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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룹할그
이 글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형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물이다 행형자료는 판결문 둥 재판 관련 자료와 교

도소의 수형자료 등 각 컴찰기관과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특히 해방직후 일어났던 대표적인 대중투쟁 사례인 9월 총파업，10월

사건，3 . 1기념식 사건，2' 7사건，4' 3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 매우 중요

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 소장 1，670여 건의 4.3 관련 행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초

적으로 정리한 성괴물이다 우선 '4' 3사건진상조사보고서 j 에 구체적으로 서술

되지 않은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실상을 파악히는 데 주력하였

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목포형무소에 이어 이번에는 서대문 •마포 �광주형무소

* 이 논문은 2006년도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재원으로한국학숭진흥재단의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 353- A00012)

••재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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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자의 설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서대문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4.3관련 재

소자의 행벙어1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r탈옥수영부』를검토한 결과，전주형무소

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1949년
군법회의’에서사형으로 언도된 4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

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광

주형무소 복역자의 실상도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 관련자 150여 명의 인

적 사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많은 행방불명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

으로 조사히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미확인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추가

조사，다른 지역 대중투쟁 관련 수형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판결문 자료를

통해 대중투쟁의 구체적인 실상，투쟁 지도부와 참여층에 대한 분석，당시 사회

상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주제어 제주4.3사건，저|추4.3사건진상조사보고서，행형자료，수형인영부 탈옥수영부，

판결문，행방울영인，서대문형무소 마포형무소 광주헝무소，대중투쟁

1. 머리말

이 글은 지금까지 제주 4.3 사건(이하 ‘4.3 ’으로약칭)의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왔던 행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조사 •정리 •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행형자료는 1895년 근대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 작성된 근대 판결문에서부터 현재 각 검찰기관과 교정기관에서 생산

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이들 자료는 피의자 수사 및 내사 기

록，재판회부 기록，판결문， 형집행 기록，수형인 기록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1946년 이후 검찰청 및 교도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일괄 보관되고 있다 행형자료 중에서도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서울 •대

구 •광주의 3개 고둥검찰청， 13개의 지방검찰청， 35개의 지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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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기록이 더욱 중시된다 이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내용이

충실하다는 이유도 있지만，한 개인이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처리 상황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상 •시

대상이 실려 있다는 것도 검찰기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현대사는 주로 외국에서 작성한 문서를 주요자료로 삼

아 연구되거나，국내에서 발간된 책자나 신문류를 근거 자료로 하여 기

술되어 왔다 최근에 현장 인터뷰를 통해 축적된 구술자료를 토대로 연

구히는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책자나 신문류 �구술자료 둥은 물론 현대

사 규명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정책의 흐름이나 정부 운영

방식 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한 공식 기록물이 우선되어

야 한다 정부기록 중에서도 행형자료는 정부가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지를 다룬 기록이기 때문에 국가권력과 국민대중 사이의 역학관계

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는 사회사 연구에 행형기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척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 역사연구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정

보의 유출 방지 규정 때문에 행형기록물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 이용의 제약 상황은 해방 이후 현대사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해방 직후 지역별로 다양하고도 격렬하게 전개된

대중투쟁 사례틀을 연구하는 데 행형자료는 가장 중요한 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형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1) 해방 이후 대표적인 대중투쟁 사례인 9월총파엽，10월사건 3-1 기염식 사건，2 -7
사건，여순사건동에대한 주요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행형자료는거의 활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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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3 의 경우 국무총리소속 ‘제주4.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이하’4.3 위원회’)가2000년 발족한 이래 2001년 4월부터
2개월간 전답팀이 국가기록원 소장 4.3 관련 행형자료를 별도로 조사

한 바 있다 그 결과 판결문원본 �재소자인명부 �수형인명부 •수용자신

분장 동 총 1，670여 건의 행형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그 자

료 중 일부는 2003년 10월 확정된 『제주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4' 3보고서，)의작성에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

서는 희생자의 피해 실태를 밝히는 데치중한 나머지 4.3 당시 무장봉

기와 항쟁 주도세력의 판결문을 비롯한 관련 행형자료는 거의 취급되지

못하였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수집만 해놓았지 정리와 분석은 진상조

사보고서 이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결국 4.3 관련 행형자료의 본격적인 조사 •연구의 과제는 4.3 의 진
상규명 과정에서 미진하게 디루어졌던 부분을 보완한다논 의미가 있다

4.3 으로 인한 형무소 재소자 행방불명인 진상조시는 대표적인 행형자

료를 활용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 맞추어 지금까지 규명이 미진한 광주형무소와

서울지역의 서대문 �마포형무소 재소자의 행방에 관해 행형자료를 중심

으로 조사한 결괴붙이다 '4.3보고서』를통해 각 지역별 형무소 재소자

들의 행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형무소 •대

구형무소 퉁 형무소 재소자의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설은 밝혀졌다 21 그러나 행형자료 및 증언에 근거하여 개괄

못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소장 행형자료가 9월 총파업 30건，10
월 사건 83건，3'1기념식 사건 72건，2' 7사건 450건，5' 10선거 거부 사건 452건，
여순사건 369건 등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들 자료가 본격적으로 정리 분석된 바는

없다{시귀선(2000)，'정부기록보존소 소장 해방 이후 행형기록의 내용과 활용방안"
r역사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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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실 및 정황을 밝혀낸 정도에 그쳐서 세부적인 개별 조사까지 수

행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필자는 목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

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박찬식，ZOO7) 그러나 서울

지역 형무소와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4.3수형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4.3 관련 재

소자들은 만기，(의병)형집행정지，감형 동의 조치로 출소하기도 하였지

만，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한

인민군이 서울 •인천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타융적으로 출옥한 공

통점을 갖고 있다 。l들 기운데 일부는 고향 제주도로 돌아오기도 했지

만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용군에 편입되어 전장에 투입되

거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으로 념어가게 되었다 분단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들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3 희생자 신고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이들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냉전체제의 질곡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급조차

기피되어 왔다 이 글을 통해 이틀의 형무소 재소 상황과 행방을 각종

자료에 의거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행형자료 가운데 주로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이하r수형언명부，.)3)

2)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부산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
한 진실규명 결정서를 확정한 바 있다{'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
설규명 결정서" 2009.2.2 ; ，대구 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서" 2010.6.29)
3) 이 영부의 원본 표지에는 “단기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수형
인명부，제주지방검찰청”이란 글"t가 적혀 있다 이 영부는 원래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었지만，원래 작성 주체는 제주도계엄지구사령부(사령관 육군중령 함병
선)와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연대장 육군대령 합병선)였다 r수형인명부」에

는 위 계엄지구사령부 사령관과 제2연대장의 직인이 쩍힌 고동군법회의 명령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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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 자료로 삼아서 최근 새로이 입수한 "6' 25당시 탈옥수영부，(이

