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마을 4.3길 가는 길

일하는 방식 개선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1949년 1월 17일, 구좌읍 동복리에서 무장대
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피살되자 이에 대한 보
복으로 북촌마을에 들어온 토벌대가 마을주민
300여명을 대학살한 장소로 2009년 위령제단
과 북촌4·3기념관 및 위령탑이 설치되었으며 북
촌리 사건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현기영의 소
설‘순이삼촌’의 문학비도 여기에 세워져 있다

가릿당(구짓머루당)

포제단

북촌마을의 본향당이다. 구짓머루당이라고
도 불린다. 기와집으로 조성된 제장의 당신
은 ‘구짓머루 노름한집’이고, 밖의 자연석
으로 제장이 조성된 곳의 당신은 ‘구짓머루
용녀부인’이다. 이 신들은 북촌마을 사람들
의 삶과 죽음, 호적과 피부병, 육아, 해녀, 어
선 등을 관장한다.

마을포제를 지내는 제단이다. 포제는 오래 전
부터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어·풍년을 기원하
며 지내는 마을제 의식이다. 4·3사건으로 2
년 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하여 매년 봉행하고
있다.

제주조천

북촌포구(4·3역사현장)
1948년 6월 16일 우도에서 출발하여 제주읍으
로 향하던 한 척의 배가 갑자기 몰아친 풍랑 때
문에 북촌포구로 뱃머리를 돌렸는데 이 배에는
우도지서장과 순경을 포함한 가족 13명이 동승
하고 있었다. 당시 지서장은 북촌포구에 들어서
면서 고기떼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이 총소리를
듣고 접근한 무장대에 의해 경찰 2명이 희생되
었다.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과 몬주기알(4·3희생터)
서우봉은 서산봉(서모)으로도 불리
며, 봉우리를 기점으로 동쪽은 북촌
리 서쪽은 함덕리이다. 북촌에 속
한 오름 동쪽 면적이 서우봉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 진지동굴(등록문화재 제309호)
서우봉 해안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20여개의 진지동굴이 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진
지동굴은 입구가 3개인데 내부가 연결된 ‘ㅌ’자형으로 마을사람들은 ‘삼형제굴’이라고도 한다.
18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진입로가 있으며, 진입로에서 30m정도 들어가면 진지동굴들
을 볼 수 있다.
■ 몬주기알
서우봉 정상에서 바닷가로 향한 해안절벽을 말한다. 절벽 아래에는 입구는 작지만 내부가 비교
적 넓은 천연동굴이 있어, 4·3당시 북촌주민들 뿐만 아니라 함덕주민들도 숨었던 장소이다. 썰
물일 때 해안가로 접근이 가능하다.
토벌대의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인 1948년 12월 26일경 4~5명의 여성들이 절벽 위에
서 총살당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곳이다.

마당궤(4·3은신처)
이곳은 4·3 당시 북촌마을 주민들이 숨었던 은
신처이다. 북촌포구 경찰관 피습사건으로 토
벌대의 수색이 강화된 1948년 6월 22일, 이
곳 ‘마당궤’에 숨어있던 북촌마을 청년 9명이
발각되어 제주경찰서에 연행된 곳이다. 이들
은 이후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다. 그날 수색은
경찰과 미군이 같이 참여했는데 미군(4명)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낸시빌레(4·3학살현장)
이곳은 1948년 12월 16일 북촌마을 청년 24
명이 당시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
해 학살당한 곳이다.
1948년 12월 경, 마을주민들은 토벌대로부
터 ‘자수하면 살려준다. 무장대에 협조를 했던
안했던 군부대에 자수하면 양민으로 살게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믿고, 마을 주변
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과 민보단에 들어가 토벌대에 협력하던 주민들 40여명이 함덕의 대대본
부로 갔다. 그런데 그 중 24명이 북촌리와 동복리 경계에 있는 낸시빌레에서 총살당하였던 것이
다. 이유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불참했다는 것이었다.
낸시는 냉이의 제주어로, 낸시빌레는 냉이가 많이 나는 곳을 말한다.

