곁에 남아 그의 마지막 비서로 역할을 다했다.
<표 7> 경무과와 경위대 직원 명부
직위

이름

재임시기

경무과 과장

김관오(金冠五)

1943.3.30.~

경무과 과장

이규학(李圭鶴)

1944.5.31.~1944.7.11.

경무과 과장

권준(權晙)

1944.7.11.~1944.10.16.

경무과 과원(겸임)

민영구(閔泳玖)

1944.6.12.~

경무과 과원(겸임)

박영준(朴英俊)

1944.6.12.~

경무과 과원(겸임)

문덕홍(文德洪)

1944.6.12.~

경무과 과원

나동규(羅東奎)

1945.1.~

경위대 대장

김관오*

1941.10.7.~

경위대 대장(겸임)

이규학*

1944.5.31.~1944.7.11.

경위대 대장(겸임)

권준*

1944.7.11.~1944.10.16.

경위대 부대장

유평파(劉平波)

1941.10.7.~

경위대 부대장

유평파*

1944.6.12.~

경위대 대원

송복덕(宋福德)

1941.10.7.~

경위대 대원

박수복(朴守福)

1941.10.7.~

245) 선우진 지음･최기영 엮음,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 푸른역사, 2009, 43쪽.
246) 상해 도착 직후부터 김구와 경위대는 양자반점을 숙소로 썼으나, 보안 등의 문제로 정안사로(靜安
寺路)에 있는 고관 관사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경위대원들은 교대로 김구의 숙소를 경비하는 일을
맡았다.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 48쪽.
247)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 1진은 15인승 비행기를 타고 환국하였다. 이때 탑승자는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 이시영, 선전부장 엄항섭, 문화부장 김상덕, 참모총장 유동열 등
요인 6명과 윤경빈, 이영길, 백정갑, 선우진 4명의 경위대원, 이외 주석 주치의 유진동과 안미생(김구
며느리), 민영완, 장준하, 김진동 총 15명이었다.

392

부록. 관련 논문

직위

이름

재임시기

경위대 대원

문덕홍*

1941.10.7.~

경위대 대원

전월성(金月星)

1941.10.7.~

경위대 대원

송수헌(宋守憲)

1944.6.12.~

경위대 대원

박용덕(朴龍德)

1944.6.12.~

경위대 대원

황영식(黃英式)

1944.6.12.~

경위대 대원

심광식(沈光植)

1944.6.12.~

경위대 대원

이규원(李圭元)

1945.2.~

경위대 대원

윤경빈(尹慶彬)

1945.2.~

경위대 대원

이영길(李永吉)

1945.2.~

경위대 대원

박승헌(朴承憲)

1945.2.~

경위대 대원

백정갑(白正甲)

1945.2.~

경위대 대원

신현창(申鉉昌)

1945.2.~

경위대 대원

승영호(承永祜)

1945.2.~

경위대 대원

이문화(李文華)

1945.2.~

경위대 대원

서상렬(徐相烈)

1945.2.~

경위대 대원

선우진(鮮于鎭)

1945.2.~
(*앞서 언급된 이름과 동일인물)