하 『탈옥수명부J)4)에 기재된 4.3연루자를 검색하여 한국전쟁 직후 형

무소 출옥지들의 기본 신상을 밝혀내고자 했다 내까 형무소에 수감되

어 았다가 죽음과 월북을 변해 고향으로 톨야온 수형생존자를 직접 만나

서 인터뷰릎 실행함으로써 형무소 수감 경위，재소 생활，전쟁 발발 직후

출옥과 귀향 경위 동을 파악하였다 ‘4.3위원회’에접수된 형무소 수형

행붙인 유가족의 신고 내용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 상횡음

취재한 북한 종군기지들의 신문 기사 동 당시 상횡을 소개한 문헌자료도

적극활용하였다

디음으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4.3 관련 재소자들은 주로 1948년부

터 1950년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4.3 관련 재판을 통해 징역형

을 언도받은 수형인틀이었다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수감되었던 다른 지

역의 형무소와는 달리 핑주형무소에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수감되었다

는 차이점이 었다 꾼법회의 수형인 및 여러 지역의 형무소 재소자에

관한 행형자료는 『수형인명부J ，11'탈옥수명부』，r재소자명부 "J，rr좌익출소

자명부』동 다양하게 남아있으나，유독 광주형무소에 관한 행형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이 굉주형무소 관련 4.3수형인의 실상을 파악하

있고，군법회의 피고인 명부가 별지로 첨부되어 었다 「수형인영부」는제주지방겸찰
청에 보관 중이다가 1976년 10월 15일 구 정부기록보존소로 이판되었다 l잊8 년 9월
15일 탕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얘 국회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로부
터 공식 입수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4)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1951년 법무부 검찰과에서 작성한 명부로

서，서울(서대문)형무소 마포형무소 옥포형무소 동에서 전쟁 발발 직후 없어진 재
소지를 형무소 복구 과정에서 조사 �기록한 자료이다 ‘탈옥수’라고는하였지만，이들
이 자발적 탈옥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툴다 서대문 •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인민군에
의해 옥문이 열려 석방된 것이고 옥포형무소 명부는 1949년 탈옥사건 연루자가 아니
라 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된 사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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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각종 증언과 희생자 신고 내용을 통해 굉주형무소에 수감되었

던 4.3 관련자들의 흔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광주형무소 재소자의

대부분은 굉주지방법원에 치러진 일반재판 수형인임이 여러 유가족들의

전언을 통해 확인된다 다행히 국가기록원에는 4.3 관련 일반재판 판결

문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이 판결문을 통해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 관련자 200여 명의 인적 사향을 확인할 수 었다 이 글을 통해 이들

광주지법에서 재판 받은 4.3 수형인과 광주형무소 수감과의 연관 사실

을 영}혀내고한국전쟁 직후 이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포칙종}는계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행해진

4.3 관련 재판의 실상을 확인하고 4.3 과 6.25 전쟁 전후 이들의 행방

을 추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채 영}혀지지못한 4.3의 실상을 좀 더 명확
히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또한 이 글은 한국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축적된 새로운 자료의 정리

및 해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글이 행형자료를 근거로 한 지역대

중투쟁과 민간인 집단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범적인 성과를 거두

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우선 행형자료에 대한 정리를 통해 형무소

수형인의 행방을 찾는 기초작업을 수행한 뒤 행형자료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의 후속작업을 위해서

이 글에서 4.3 행형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 내용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5) 이번 실태조시플위해국가기록원소장4 ‘3관련광주지법판결문(200여영분)을
정랴 �분석하였다그리고굉주형무소수형생존자및유가족에대한면당조샤 현지
방문조시플실시하였다‘4.3위원회’에접수된형무소수형행불인유가족의신고
내용도함께 참고하였다또한전쟁 직후 상황을취재한북한종군기자들의신문기
사 동 당시상횡을소개한문헌자료도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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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3 행형자료 해제

4.3 행형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 직후로부터 4.3 의 종결 시점언

1954년까지 1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삼는다.그러나 중점 조사 대상

시기는 주로 대중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47년 3.1 사건 때로부터

6. 25전쟁 직후 형무소 재소자플이 행방불명된 시기까지가 될 것이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해방 이후 제주지역에서 열어난 대중투쟁을 대상

으로 삼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 전역의 사건 및 개인 •집단을 연구 대

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형인들 가운데는 제주지방법원의 사정 때문에

광주지방법원 또는 고동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제주지역에 형무

소가 없었기 때문에 수형인들이 내륙지방의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

었던 점을 감안할 펼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되는 공간은 주로

제주지역이 되겠지만，행형자료를 주로 다루는 본 연구의 성격상 전국적

으로 공간의 범위를 넓혀서 4.3 수형인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달의 조사 대상으로 삼는 4.3 행형자료는 대부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것이다 이들 자료의 수집은 4.3 진상규병

위원회가 2001년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별도로 조사한 것으로서，판

결문원본 •재소자인명부 •수형인명부 •수용자신분장 둥 1，670여 건에

달한다，구체적인 행형자료의 내역은 이 글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여

놓았다

〈수집자료 건수 및 전체 목록〉

。제주지겁•광주지검�대구고검이관리해 온 판결문원본 1.562건
。제주지검수형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동 46건。전국 각 교도소 재소자인명부/종결신분장보존부/만기력부/수용자신
분장 동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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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행형자료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연대!생산기관，사건명，사

건번후 인명 동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기록몰의 가치 풍을 평가하여

각 자료별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였다.각 자료의 내용 및 성격을

분석하여 자료를 개개 사건별，연도별，지역별，인명별，형무소별 동으로

별도의 파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예컨대 수형인 한 사람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성명/연령/본적"1/거주지/판킹언도일재복형장쇠형7]/정역시71/
형무소변동/형기만료시기퉁

행형자료는 크게 재판 관련 자료와 교도소 수형자료로 구별되는데，

교도소 자료는 주로 명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교도소 자료

에 대해서는하나의 문서를단위로정리 작업을진행하였다 특히 명부

를 통해서는 4.3 관련자 명단을 빠짐없이 추출해서 D/B 입력 작업을

하였다

형사판결문과 약식명령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며 어떤 자료에도 남

아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지역대중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활동 내용 퉁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당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반인틀의 삶의 모습은 당시에 운용되던 법과 긴밀한 관계에 있

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범죄 사실은 범죄인의 단순한 신상기록이 아니

라 권력과 체제 등의 역학관계동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인의 삶의 양상이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고문을 통한 허위 진술，조직 보안을 위한 의도적 은폐，일률적 툴로

짜여진 섬문조서가 대본이 된다는 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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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관자의 경력，사건 참여 경위，활동 사항，인적인 연결망，적용

법률 등 기본 사실을 소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판결문 자료는 주도세력의 범위를 몇몇

에 불과한 전체 지도부 중심에서 읍 �변 마을과 직장 단위의 활동가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4.3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좀 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

대한다

따라서 1.562건의 판결문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개

별 단위로 정리 •입력 작엽을 진행하였다.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는 총괄적인 DIB 업력 작업을 하였다