당팟(4·3희생터)
1949년 1월 17일 북촌학살 때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북촌주민들은 군인들에 의해
이곳 ‘당팟’으로 끌려왔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자마자 곧바로 총살했다.
당시 북촌학살은 북촌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동
쪽의 ‘당팟’과 서쪽의 ‘너븐숭이’로 나누어 이루
어졌고 이곳 ‘당팟’에서는 100여 명이 희생되
었다.

북촌환해장성

꿩동산(4·3역사현장)

정지퐁낭 기념비

북촌환해장성은 고려시대부터 시작하여 조
선시대까지 계속 축성하였으며, 왜구 등 바
다로부터 오는 적의 침범을 막기 위한 시설
이었다. 북촌환해장성은 이곳과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일부가 남아 있다.
※ 동쪽 환해장성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9-5호로 지정되어 있다.

1949년 2월 4일 구좌중앙국민학교에 주둔
한 2연대 3대대 11중대는 군 트럭 2대에 군
인 20여명을 태우고 일본99식 총 150정을
수송하기 위해 함덕 대대본부로 향했다. 군
트럭이 이곳 꿩동산에 이르자 매복해 있던 무
장대가 습격하였다. 이 습격으로 군인 15명
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 1명과
주민 1명도 죽었다. 무기도 모두 무장대에 탈취당하였다. 무장대는 1명이 죽었다.
당시 이곳은 가파른 동산에 소나무가 가득했으나 20여 년 전 일주도로 확장공사로 천연자연림
이 많이 훼손되어 당시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쪽의 너븐숭이와 함께 북촌마을의 상징
적 4·3역사현장이다.

이 곳은 정지퐁낭과 연못이 있어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쉬었다 가는 장소였다. 정지퐁낭은
수령 약 800년 된 팽나무로 마을의 정자 역할
을 하였으나 1958년 9월 태풍 ‘사라’호에 의해
한쪽으로 쓰러지자 제거하고 다시 심었다.
이 나무 옆에 있는 제주목사 선정비에는 4·3사
건 당시 총탄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있다.

북촌마을
4·3길
4·3-gil, Bukchon Village,
Jocheon, Jeju

제주조천 북촌마을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북촌은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이다. 포구를 중심
으로 ‘본동’, 서쪽에 서우봉과 접한 ‘해동’, 남쪽 선흘리 방향 중산간에 ‘억
수동’ 이 있으며, 1990년대에 ‘한사동’이 새로 조성되어 지금은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
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1947년 3·1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후, 1947년 8월 13일 삐라를 붙이던
주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3명이 부상당하고, 1948년 4월 21일
무장대가 북촌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공격하여 선거기록을 탈취
해간 사건이 있었으며, 1948년 6월 16일에는 북촌포구에서 우도지서
경찰관 2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다.

4·3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통한의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
사·교육현장으로 조성,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아름다운 제주도와 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948년 12월 16일 마을을 지키며 토벌대에 협조하던 민보단원 24명
이 구좌읍 동복리 지경인 ‘낸시빌레’에서 군인들에게 집단총살 당하였
다. 1949년 1월 17일 너븐숭이 인근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
로 숨지자 북촌초등학교 주변 들과 밭에서 북촌주민 3백여 명이 집단학
살 당하는 등 북촌마을은 4·3사건 최대의 피해마을 중 하나이다.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북촌마을, 명절처럼 제사
를 한 날 한 시에 지내는 북촌마을 4·3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
니다.