Ⅳ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와 계승 방안

1. 역사적 의의
1) 임시정부 경찰의 존립 근거와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를 점령당한 상태에서 수립된 정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정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임시정부 경찰은 특히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정부는 정부 관제에 근거하여 경찰기구를 설치하고, 고유의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임시정부 경찰이 존립한 이유와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임시정부를 수호하며, 교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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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찰을 통해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런 속에서 경찰은 크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1) 국민 주권 실현 ⇒ 영토 중심 사고에서 사람 중심 주권의식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며,
삼권이 분립하되 입법부(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행정부(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후속조치에서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임시의정원 의원은 도 단위 선거구를
설정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248) 이러한 헌법 요지와 의회 구성의 취지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의회는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보여준다. 아울러 의회를 통해 조직된 정부는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 및 신체와
소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임시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제1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민주권의식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국토를 점령당한 극단적 제약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임시정부가 추구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주권 개념을 넘어 국민주권 의식을 지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조직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임시
정부 경찰의 존립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의 국민주권 의식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
해야 한다.
임시정부 경찰기구는 통상적인 경찰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경찰기구와 지방경찰기구로
구성되었다. 중앙경찰로 출범한 경무국(1919.4.~1943.3.)은 중경시기 경무과(1943.3.~
1945.8.)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지방경찰 기능은 전국 13개도에 배정된 경무사와 군(郡)
단위까지 파견되는 경감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 조건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변화했지만,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는 정부 관제와 지방연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수호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48)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은 제20조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
평안 각 도 및 중국령(中領) 교민･러시아령(俄領) 교민에서 각 6인, 강원･황해 각 도 및 미주 교민에서
각 3인을 선거함”이라고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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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정부 수호 ⇒ 비상 상황에서 행정부 수호는 경찰의 당면 임무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항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프랑스조계에
있어 프랑스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받기도 했지만, 일본-프랑스 간 외교관계에 따라 혹은
일본의 중국 침략 상황에 따라 임시정부는 존립의 위기를 이겨내야 했다. 실제로 임시
정부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여러 번 청사를 이전하여 내륙 한복판인 중경으로까지
이동해야 했다. 한편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본 경찰이나 밀정 등에 의해 줄곧 감시
당하며, 신변을 위협받았다.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정부 요인을 보호하는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 당면한 제1의 임무
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국제관계상의 제약 속에서 경찰의 임무 수행은 용이
하지 않았다. 때문에 임시정부 경찰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그 흔적을 되도록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만들어낸 요인
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경찰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들이 처해있던 현실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상해시기 임시정부는 경무국 외에도 교민단의 의경대, 기타 임시정부와 관련한 여러
의용단체들을 통해 수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동기에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경찰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추구
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속에서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호하는 경찰조직으로 경위대를 설치
하였다. 경위대는 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들을 경호하면서 정부 수호의 제일선을
담당하였다. 창설 이후 광복에 이르는 시기까지 임시정부 경찰의 제1의 과제는 임시정부의
수호였다.

(3) 교민 보호 ⇒ 임시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제1의 국민은 교민
국토 주권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력이 발휘되는 지역은 사실상 임시
정부가 위치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수립의 역사를 함께 한 상해 한인
사회는 임시정부 유지의 버팀목이자 임시정부가 보호해야 할 제1의 국민이었다. 현실적
으로 임시정부와 교민은 상호 보호를 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임시정부는 ‘임시거류민단제’를 통해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였다. 교민단체는
‘교민단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했다. 의경대는 교민사회의 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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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주요 대상은 당연히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다수를 차지
하였다. 결국 의경대의 활동은 교민사회 유지만이 아닌 임시정부 수호에도 기여하였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교민단 활동을 제도화하였으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지원을
하였다.

2) 임시정부 경찰기구의 변천과 법적 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은 법과 제도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고 이후 5차례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임시정부의 정부조직법 또한 개헌 헌법에 맞춰 개정되었다. 1919년 4월 25일 첫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 제정되었다. 이후 헌법 개정에 따라 4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의 임무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였다.
경찰기구의 변천과정을 근거 법률의 개정 상황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임시정부 경찰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
위치

상해
중앙
경찰
기구

경찰
기구

제정･개정
헌법

관련 정부조직법

경무국

임시헌장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1919.4.25.)

경무국

임시헌법
(1919.9.11.)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11.5.)

경무국

임시헌법
(1925.7.7.)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서 조직 규정(1926.9.27.)

경무과

임시약헌
(1940.10.9.)

대한민국 잠행관제(1943.3.30.)

경무과
경위대

임시헌장
(1944.4.2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중앙관제(1944.5.25.)

중경

지방
경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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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찰
기구

제정･개정
헌법

관련 정부조직법
내무부령 제2호(1919.12.5.)
‘도 사무분장 규정’
내무부령 제3호(1919.12.5.)
‘부군 처무규정’
교령 제12호
‘임시 교민단 감독제’(1920.10.13.)
내무부령 제5호
‘임시 총판부 사무분장 규정’(1920.10.14.)
국무원령 제2호
‘임시 거류민단제’(1920.3.16.)

의용대

특수
경호
기구

중경

내무부령 제4호
‘임시 교민단제’(1920.10.7.)

의경대

대한교민단 의경대 조례(1923.12.17.)

경위대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1940.10.7.)