〈일반재판판결문 개요〉

。담당 법원 제주지법，광주지법，대구고법，대볍원。수형인 총 수 1，562명

。4.3 봉기 이전 시기(1947.3.1~ 1948.4.3) : 480명

벌금형(정역형과미병합 벌금형만 내린 경우):248명

실형/집행유예150명

실형(금고및 징역형):82명。4.3 봉기 이후 시기(1948.4.3~ 1954.9.21) : 1，082명

벌금형(징역형과미병합 별금형만 내린 경우):250명

실형/집행유예’351명

실형(금고및 정역형):481명

※사형 1명，무기형 1명，징역15년형 1명，정역10년형 4명，징역8

년형 2명，정역7년형 10명，징역6년형 1명，징역5년형 15명

또한 주문 •이유 •범죄사실 •증거 •적용법조 둥 판결문의 내용을 간

단히 요약 •정리함으로써 피의자의 과거 행적，법적 처리 둥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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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판결문 정리는 내용 전체를 해독하여

한글 파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판결문 ‘理由’와

관련 법 적용{‘適用法條’)부분은 별도로 요약 정리하였다 판결문 전체

내용을 담은 파일과 요약 내용을 담은 파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았다

4.3 의 기점이 되었던 1947년 3월 1일로부터 1948년 4월 3일을 거쳐

1954년까지 4.3 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은 사람

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4.3 관련 재판으로는 제주지방법원 �광주지

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치러진 일반재판과 미군정 당시

행해진 군정재판，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 등이 있었다 또

한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

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연 대상 군법

회의가 있었다

4.3 관련 재판을 받았던 상당수의 사람틀은 벌금형 �구류 •집행유예

둥을 언도 받았지만，금고 �징역 등의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

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이들

형무소 재소자들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도 하였지만，열악한 형무소

수감 환경 때문에 옥사하기도 하였교 상당수가 1950년 6.25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볼순분자를 처분하라는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하였다

m. 행형자료를 통해 본 서대문�마포형무소재소자
4.3 당시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음(이하‘1948년 군법회의’，‘1949년 군법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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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함)을보여주는 문서가 남아 있다 즉，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r수형인명부』로서，여기에는 군법회의 관련 명령서 및 군법회의에 회부

된 2，530명(1948년 군법회의분 871명，1949년 군법회의분 1，659명)의피
고인 명부가 별첨되어 있다 명령서에는 설치명령，공판장소 죄목(죄과，

범죄사실)，섬사장관의 조치，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인쇄되어 있다 별첨

피고인명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항변 •판정 •판결 항목，언도열자

복형장소(형무소)항목 둥으로 니누어져서 표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사

형수들의 명단도 따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 �

인천�대전�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어

재소자 생활을 하였다 6)

이틀은 1950년 6' 25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 처리되었다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사방으

로 흩어져서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시를 모르고 있다

1)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의 유형

(l)‘1948 년 군법회의’를거친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

문서상 ‘1948년 군법회의’로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39명(4.4%)，무기
징역 67명(7.7%)이었고，나머지는 징역 20년 97명(11.1%)，징역 15년
262명(30.0%)，정역 5년 222명(25.5%)，징역 3년 4명(0.5%)，징역 1년
180병(20.7%) 퉁이다
『수형인명부』에적혀진 871병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

6)，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을 분석한 글은 다음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박찬식 (2001)，'한국전쟁기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r수형
인명부」를 중심으로 J，["4.3과 역싸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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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처해진 38명을 제외하고 각각 목포 •마포 �서대문 •대구 �인천 •

전주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무기징역 67명은 r수형인명부 j 에 복형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형무소 수감 상횡올 알 수 없다.그러나

이들 가운데 24명은 r1949년도 대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1949년 3월

4일 대구형무소에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이들 67명은 목포형

무소에 2개월 정도 수감되어 었다가 대구형무소와 기타 형무소로 이송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무기수 중 여성 수형인틀은 서대문형무

소로 이송되었음이 확인된다 7)

징역 20년으로 적혀 있는 97명 역시 r수형인명부」에복형장소가 드러

나 있지 않다 그러나 r1949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 j를 보면 이틀

대부분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정역 15년형에 처

해져 목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 가운데 일부가 마포형무소로 이

송되었다{뒤의 마포형무소 탈옥수명단 참조)

여성틀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징역 15년 3명，징역 5년 7명，

징역 l 년 38명 동 총 48명이다，이들 가운데 정역 1년 수형인 48영은

형기가 만료된 뒤 석방되었지만，장기수 10명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81 뒤의 증언록에서 보듯이 정역 20년형에 처해진

강순현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1950년 한국전쟁을 앞두고 ‘1948년 군법회의’로서울지역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10영 내

외(주로여성 수형인)，마포형무소에 120명 내외(징역20년형 97명，정

7) r탈옥추영부 j 에서 강우순 •강훈화 동 2명이 서대문앵무소에 복역 중이었음이 확인
된다

8) r탕육수영부 j에서 정역 15년형의 김회용 안수영，징역 5년형의 고육순 •겁임생
정순용 •이덕순 퉁이 확인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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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5년형 20여 명，기타)정도로 파악된다

(2) 1949 년 군법회의’를거친 서울지역 형무소 수형인

『수형인명부』의‘1949년 군법회의’대상자 1，659명 가운데 사형에 처

해진 사람은 345명(20.8%)，무기정역 238명(14.3%)이었고 나머지는 정

역 15년 308명(18.6%)，징역 7년 706명(42.6%)，징역 5년 13명，징역
3년 25명，징역 1년 22명，미확인 2명 퉁이다 대체로 계엄령 하의 ‘1948
년 군법회의’보다더욱 강겸한 처리를 했다

사형으로 기록된 345명 중 249병이 총살되었는데，나머지는 고동군법
회의 설치장관의 확인 과정이냐 재심의 과정에서 감형되어 죽음을 변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듯이 이들 무기형으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인 상당수가 『탈옥수명부』에서확인되기 때문이다 사형으

로 기록된 강두삼 �부을생 •김남해 •허남홍 •김태경 �강원기 �홍천표

�양경택 •부정우 둥은 마포형무소에 무기징역수로 재소 중염이 확인되

기도 한다 9)마찬가지 사형으로 기재된 김민학은 마포형무소에 었다가

출소하여 고향에 와서 살다가 20여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제

주4.3 연구소 1989:47-48쪽)
r수형인명부』에적혀진 1，659명의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살된 249명을 제외하고 각각 마포 대구 •대전 •목포 •언천 •전주형

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수형인명부』에복형 장소가 마포형무소로 기

재된 사람은 223명으로서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또한 양성환 �김

기임 •김택수 �문두찬 �채고배 동은 징역 15년형을 받은 20여 명은 목

9)'1950년도 마포형무소 재소자병부』와 r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 j 등에 이들 재소자

