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록이 4.3길 가는 길
ㅣ하르방당ㅣ

동가름 4.3길 가는 길
ㅣ금오름과 진지동굴ㅣ

이곳의 지명은 당동산이다. 수렵(사냥, 목축)
신인 한라산 신이 호근이모루 정좌수의
딸과 결혼 후 인간세상인 금오름에 내려온
후 이곳에 좌정하여, 아들 열여덟, 딸 스물
여덟, 손자 일흔여덟을 이웃 마을에 보내어
당신(堂神)으로 좌정토록 하였다는, 주요 민속
신화 지역이다. 하르방당을 오일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2지신 중 말의 날에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빈 데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도 그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 금오름은 해발 427.5m, 분화구 바깥둘레
1,200m로 금악리의 중심에 있으며 금물악
(琴勿岳, 今勿岳)·거문오름(黑岳)·금악(今岳,
琴岳)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 지금은 금오름
으로 불리고 있다.
암매라고 불리는 금오름 분화구의 서쪽능선
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한라산은 머리, 이달이
오름은 가슴, 금오름 남·북 봉우리는 무릎에
해당하는 여인의 형국이라고 한다.
■ 제주도 서부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금오름은
지리적 요충지로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진지
동굴이 만들어졌다. 4·3때 주민들이 이곳에서
망을보다 경찰이 마을로 다가오면 붉은
깃발을, 떠나가면 하얀 깃발을 흔들어 마을에
알리기도 하였다. 진지동굴을 피난처로 이용
하기도 했지만, 마을 재건 이후 2개를 남기고
메워버렸다. 4·3을 주제로한 영화 <지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ㅣ오소록이 동네ㅣ
“오소록하다”와 “검은매(소록이=매의
제주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 함께
전해지는 동네이다. 4·3이 나던 1948년
음력 5월 초하루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만이 빈 집터를 지키고
있다.

ㅣ할망당ㅣ
이곳의 지명은 신머들이다. 농경신인
정좌수의 작은딸님 아기씨가 한라산신과
혼인을 한 후 금오름을 거쳐 좌정하여,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 손자 일흔여덟을
이웃 마을에 보내어 당신(堂神)으로 좌정
토록 하였다는, 주요 민속신화 지역이다.
할망당을 축일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2지신 중 소의 날에 이곳에서 소원을 빈 데서 유래했다. 지금도 그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ㅣ웃동네ㅣ
잃어버린 마을 비석이 세워진 이곳은 4백여
년 전에 설촌된 유서깊은 마을로 강씨,
김씨, 박씨, 이씨, 송씨, 홍씨 등 38호에
141명의 주민들이 밭농사를 하고 우마를
키우며 정겹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11월 21일경 소개령에 의해 마을은 전소
되어 폐촌이 됐고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
협재리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 와중에 무고한 주민 8명이 희생되었다. 그 후 금악리
재건명령에도 웃동네는 그대로 방치되었다.
지금은 당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던 팽나무와
월대 그리고 처참히 부서진 방에들만이 버려진 채 그 날의 비극을 대변하고 있다.

ㅣ동가름ㅣ

ㅣ포제단ㅣ
마을제를 지내는 곳으로 매년 음력 정월
초 정일(丁日)을 택하여 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생이못 주변에 집을 짓고 일주일 전부터
제관들이 기거하며, 정성을 들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한 후 행하였다. 4·3으로 마을이
폐허가 되면서 중단되었으나 마을이 재건
되면서 다시 지내고 있다. 당이 주로 여성
들의 공간이라면 포제단은 남성들의 공간이다. 평소 포제단의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음력정월에는 마을제를 지내야하므로 평소처럼의 출입은 하지 않아야 한다.