국무원령
제6호로 폐지
‘임시거류민단제’를
대체

임시정부 중앙경찰기구인 경무국과 경무과의 소속 부처는 내무부였다. 해당 관제에
따라 내무부의 소속 부서와 부서별 관장 사무도 변화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 관제 개정에 따른 내무부 소속 부서별 업무
시기

부서명

업무

1919.4.

비서국

제32조에 의함 [세부 규정은 없음]

경무국

①
②
③
④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일체 위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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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19.11.

부서명

업무

지방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헌정주비(憲政籌備),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
국적 및 인구 조사에 관한 사무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무
행정구역 변경 및 설폐에 관한 사무
진재(賑災), 휼난(恤難), 자선에 관한 사무
공익사단･재단 인허에 관한 사무
각 종교의 제도 전도(傳道) 및 건물에 관한 사무
명소 고적보존에 관한 사무

학무국

①
②
③
④

신화선전(神化宣傳)에 관한 사무
보통교육에 관한 사무
전문교육에 관한 사무
편집에 관한 사무

농상공국

①
②
③
④
⑤

농림･어업･광산 및 간식(墾殖)에 관한 사무
공업 산량형(産量衡) 및 의장 특허에 관한 사무
상업에 관한 사무
목공에 관한 사무
토지 수용에 관한 사무

비서국

제1절 제6조에 의함 [세부 규정은 없음]

경무국

①
②
③
④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일체 위생에 관한 사무

지방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헌정주비(憲政籌備),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
국적 및 인구 조사에 관한 사무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무
행정구역 변경 및 설폐에 관한 사무
진재(賑災), 휼난(恤難), 자선에 관한 사무
공익사단･재단 인허에 관한 사무
각 종교의 제도 전도(傳道) 및 건물에 관한 사무
명소 고적보존에 관한 사무
토목에 관한 사항

농상공국

① 농림･어업･광산 및 간식(墾殖)에 관한 사무
② 공업 산량형(産量衡) 및 의장 특허에 관한 사무
③ 상업에 관한 사무
부서별 세부규정 없음

1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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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정부에는 경무국을 설하고 경무주임(警務主任) 1인, 경무원(警務員)
약간인을 두며, 내무장(內務長)의 관할 하에서 정부 소재지의 행정, 사법 일체의
경찰사무에 종사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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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부서명

1943.3.

총무과

통칙에 의함 [세부 규정은 없음]

경무과

①
②
③
④
⑤
⑥

헌정주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국적 및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징병과 징발에 관한 사항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도서출판, 저작권 및 집회, 결사에 관한 사항.

사회과

①
②
③
④

진재(賑災), 휼난(恤難), 자선에 관한 사항
공익사단･재단 인허에 관한 사항
각 종교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에 관한 사항

총무과

통칙에 의함 [세부 규정은 없음]

경무과

①
②
③
④
⑤

일체 경찰에 관한 사항
질서 기율에 관한 사항
국무 및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
징병 및 징발에 관한 사항
국내정보 및 적정(敵情) 수집에 관한 사항

민정과

①
②
③
④
⑤

헌정주비 및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
지방기관 및 행정구역 설폐에 관한 사항
농상공무에 관한 사항
진휼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종교 및 인민단체에 관한 사항

경위대

경위대는 내무부에 직할하야 일체 경위 사무를 담당함
[｢임시정부 경위대 규정｣(1941.10.7.) 제1조 규정 소급적용]

1944.5.