병단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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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를 거쳐 마포형무소로 이송되어 왔다 10) 여기
에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로 이송된 사람이 96명이므

로，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총 350여 명이었다

여성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무기징역 3명，정역 7년 21명，

징역 5년 13명，징역 3년 25명，징역 l년 22명 동 총 84명이다 전주형무

소에 수감된 여성 수형인들은 수감 한 달 만에 대부분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I11

그러므로 1950년 한국전쟁을 앞두고 ‘1949년 군법회의’로서울지역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80명 내

외(주로여성 수형인)，마포형무소에 350명 내외(무기형 223명，사형에

서 무기로 감형된 수형인 96명，기타)정도로 파악된다

2) 한국전쟁 직후 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정부는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전국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괄하였다)21 그러나 정부는 서울 •

10) 뒤의 r탈옥수명부 j 에 18영의 명단이 확인된다 이들 회생자의 유가족들은 한국전쟁
직후 대구형무소에 복역 중이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마포형무소 재소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참고로 대구형무소를 거쳐간 수형인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니누어 볼 수 있다((j) 6 .25 때 대구형무소에서 희생 @ 대구→부산형무소
이송，희생 @ 대구→부산→마산형무소 이송，희생 또는 생존 @ 대구→마포형무소

이송，출옥 또는 행불 @ 대구형무소에서 행불)

11) 뒤위 r탈옥수명부」 창조 또한 r서대문형무소 재소자병부 "J(국가기록왼 소장)에 이

재옥 ，이정숙 •이정생 퉁의 명단이 확인된다 허두헌은 전주형무소끼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직접 이송 광경올 목격하였다 許斗憲 (72세，제주시 도남동，탕시 학생，
2000.12.13 채록)중언

12) '4.3 돌아오지 않는 사랑들，(제주KBS 다큐멘터리).2000.3.30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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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형무소 재소자에 대해서는 경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남쪽

으로 도피하였다 반면 정부와 국군의 남하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 이남

지역의 형무소 재소자들은 집단 총살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37，335명이었고 이 중 서대문

형무소에 8，782명(미결수6，200명 제외)，마포형무소에 3，315명，부천 �

영둥포 •춘천 •개성 •인천형무소에 17，106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0，229명이었다 131제주에서 이송된 4.3 사건

관련 재소^t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과，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출소한 사람141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

소에 수감되어 았었다 이들 2，500여 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

고 행방불명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서울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

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정악함에 따라 출소하여 각지로 흩어졌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 깨여 명은 8월 18일 중잉여맹이 주도

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호소문 지지 서명 궐기대회’에참

석하였다 151.탈옥수명부」에서확인되는 이들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131국방부정훈국 전사떤찬위원회 r한국전란 1년지" 1951(서중석，조봉압과 1950년
대』하，역사비평^t，1999에서 재얀용)

14) ‘1948년 군법회의’대상 가운데 정역 l 년형은 옥포형무소 90명，인천형무소 52명，
전주형무소 38명 퉁 총 180명이었다

15) ，조선인민보" 195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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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 r틸옥수영부 j 어|수록된 서대문형무소 복역자 명단

번호 신고 l
직업 성영 연형 • 온혀지 E!"i길 언도얻지 신뢰도

여부

1 우칙 강우순('"추I\lí) % 북군얘씬연 애원피 무기 1948- 12-여 。a
2 무직 강춘화{짝쩌 "/E) 44 욕군 애앤연 얘앤리 무기 1948-12-27 。a
3 .!j!- 깅t낸{Jí?;1‘해) 19 쭉군 얘엔연 애원리 징역 15년 1948-12-05 x

4 .!j!- 안수염(찢’\ff.!ll 20 북군 얘원연 애원리 징역 15년 1948-12-05 x

5 간호원 :il쩍→윈챔3페fiI 18 ill군 제주용용개리 징역 5년 1948-12-13 x

6 'ð-{엽) 김잉생(金ff1J 27 냥꾼 냥원연 신용리 징역 5년 1948-12-26 x

7 농(업) 정운용kI$Nü~5) 52 북군 제주융도두려 징역 5년 1948-12-27 x

8 농(엽) 이택순{후1I';\~i> 19 북군 제주융 x.형리 징역 5년 19<‘8-12-27 。a
9 우칙 이정숙{쭈띠 iJ1.l *’ 뷰군제주융상도리 사형 1919-06-29 x

10 우(직) 김진엔(쇼짧π) 40 꽉군초천연북촌려 우기 1949-07 이 x

1J 농(업) 강규인 (~l!H=) 20 학균 얘엔띤 어도리 우기 1949-Q7-01 x

12 농{업) 이재쩍{후rE포) 41 원문조전연 조천리 우기 1949-07-01 x

13 농{엽) 깅얘선 (Jí?;ltJ光) 21 냥군서귀연 서흥리 갱역 7년 1949-07-07 。x

14 농{엽) 강갱영(찢n꺼Il a 4익군 애원연 어도리 징역 7년 1949-07-07 。&

15 농{업) 연계회{용"NË) a 냥군서뀌연 서흥리 징역 7년 1949-07-07 。a

16 농(엽) 한송성 (1)\11햇) 32 북군 죠천연 함억리 정역 7년 1949-07-07 x

17 우4 칙) 이윤갱(주ftftj a 꽉군조천연 조천리 정억 7년 1949-07-07 x

18 농꺼엽) 김진주{없ilt쩌) 25 냥군 대정연 인생리 징역 7년 1949-07-07 。。
19 농{엉) 용욕에(尹，Eïn) 30 북군조천연 욕촌리 징역 7년 1949-07개7 x

a 놓{엉) 김숙{1뼈) 24 J끽꾼쩨주유 이호려 징역 7년 1949-07-07 。a

21 농{업) 김신생(金훈生) 42 4며{군재주용 이호려 징역 7년 19<↑9-07-07 。4

22 농〈영) 이인현(쭈1::1:0 41 싹군 죠천연 조천리 징역 7년 1949-07-07 。。
23 농{업) 양진욕{~Jt 조) 18 북군쩨주융노헝리 정억 7년 1949-07-07 x

24 농(영) 양갱생(쌓해‘L‘) 24 북문재주융아라리 징역 7년 1949-07-07 。a
25 농(업) 장강선(끼îq’)\;)16 냥균표션연 가시리 징역 7년 1949-07-07 。a

a 농{엉) 김영섬 (Jlt였心) 25 북문 제주융 이호리 징역 7년 19~9-07-07 。a

27 농{엽) 안방원갖까~) 21 4며문제주융화북려 징역 7년 1919-07-07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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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번호 신고 l

직엉 성영 연형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여부

신뢰도

’g 농(엽)강계쩍{핫tt 王) z7 꽉군 재주융 씬평리 징역 7년 1949-07-07 。。
29 농(영)이갱숙{￥flilü 21 육군제주옵찍욕리 징역 7년 1949-07-07 。a