다려도

등명대
Deungmyeongdae
灯明台 / 灯明台

사조리조트

Sajo Resort
思朝度假村 / 思潮リゾート

가릿당(구짓머루당) 3

Bukchon Port
本村港 / 北村港

본향당

북촌환해장성 2

Bonhyangdang Shrine
本乡堂 / 本郷堂

Bukchon's Long Oceanfront Castle Wall
北村环海长城 / 北村環海長城

Naen-Si-Bil-Le (Place of 4·3 Massacre)
Naensibille(4·3屠杀现场) / ナンシ岩(四·三虐殺現場)

북촌항

Ga-Rit-Dang (Gu-Ji-Meo-Ru-Dang)
Garitdang(Gujimeorudang) / カリッ堂(クジモル堂)

5
낸시빌레
(4·3학살현장)

6 꿩동산(4·3역사현장)

4

Pheasant Hill (Historical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
野鸡山(4·3历史现场) / キジ山(四·三歴史の現場)

북촌포구(4·3역사현장)
Bukchon Port (Historical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
北村码头(4·3历史现场) / 北村浦(四·三歴史の現場)

서우봉(일제진지동굴,몬주기알)
Seoubong's (Imperial Japan's Military Base Cave, Mon-Ju-Gi-Al)
犀牛峰和(日军洞穴阵地, Monjugial)/ 犀牛峰と(日本軍の陣地,洞窟のモンジュギアル )

정지퐁낭 기념비

당팟 (4·3희생터)

Dang-Pat (Sacrifice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
Jeong-Ji-Pong-Nang Memorial Monument 寺庙遗址 (4·3牺牲地) / ダンパッ(お堂のあった場所: 四·三犠牲地)
jeongjipongnang 纪念碑 / ジョンジ榎記念碑

1
북촌초등학교
Bukchon Elementary School
北村小学 / 北村小学校

10 9

북촌리사무소

위령비

8

마당궤(4·3은신처)
Ma-Dang-Ghwe (Hideout of the Jeju 4·3 Incident)
Madanggwe(4·3避难处) / マダンクェ(四·三の隠れ家)

고두기엉덕(선사유적지)

Memorial Stone
慰灵碑 / 慰霊碑

애기무덤

등명대

Aegi Grave (Babies' Grave)

가릿당(구짓머루당) 3
본향당

북촌환해장성 2

婴儿墓 / 赤子の墓

북촌항

꿩동산(4·3역사현장)

4

Pheasant Hill (Historical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
野鸡山(4·3历史现场) / キジ山(四·三歴史の現場)

북촌포구(4·3역사현장)

서우봉(일제진지동굴,몬주기알)

정지퐁낭 기념비

1
북촌초등학교

당팟 (4·3희생터)

10 9

북촌리사무소

8

마당궤(4·3은신처)
위령비

너븐숭이 4.3기념관

애기무덤

Neobeunsungi 4·3 Memorial Hall
Neobeunsungi 4.3纪念馆 / ノブンスンイ 4.3記念館

출발/도착

너븐숭이 4·3기념관

7

始点 / 出発点/终点 / 到着地

7 포제단

Neobeunsungi 4 · 3 Memorial Hall
Neobeunsungi 4.3纪念馆 / ノブンスンイ 4.3記念館
Seongsan
城山 / 成算

제주시

Jeju-si
济州市 / 済州市

Altar for ritual to wish for good luck
酺祭坛 / 酺祭壇

성산

Jeju International Airport
济州国际机场 / 済州国際空港

Andeok
安德 / アンドク

Starting Point/Arrival Point

너븐숭이 4·3기념관
제주국제공항

안덕

출발/도착

한라산

Halla Mountain
汉拿山 / 漢拏山

의귀마을 복지회관

서귀포시
Seogwipo-si
西归浦市 / 西帰浦市

ㅣ문의처ㅣ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064)710-8435
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 ☎ 064)783-4303

신흥리

4·3길 상징 로고

4·3길 상징 띠

제주 사람들이 온갖 시련과 애환을 지켜낸 정주목과 같은 퐁낭(팽나무), 4·3
의 아픔을 당당히 극복하는 아름다운 제주·평화로운 제주,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제주공동체 복원의 의미로 ‘팽나무’로 정했습니다.

붉은색은 정열, 희생, 진실을 뜻하며, 흰색은 순결, 결백, 평화 등을 뜻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주자연과 환경에 잘 적응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