업무

내무부 소관 사무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정부 수립 초기 부서간 업무는 세부적으로
조정되지 못 했다. 특히 내무부는 사실상의 총무과인 비서국과 경무국 외에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국,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학무국, 산업 제 사무를 담당하는 농상공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경무국의 담당 사무는 행정경찰, 고등경찰, 출판･저작 사무, 위생
사무 등 크게 4가지 분야였다.
그러나 제도 변화와 중경 이동을 거치며 내무부 업무 소관도 달라졌다. 상해시기에는
연통제가 시행되고 교민단이 조직되면서 지방 행정업무가 분담되었고, 이동시기부터 지방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지방국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이를 반영하듯 중경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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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잠행관제 개정에 따라 지방국이 없어지고,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국적 및 인구
조사 등과 같은 업무를 경무과가 일시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다 1944년 다시 관제가
개정되어 민정과가 설치되면서 경무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대일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경무과는 징병, 적 정보 수집 등의 특수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처럼 임시정부 경찰 기구의 변천과 담당 임무는 임시정부의 발전과 맥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3) 김구의 임시정부 첫 걸음, 경무국장
김구는 1919년 4월 중하순 상해에 도착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임시정부 내무
위원이 된 김구는 초기부터 임시정부 요인 보호 등을 책임졌다. 그리고 1919년 8월 12일
경무국장에 임명되며 경찰의 수장이 되었다. 첫 경무국장으로 김구가 임명되면서 경무국의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시정부 경찰과 김구의 역사적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무국장 김구는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했다. 이때 경찰은 임시정부 수호와 비밀 항일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수한 역할을 담당해갔다. 이후 김구는 그 공을 인정받아 내무총장, 교민단장에 이어
국무령에 올랐으며, 마지막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리고 주석 김구를
측근에서 보좌한 것도 임시정부 경찰, 경위대였다. 김구와 임시정부 경찰의 인연은 역사적
운명을 함께 했다.

4) 임시정부 경찰의 제1선, 독립운동의 주역 ‘청년 경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최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역할했다면, 정부 수호･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역할한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었다. 경무국･경무과, 경위대･의경대 등
임시정부 경찰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최일선
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선에 있던 임시정부의 경찰은 청년들로 구성
되었다.
특히 1945년 일본군을 탈출하고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경위대에 배속된 청년 경찰들은

400

부록. 관련 논문

광복의 날까지 정부 수호에 앞장섰으며, 광복 후에는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경호하며 제1진으로 조국에 돌아왔다. 환국 후에도 이들은 임시정부를
지키던 역할을 이어갔다. 해방정국에서 김구를 지키고, 함께 38도선을 넘나들며 생사를
함께 한 것도 임시정부 경찰 출신 청년이었다.
임시정부 수호의 주역, 나아가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청년경찰의 존재는 독립
운동의 역사와 현실을 대변한다. 이에 임시정부 경찰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부각시켜, 젊은
청년, 특히 지금의 청년경찰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5) 한국 경찰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모색
이제까지 경찰의 역사는 수동적 차원에서 다뤄져 왔다. 즉 ‘근대 경찰제도’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인지 공간된 한국경찰사 또한 임시정부 경찰 부분이
넣다 뺐다를 거듭했으며, 일제 경찰에 대해서도 모호한 기술로 일관했다.
결국 대부분의 한국경찰사에서 근대 부문은 1894~1910년 제도사를 기계적으로
기술한 후, 1910~1945년은 공백기 내지 암흑기로만 치부되어 왔다. 대체로 근대 경찰
사는 1894년 ‘행정경찰장정’과 ‘경무청관제직장’을 시작으로 출발한다.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은 경부경찰체제(1900.12.), 경무청제(1902)로 전환되었다가,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취극서｣(1907.10.29.)･｢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협정｣(1909.3.15.)･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1910.6.24.) 등으로 경찰권을 상실하였다.249)
이와 같은 수동적 역사인식은 근대 한국경찰사를 암흑의 시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제 능동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제국의
경찰권 상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무국 설치로 복원된 것으로 해석하는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역사 정립은 이제까지의
공백과 암흑의 시기를 긍정적인 역사로 채워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일반 국민도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249) 제1조는 ‘한국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권 상실 이전에 이미
경찰권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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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승 방안
임시정부경찰의 역사를 일반 국민은 물론 경찰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할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① 임시정부경찰은 국민주권의식의 산물이다.
② 임시정부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용되었다.
③ 임시정부경찰은 국민주권 실현, 임시정부 수호, 교민 보호의 임무를 담당했다.
④ 임시정부경찰의 제1선은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맡았다.
⑤ 임시정부경찰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장기적 계승방안을 모색하여 경찰정신에 투영해감으로써 경찰 스스로 자랑스런
역사의식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계승방안은 크게 정체성 제고와 기념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1) 임시정부 경찰사를 통한 경찰 정체성 제고
∙ ‘경찰 헌장’의 수정
현재 경찰 헌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오늘의 자유민주
사회를 지켜 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이는 미군정의 경무국 설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역사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 근현대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헌장은 경찰의 역사성을 오인
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임시정부 경찰사와도 논리적으로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 헌장의 수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근대적 의미의 경찰’, ‘국권 회복을 위해
싸운 경찰’,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와 의미를 담아 ‘경찰 헌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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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사’의 재구성과 경찰사 연구의 체계화･장기화
이제까지 한국경찰사에서 1910~1945년은 공백기 혹은 암흑기로 다뤄졌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경찰사는 주체적인 인식 속에서 임시정부경찰은 물론 일제강점하의 경찰을
포괄적으로 다뤄나가며 근대경찰사의 공백을 담담하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찰청 내 ‘역사조사실’
혹은 ‘역사실’을 두어 경찰 역사에 대한 조사연구와 경찰의식 제고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사･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해가야 할 것이다.
기존 ‘한국경찰사’의 근대사 부분은 다소 형식적이거나 몰역사적이었으며, 편찬 시기에
따라 상이한 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연구･집필기관이 필요하다.
향후 조사･연구주제로는 근대 경찰권의 제도화와 현실, 근대 경찰의 구국운동과 독립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탄압사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저항하며 의병으로 활동한 인물들처럼 헌병보조원으로
있다가 의병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 사례들을 발굴하여 ‘경찰 출신 독립
운동가’의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경찰 독립운동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경찰박물관 전시 교체
현재 경찰박물관 전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내용은 전무하며, 소장하고 있는
관련 유물도 없다. 향후 임시정부 경찰사가 다뤄진다면 이에 대한 유물 확보와 전시구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찰박물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상설전시의 대대적인 교체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획전시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가제) 등의 특별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경찰 코너’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찰박물관 전시공간 중
‘기억의 공간’, ‘추모인물’ 등의 코너에서도 이와 같은 근대 경찰사, 임시정부경찰 관련
인물이 포함되면 보다 현실성 있는 홍보･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찰박물관 전시와 경찰사 정립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므로 상호간 연계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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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 방안
∙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가제 발간)
금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단행본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발간서는 각 경찰서와 주요 박물관 등에 배포하여 비치를 유도하도록 한다.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의제 공론화
향후 경찰사 연구와 정립,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에서는 경찰사 전반과 임시정부 경찰사, 경찰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주제 등을 폭넓게
다루도록 한다.