30 농(영)강어생(잦於와) 39 북군 한링연 긍악리 징역 5년 19-19-07-07 。4

31 농{업)오기념(용1Ii念) 42 욕군제주융연동리 징역 5년 1949-07-07 x

32 놓(영)강정약'(1):'; ttf"'l 41 용군재주용노형려 징역 5년 1949-07-07 x

33 놓{영)양오송(ll' 午111 44 북군애원연팍지리 정역 5년 1949-07-07 。a

34 농{영)신순쩍Krþ.NU王) m 허군제주용원영리 징역 5년 1949-07-07 。a

35 농{엽)강입회(!Jl!王 f~1 37 냥군 표션연 가시리 징역 5년 1949-07-07 。A

36 놓{업)이근숙{쭈miα) 18 육군애원연 금억리 징역 5년 1949-07-07 。A

37 농{엉)흥적-혜(供玉iJl) 20 양균 5ε천연 션훌리 갱역 5년 1949-07-07 x

38 놓{업)이훈녀(후양女) a 북군 얘행면 상귀리 징역 5년 1949-07-07 。a

39 농(엉)김대원(;j'，:太캄) g 닝문표션연 욕산리 징역 5년 1949-07-07 x

40 농(엽)고산월(i9iIIJJ'l) 32 육문제주융이호리 징역 5년 1949-07-07 。A

41 놓(영)고연순{홈8~) 18 북군재주용해안리 징역 3년 1949-07-07 x

42 놓(업)강도앤("'1M;따) 41 4석군애원연 하귀리 징역 3년 1949애7-07 x

43 우(칙) 이갱생(￥T!t) 18 양군재주용노형리 징역 3년 1949-07-07 x

44 농{엽)검해웹(金빡月) 17 남군 냥원연 한념리 갱역 3년 1949-07-07 x

45 농(엽)강회션(찢휴양) 18 북꾼 얘웠연 하귀리 징역 3년 1949-07-07 。a

46 놓(엽)안션화{윷함"/t) 19 북문제주유상도리 징역 3년 1949-07-07 x

47 농{업)안숭생(安않生) 21 쩍군재주융아라리 정역 3년 1949-07-07 ’
48 농(업)송정생(컸丁뽀) z 냥군 표션연 가시려 갱역 3년 1949애7-07 。&

49 농{업)안춘쟁(갖양生) 26 냥군표선연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a

50 농{업)김기생(lÎ!:己!t) 34 냥군 냥원연 신흥리 징역 3년 1949-07애7 。a

51 농{업)깅엘규{월B쪼) g 북군 재주용노형려 징역 3년 1949-07-07 。A

52 농{업)깅기생(영t~ 生) 21 혹군 쩨주융노형리 징역 3년 19<↑9-07-07 。x

53 농(엽)안채욕{'!i:π王) z 남군표션연 가시리 징역 3년 1949-07-07 。a

54 농{엽)전기순{머c.~) 21 쭉군재주융오풍리 징역 3년 1949-07-07 。a

55 놓(영)고정긍{쩌fl 염) 17 학군재주융오라리 징역 3년 1949-07-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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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번효 직업 성영 연형 본적지 판곁 언도일자

여부
신뢰도

56 농{엉) 안자선(갖 'H'，I 26 북군 얘앤연 어용리 징역 3년 1949-07-07 。A

57 농(영) 김경선(I11JJtl'l-1 29 낭군 표선띤 가시 21 징역 3년 1949-07-07 x

58 농{업) 장순추{핫Nri센) g 욕군 재추융원앵리 징역 3년 1949-07-07 。a

59 농꺼엉) 연연욕 <ì9lm!3iI 경 닝균 대정면 신도려 정역 3년 1949-07-07 x

% 놓{업) 장진션(없1ft光) 20 냥꾼안액연 장천리 징역 3년 1949-07-07 。A

61 농(영) 양기숭〈웰샤 Nril m 냥군 냥앤연 의귀리 징역 3년 1949-07-07 。A

었 ‘4.3 위엔회’희생자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신괴도용 따로 표시해 놓았용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회생자들이 전주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r수형인명부 j 에 전주형무소에 복역한 것으로 표기

된 것을 유일한 근거로 받이들였기 때문이다 r탈옥수영부」가 공개되기

전까지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뜰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올

확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4.3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수감 사실을 적은

회생자를 추출하여 정리하연 아래와 같다

O 김진주

4.3 당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당시 마을에 있던 순경

틀에게 마을에서 밥올 해줬는데 밥에 독약올 탔다는 허무앵땅한 누영올 쓰

고 모슬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제주시 주정공장으후 끌려가 문법회의에 회부

되어 정역 7년올 언도받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갑되었다가 6.25발발 후 행

방불영되었다

。이인현

1949 년 1월(일자미상)산에서 숨어 지내던 조카와 내통한다는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1949 년 7월 7일 군법회의에서 정역형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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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전주형무소를거쳐서대문형무소에수감 중 6.25 전쟁이발발하면서

풀려나서울 언니 집에 머물다가사람들의밀고로다시용산경찰서에잡혀

간 후 1950년 9월 28일 한강백사장에서총살당했다는얘기를들었으나시

선을 수습 못해 행방불명되었다

。강계옥

4.3 사건 당시월평동에거주중 경찰에검거되었다가석방되었으나，재
검속시 연행되어서대문형무소에구금 중 6.25 당시 행방불명되었다

(2)마포형무소 수형인의 행방

마포형무소 재소자 500여 명도 전부 출옥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타의

에 의해 북한의 의용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쟁 이후 이들

의 행방을 확인하기는 더욱 힘틀어졌다，마포형무소 재소 중 생존자 검

상년은 의용군에 강제로 편업되어 복무하다가 서울 수복 이후 광주경찰

서에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뒤에 현역군인으로 엽대하여 생존음 유

지하였다 16) 정기성은 형과 함께 마포형무소에 었다가 출소하여 형은

의용군에 지원하교 본인은 목포로 내려와서 살다가 5년 뒤 제주에 갔다

그는 제주에서 다시 형무소로 재수감되어 15년간 더옥살이를 하였다 J7)

『탈옥수명부』에서확인되는 마포형무소 출옥자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16) 金商年(서울시마포구 도화 2통，2002.3.26，2007.7 채록)증언
17) 鄭基星(남원읍 신례1리，20001214 ，2007.7 채록)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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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r탈옥수영부 j 어|수룩된 마포형무소 복역자 명단

r .
‘ 신고 ’변호 직업 }i 성영 연형 온적지 판월 언도얻자

여부
신뢰도

I
어업 김께운‘;\'1ttl~1 32 짜군찌주융도두리 우기 1948-12-27 。a

2 욕공 이대생(쭈*1&1 a 짝군한링연고산리 우기 1948-12- 낀 。4

사원 양해원(~"월) 25 용군체주융상도리 갱역 20년 1948-12-00 。A

4 농《엉) 진냥챔 (11"잉MD m 욕군한영연금악리 갱억 20년 1948-.12-α3 。a
5 농엽 고창용{쩌~Gl 31 양군한영연 귀억려 갱억 20년 1948-]2-00 。a
6 농엉 고용수 {iQ;l1lii'l<l g 냥군 셔귀연 셔흥리 정역 20년 1948-.12-00 。 x