ㅣ벵듸못ㅣ
넓은물 혹은 큰못이라는 의미로 한라산에
살던 멧돼지들이 내려와 땅을 헤쳐서 습지를
만들어 놀던 자리를 물통으로 만든 곳이라
한다. 목축이 성행하던 과거에는 저지,
봉성 등에서도 이 물을 소와 말에게 먹일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밭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기도
했고, 해가 지면 처녀, 총각들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동가름은 동쪽에 위치한 동네라는 의미로 4·3 당시
50여 가구가 살았으나 소개령으로 지금은 대나무
들만 남아 잃어버린 마을임을 짐작케 한다. 이 주변
부터 각생이내까지 남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ㅣ새가름ㅣ
새가름은 새로 생긴 동네라는 의미로 주로
동가름에 살던 양씨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처녀당에서 가족의 무사안녕을 빌며
새가름물과 각생이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여 한
때는 30여 가구까지 살았다. 이곳 또한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ㅣ만벵듸묘역ㅣ
이곳 일대 지명이 만벵듸라서 묘역명칭을 만벵
듸묘역이라고 한다. 이곳에 안장된 영령들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8월 20일(음7월7일) 새벽
예비 검속｣ 이란 명목으로 송악산 섯알오름 일본
군탄약고 터(현, 백조일손묘역)였던 곳에서 무참
히 학살된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유족들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다 6년 만인 1956년 3월에야
시신을 수습하여 이곳에 안장하였다. 당시 이 지역 희생자 수는 62명인데 이 묘역에는
46위가 안장되었다.

ㅣ처녀당(아미당)ㅣ
이곳은 하르방당과 할망당사이의 7남매 중 넷째
막내 딸로 태어난 처녀의 몸으로 좌정하여 당신
(堂神)이 되었다고 전해내려오는 주요 민속 신화
지역이다. 지금도 그 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므로
이곳을 방문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4·3당시 이 당에 숨어있다 경찰에 잡힌 무장대
간부가 당 건너편 밭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큰칼로 목이 베여 죽임을 당했다. 그의 시신은
밭에 버려지고 머리만이 관덕정 마당 깃대에 걸렸다고 한다.

ㅣ벵듸가름ㅣ
벵듸가름은 향사와 학교 그리고 풍부한 물이 있어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동네이다.
1919년 3·1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네그루의 나무를
모양으로 심었다. 4·3당시 이 나무 중 먹구슬나무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려 고문을 당했고
며칠 후 나무들은 베어져 버리고 향사와 학교마저
불에 타 사라진다. 지금의 월대 나무들은 마을을
재건한 후 심은 나무들이다.

제주한림

금악마을
4·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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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림 금악마을
금악리는 1550년경 진주강씨 일가가 동네의 북쪽에, 남양홍씨가 남쪽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온다. 그 후 양씨, 박씨 그리고 김씨, 이씨, 송씨
등이 입주했다고 한다.
금악리는 금오름을 중심으로 새미소오름, 은오름, 누운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도너리오름, 문도지오름, 선소오름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작은 샘과
하천이 많아 예부터 밭농사와 목축이 성행했던 부촌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심한 착취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1946년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이웃 간의 왕래가 금지된 적도 있었다. 그 후 1948년 4.3으로 마을은 혼란 속에
서붕괴되기 시작한다. 주민들은 개역빌레궤, 밥쉐물, 금오름, 알곳 등으로 피신했다.
무장대는 마을을 기습하여 주민을 납치, 학살하였으며 다수의 우익인사의 집을
불태웠다. 저지지서 응원경찰은 마을을 기습하여 집을 불태우고 부녀자, 노인
뿐만 아니라 불구자, 임신부까지도 저지지서로 연행하다 빨리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자교와 그 인근에서 학살했다. 또한 모슬포에 주둔하던 9연대
군인들은 새벽에 마을을 덮쳐 주민 9명을 모슬봉 자락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그리고 11월에 소개령이 내려진 후 소개지로 내려간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인에게 고문당하고 학살당하는 등 계속 고달픈 삶을 살았다.
1949년 봄부터 금악 주민들은 명월 상동인 고림동에 임시로 살다가 1953년
7월이 지나서야 당국의 허가로 벵듸가름과 뒷논, 밭동네를 중심으로 마을을
재건 할 수 있었다.
금악리는 4.3을 거치면서 300여호의 가옥이 없어지고 152명의 주민이 학살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웃동네, 중가름, 오소록이동네, 별드르, 별진밭,
새가름, 동가름 등의 마을은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되었다.

제주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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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븐숭이 4·3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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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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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

제주시

Seongsan
城山 / 成算

Jeju-si
济州市 / 済州市

금악마을 복지회관

Seogwipo-si
西归浦市 / 西帰浦市

신흥리

ㅣ문의처ㅣ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064)710-8454
금악리사무소 ☎ 064-796-6368

제주한림 금악마을 4·3길

Andeok
安德 / アンドク

서귀포시

Jeju-si
济州市 / 済州市

의귀마을 복지회관

제주한림 금악마을 4·3길

안덕

Halla Mountain
汉拿山 / 漢拏山

4·3길 상징 띠

제주시

한라산

동광마을 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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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