∙ 지역별 임시정부경찰 발굴, 기념행사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은 멀리 있지 않았다.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국내에 관할구역
별로 경무사를 설치하였다. 임시정부경찰의 출신지 또한 다양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경찰의 역사는 우리 지역(경찰서)의 역사’임을 인식토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경찰을 출신/연고지별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비치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해당 지역 출신 임시정부경찰의 사진을 경찰서에
비치하고 소개한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연계하여 지역 자체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만이 아닌 지역 경찰서도 임시정부경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 경찰대학 및 경찰학과용 교재 개발
임시정부경찰에 대한 인식을 미래세대에게 확장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찰대학을 비롯하여 주요 경찰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찰사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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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관련 논문

∙ 경찰청-경교장-경찰박물관을 활용한 답사코스 개발
임시정부 경찰사를 손쉽게 접근하도록 답사코스를 개발한다. 첫 경무국장 김구의 경교장,
지금의 경찰청, 경찰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답사코스를 개발한다. 코스에는 대한제국의
정궁 덕수궁, 향후 건립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백범기념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일선 경찰, 경찰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 추진
현재 국방부는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3사, 간호사 등) 생도를 대상으로 국외독립
운동사적지 연수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이는 생도들에게 긍지를 부여하고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경찰 관련 국외 답사
코스를 개발하여 일선 경찰 및 경찰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405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자료집
총 괄

경무인사기획관 치안감 김규현

기 획

총경 최인규

연 구

경정 이희상 경정 한유섭
김광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편 집

경감 손지훈 경장 최현명 경장 정재하
경위 이재근 경사 윤성원 경장 박성희
기록연구사 박진영 행정주사보 강혜련

발 행

2020년 4월

발행처

경찰청 경찰역사기록 TF

문 의

02-3150-0165

인 쇄

㈜범신사 02-720-9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