7 농업 김창총{;\'1U，f쩌) 22 J끽군 제주융찌천리 정역 20년 1948-12-00 。a
8 농업 현수석(호f.HîI 38 냥군셔귀연 호근리 징역 20년 1948-12-00 。A

9 이딴 강인화 {'lõ짜 ltl 45 냥군 서귀연 서귀리 정억 20연 l명8-12-00 。&

10 용리 검싱년 (;\'10찌'f-I 21 북군쩨주육이호리 정억 20년 .1948-12-00 생존

Jl 판리 현용씌 (:Y.:YIJil 23 양군제주융노형리 징역 20년 1948-12-1없 。a
12 농세영) 강계용{찢Ul\L1 25 륙군 한링연 구1억리 정억 20년 1948-12-00 。A

13 우 이석앵(쭈6!iJfi) 25 짜군얘생연얘엠리 정억 20년 1948-12-Q4 。A

14 샤웬 장우언(써ii\:ijl 20 확꾼얘원민 확지리 징억 20년 1948-12- 어 。a
15 놓(엄) 고성닝 j/ilj꼬펴) g 와군재주융오풍리 갱억 20년 1948-.12-04 。A

16 1fItI"1 션왼랭쩌끼 ;ltl 27 양군제주홉아라리 정억 20년 1948-12-04 x

17 짝공 현투싱 j1<:斗三’ 27 북문구최연종단려 정억 20년 1948-12-(6 。a
18 농(엽) 고앵주{/iIj암/iðl 잉 닝군안역연갑산리 정역 20년 1948-12-(6 。a
.19 놓{엽) 고재오 (/.'Ii1E五) 42 직문재주융오라꾀 징역 20년 1948-12-(6 。4

a 농(엽) 잉운보 (11‘얀TITI 38 '1-군 얘'%!연하가리 갱억 20연 .1948-12-(6 。&

21 농{엽) 강셰능j>í!센ti1l1 잉5 북군애앤연 긍벅려 정억 20년 1948- 12-05 。&

22 어업 이기진〈쭈찌 !tl 23 싹군조친연 신용리 징역 20년 1948-12-05 x

23 우칙 흥원석 W\七11:1 26 짜꾼얘엽연상귀리 갱억 20연 1948-12-05 。a
24 농{엽) 깅냉시(金!ft야) g 육군제주융오동리 정역 20년 1948-12-(6 。a
g 놓{엄) 문정호(文iEi안) g 욕문재주용용재리 정억 20년 1948-12-05 。a
26 갱이 엔인성(앓BEU 21 북군얘원연 납용리 갱역 20년 1948-12-05 。a
27 놓{엽) 연기생앓 1，1;=.1 25 유꾼얘원연긍억리 징역 20년 1948-12-07 x

g 농{엽) 강정훈 {>í!iEilJl 27 적운얘앤연‘긍벅려 징역 20년 1948-.12-07 。 x

g 농(엄) 이종시 (?j.jlf[빠) 23 "1문 얘원연 긍억리 갱억 20년 1948-.12-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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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언도일자
신고

신뢰도
여부

30 놓(영) 박영휴(朴기〈씨)21 북군얘원연 장전랴 징역 20년 1948-12-07 。 δ

31 직콩 홍안택(싸JJi 똥) 50 륙군 한핑연 귀덕") 갱역 20년 1948-12-07 x

32 농(업) 박용 -S-}{朴갑河) m 북군애월면 광령리 정역 20년 1948-12-08 。 δ

33 놓(엽) 김수용{~홉1!ì\) 44 북군재주읍아라리 징역 20년 1948-12-08 x

34 양봉- 김태희(金泰~~)，。 북군 제주융 영평리 징역 20년 1948-12-08 。。
35 농(업) 오병현(강炳鉉) 27 북군 제주융 영평리 징역 20년 1948 ← 12-08 。 a

36 농(엽) 김영주(원에연) 24 북군 재주읍 영평리 정억 20년 1948-12-08 x

37 사원 정생두(~í生斗) 34 북균구화연상도리 징역 20년 194용 12-(생 。 4

38 농(엽) 한천수(\\11千ì*l 49 북균제주읍일도리 정역 201녕 1948-12-08 x

39 놓(영) 전태하{fH泰河) 33 북군제주읍아라리 정역 20년 1948-12-08 x

40 농(영) 강운수{!ltlJtì*l 42 북군 제주융오타리 정역 20년 1948--12-08 x

41 서기 김영윤{金치〈임)25 북군제주융상양려 정역 20년 1948-12-08 x

42 관리 신응철(에]앵함)28 뷰군한링연 금릉리 정역 20년 1948-12 → 08 。 δ

43 교원 현채운(玄彩윌) 24 북군 제주융노형리 징역 201견 1948-12-08 。 A

44 무직 정홍주(~ít!~珠) 23 납꾼 낭원면 냥원리 징역 20년 1948→ 12← 08 x

45 서기 흥증보 li!Uli 훌) 38 북군 저1주읍 이도러 정역 20년 1948-12-08 x

46 서기 양생찬fiJ.='잉'1111 23 북란제주읍상도리 정역 20년 1948-12-09 。 A

47 농(엽) 장도현(댔ill 휩) 37 북문제주융상도리 정역 20년 1948-12-10 x

48 농(영) 강윤희 (f，Jt允햄) 24 냥군서귀연 신효리 정역 20년 1948-12- JO 。 δ

49 정미소 액우성(白흉뾰) 23 낭군서귀연 하효려 정역 '0 년 1948-12-10 。 δ

50 농(영) 김두규(운4 종) 21 남군서귀연 하효리 정역 20년 1948-12-10 x

51 공리 현상쩍어-;，:때王)25 남꾼 서구l연 호근리 정억 20년 1948-12-10 。 4

52 놓(업) 강종호(J;싹짧浩) 25 북군 애월연 하뀌리 징역 20년 1948-12-10 。 δ

53 농(엽) 오광홉(양光j合) 26 냥군 낭왼연 냥원리 갱역 20년 1948 → 12- JO 。 a

54 농〈엽) 강생홉(h용誠j상) 19 닝군 -중운연강정리 징역 201견 19띠8-12-12 。 a

55 농(엽) 오」화인(!짜f01=1 19 냥꾼남원연 남원리 정역 20년 1948-12-12 。 A

56 농(엽) 정벙하(l찌꺼흥) 21 닝균냥원연 남왼라 정역 201견 1948-12-12 。 A

57 농(업) 오영준(섯永않) 25 북군구좌연 하도리 징역 20\1 1948-12-12 。 A

58 강사 송태규{~，泰출)22 낭군 서귀변호근리 정역ω년 1948-12-12 。 a

앉9 농(엽) 송권삼{宋↑￠르)32 꽉군 애윌연 하귀리 징역 20년 1948-12-12 x

60 농(엽) 박두숭(朴斗升) 36 북곤 제주음연동리 정역 20년 1948-12-13 。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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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싱고

직업 r 성영 연영 본적지 연경 언도잉자
여부 신뢰려

61 상(엽) 갱훈애(金얘i유) z 와군 재주용용-재리 징역 20년 1948-12-13
허를

사앙

62 농{영) 김m원1'!l!ffi없) 24 냥군서귀연토명리 징역 20년 1948-12-13 。A

63 사원 검팡수{1'!l光，i*) 20 끽군재주용이도리 갱억 15년 1948-12-00 x

64 서기 양성연 {~filtl 엇) 32 냥군냥앤연의해리 징역 15년 1948-12-00 。A

65 교원 • 검언보，11'!lil>æ) 26 양군 5ξ천연 함억리 징역 15년 1948-12-00 x

66 농{엽) 강춘션 I 'l<fJ1l'f) 30 북문얘뻐연 큼억리 정역 15년 1948-12-00 x

SI 농〈엽) 갱기영(金양 ifl 55 북군쩨추용영영리 갱역 15년 1948-12-10 。a
68 농{업} 양지현(핫쩌1윈) 22 육군쩨주용도두리 징역 15년 1948-12-27 x

69 농{업) 깅액수〈金i형r"，) g 북군쩨주융이호리 징역 15년 1948-12-27 。A

70 농(영) 1(-'두찬(文4 없) 21 륙군쩨주용도두리 정억 15년 1948-12-27 。a
71 농{업} 안상용{양6닝l'!1) 36 육군쩨주유야도리 정억 15년 1948-12-28 。a

72 농{업l 고용보(쩌해1';.) 32 책군쩨주홈용개리 징역 15년 1948-12-28 。A

T3 R꽁 강창언 O，1H!!J彦) 21 싸군제주용건입리 정억 15년 1948-12-28 。4

74 농{엽) 갱상호 l\\tf，서i옵) 31 양군조천연 신촌리 징역 15년 1없 8-12-28 。a

75 농(엽’ 용채수 {s!H초i*) 25 북군 ifo천연 대훌리 징역 15년 1948-12-28 。A

76 농{업l 이기인(주1lit:1 25 학군 ifo천연 조친리 정역 15년 l맹8-12-28 x

77 농(엽) 채여배 l!iHlí’용) z 작군 ifo천연 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x

78 공업 김힌힌{1'!lJ(뺏) 21 북군초천연죠천리 갱역 15년 1948-12-28 ‘

79 농{영) 양운주{엇양 Iì) a 북컨조천연조천리 징역 15년 1948-12-28 x

80 농{엽) 채고애 1!>lt<m a 양군제주용희천리 갱억 15년 1948-12-28 。a

81 놓{업) 서경석 If<\rf.lll) 19 냥문중문연도운리 징역 5년 1948-12-26 。&

82 농(엉) 강상호(~써없) 18 Q군제주융노형리 징역 5년 1948-12 낀 。a

83 농{엽) 용인현(까，t:NI 37 >;'C문 재주윤 노앵리 사앵 1949-06-28 x

84 놓{업l 송원상{*π 二) 'n 북군제주용회천리 사형 1949-06-28 。A

85 농{업l 장두장 {JJ!4 三’ 'n 냥군표선연 가시리 사형 1949-06-28 。。
86 농{업) 부흩생(夫ζ1~ ’ 25 북문초친먼교래리 사형 1949-06-28 。。
fr7 놓{엽) 강지큐{찢，-!lt) g 양군얘뻐연상귀리 사형 1949-06-28 。a

88 농{엽) 강종앤{양{<þJl!) 21 확군얘웬연상귀리 사형 1949-06-28 。A

89 놓{업) 검두호(쏘斗훌) 31 닝균냥원연수앙리 사형 1949세)6-28 。。
90 무칙 낌영댁(金껴'$) 27 싹군재주융오라리 사형 194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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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번호 직엉 성영 연령 온적지 관경 언도일자
신고

신뢰도
여부

91 농{영) 깅닝해 I~i 찌째) 30 끽군조전연 대흘리 사힘 19'19-00-28 x

92 농{영) 허낭용 (lI'fi원깅L) 22 양군 5ε친띤 션흩리 사엉 19~9-00-28 。。
ro '6-(엄) 이헨진(강-n:) 24 냥꾼대갱변 하모리 사형 19~9.00-28 。。
94 농{엽) 깅우헌 ({([J}~) 잉 욕군재주유"형리 사뺑 1949-00-28 。A

E 놓(업) 강억용{kllllllil 50 짜문쩨주융용강리 샤행 1949-00-28 x

% 농{엮) 김지여{삶子 llll 26 욕군한링 1건동영리 사앵 1949-00-28 。a
ffI 농{업) 한λl훈{W致~) 31 l;1깐균 초천연 9k} 리 사행 1949-00-28 。。
엇’ 놓(엉) 꺼두적Kfft斗 ;li) 24 녕군생산띤 난산리 사앵 1949-00-28 。。
99 농{엽) 오낀!석(삿1찌:r:ï) 24 냥군 JI.션l건 가시펴 사형 1949-<X.ì-2R。A

100 농꺼엽) 언기한 {I!tô 出) 41 양군재주융원영리 사앵 1949-00-28 x

101 선전책 권석도 11U，ffli1ll 22 북군 '"천띤'"션피 샤앵 1949-00-28 。。
1(12 농{영) 강싱근{핫!’:1’m g 닝군 대갱면 신영리 사헝 1949-00-28 x

10.1 농꺼엽) 김기정Kjjt1li.nJ 24 양군찌주유노형리 사헝 19119(Xj-28 。。
104 농{업) 오재두{‘짜:(EJ↓l 7:1 냥균 JI.신민 가시려 사엉 1949-00-28 。A

1115 농(엽) 강행다〈양11'셉) 25 짜군대징인 임과리 사앵 1949-00-28 x

100 농(엄) 송영훈{짜IlJJ암) 7:1 \:H컨 대정연 신멍리 사앵 1949.00-.28 x

107 농(업) 원홍수{文운31 29 육군채주용도두리 사형 1949-00-28 。A

108 농{업) "l앤헨 IH~Jj ↓) 24 잉주군죠천연 쩌싹리 사앵 1949-00-28 x

109 -염엽) 오냥용，~~껴값) 7:1 닝군 생산연 수↑앤l 사앵 1949-αj-28 。a
110 -언엽) 강웬 7j(L1!元앓) g 닝균표선연가시리 사헝 1949 -00-29 。&

111 농{업) 한용수 ("'1 ，<~) 21 북군조천，~씩촌혀 사앵 1949-00-29 。a
112 육공 원용석 1;el't:1\l1 7:1 냥꾼중운띤흥?리 사앵 1949-00-29 。a
Il:i 농〈업) 오한친(섯ilIllll ~I 낭군 닝앤연 의귀리 사형 1949-00-29 。&

114 놓{업) 문정 ßH文:flj~) 24 냥군 녕~!먼한낭여 사힘 J!)rI!H~3-29 。。
115 농{업) 검두쟁(~斗行 l a 북군 한입인 명앤피 사앵 19<↑9-00-29 。。
116 우칙 겸여션 (jjt!1!i"I) z 냥운안의민 동팡리 사형 1949-00-29 。a
117 농{엉) 오영홍(강끼K弘) 30 남문 냥윈1건 의귀리 사앵 19~9-00-29 。A

118 농(엄l 깅창홍({~I'\jj\) g 냥군 냥윈벤 신흉 01 사행 1949-αì-29 。a
119 교원 깅민여 -(~lt4~) g 짜꾼조친언조친리 사헝 l띠19-00-29 x

120 농업 흉천표((’‘것/'7) g 짜문 한염연 구l억리 사형 1949-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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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업 λ。~~ 연령 온적지 판결 언도일자
신고

신뢰도
여부

121 학생 김광필(金光쩨) 21 북군 제주읍 <f북리 사형 1949.æ-29 。。
122 교원 강병인(~炳仁) 24 」럭f꾼 애휠연 어도리 사형 1949-æ-29 。 δ

121 학생 황병익(쉰秉쩌) 22 북군조전면조천리 사형 1949-æ-29 。。
124 농(업) 오국보(파國영) 'J2 냥꾼표선변가시리 사형 1949-æ-29 。 4

125 무(직) 송영생(짜炳 J!tl 22 북군죠천연 조천리 사형 1949→ æ-29 x

126 농(엽) 요국임(짜탱任) z7 냥군표션연 가시리 사형 1949-æ-29 。 4

127 무(직) 김순원(金때π) 20 북군제주읍상양리 사형 1949-æ-29 x

128 생도 김성오(%-사JiJ 23 북군 한링연 한힘리 사형 1949← æ-29 x

129 농(염) 김광준(솜光앉) 25 욱군 지1주읍 영평리 무기 1949← 7-01 x

130 농(업) 강용수(쫓않 ?t-tl 25 북군제주읍함멍리 무기 1949-07-01 。 a

131 농(엽) 이완랙(주운조) 22 북군제주읍연몽리 무기 1949-07-01 x

132 농(엽) 'J'신생(써응I~) 27 분군제주읍합명리 무기 1949← 07-01 。 a

133 농(엽) 유창일(힘昌 ) 2] 북문제주융 영평리 우기 1949-07-01 。 a

134 농(엽) 이뀐형(즉5↑ffiJ1ÿ} 28 북문 제주응용강리 무기 1949-07-01 。 '"
135 무(직) 임세영KÆi 비꿇) % 북군제주읍함명리 우기 1949-07-01 x

136 무(직) 유용국 (Ít;;ffl 댐) 39 북군 제주읍 영평리 우기 1949-α7 ← ol x

137 농(엽) 고쥬;웅(검J秀雄) 24 북문제주읍도련리 무기 1949-07-01 x

138 농(엽) 백운수(白文1종) 21 북군조전벤 선흘러 무기 1949-07 ← 01 。 a

139 농(엽) 장치영 (~R~X~"t) 32 북군 제주읍연동리 무기 1949-07 → 01 x

140 농(영) 김재규(金在종) 27 북군제주읍노형리 무기 1949-07 ← 01 x

141 농(업) 김순댁(金뼈댐) 21 북군제주융도련러 우기 1949-07-01 。 A

142 농(업) 이운추(주文樞) 22 북군제주읍도련리 우기 1949-07-01 。 A

143 농(엽) 김안등(金安흉) 21 북군조천변 함덕리 무기 1949-07-01 。 4

144 농(영) 이학수(주t(}쪽) ::fì ~-군제주읍 요등려 무기 1949-07-01 。 a

145 농(엉) 김희현(싼~jrÆ) 25 북군제주융이흐리 무기 1949-07-01 x

146 농(엽) 고주봉 (~tt) ，없) 21 북군제주융도두리 무기 1949-07 ← 01 x

147 놓(엽) 소잔댁 um찢~)2] 낭군안턱면상천리 무기 1949-07-01 。 δ

148 농(엽) 이안생(주H엇生) 27 뷰군저 1주읍오등리 무기 1949-07-0l 。 a

149 농(엽) 박성찬아 f↑f용) 26 북문제주읍도평리 무기 1949-07-0l 。 δ

150 농(엽) 김생택(金成j뽕) 20 북군조천띤 북촌리 무기 1949-07-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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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번호
신고 1

직업 성영 연령 온척지 판경 언도월자
여부

신뢰도
J

151 놓(업} 검영중{金永 f!t) 30 북군얘엔연 팡령리 우기 1949-07-01 。4

152 농{업) 검영숙{金永 110 x 냥군 1l.선연 성용리 우기 1949-07-01 x

153 농{업) 깅병럼(1í!ff재林) 21 작군쩨주용해안리 우기 1949← 07←.01 x

154 농{엽) 김대원 (Jíl* 쉰) 26 C닝r& 천연 9k!i'l 우기 1949-07에l 。&

155 놓{영) 김안거 (Jíl，이앤) ?:7 적문초천연 W'J리 무기 1949-07-01 。&

156 농{업) 김희익 (Jíl~ 예) 30 양군재주용이호리 우기 1949-07애l x

157 농{업) 양인중{~-f 뿌) 36 욕군얘생연 어도리 우기 1949-07-01 。a

158 놓{영) 흥신 .N供엠 ItJ 21 욕군 얘행연 상킹1리 우기 1949-07-01 。a
]59 농{업) 강용표(윗t 껴) 25 북군얘빼연장전리 우기 1949-07애l 。A

160 농{엽) 깅성길 (Jíl~ 원) g 북군재주융이호리 무기 1949-07-01 。A

161 놓{업) 강재현(찢:(EfliJ 21 북군얘빼연상귀리 우기 1949-07-01 。a

162 의업 푸홍현(夫얘\fIi) 31 4각컨 쩨주용화북리 우기 1949-07-01 。a

163 농(엽) 갱영생(金'JI生) 25 육군애생연 어용리 우기 Iι19-07-01 。4

164 농{업) 김영구<Jílli<!Ol<) 30 욕군얘월연 팡령피 우기 1949-07-01 1

165 놓{엽) 고명송 <i!li'f‘lI\I 21 용군~천연 대흩리 무기 1949-07-01 。a

166 농{엄) 고용순{홈뼈쩌) a 용운 애에언 팡령리 우기 1949-07-01 。&

167 농{엄) 't 영호(夫였 l/l) 21 짜군구좌인 동력리 무기 1949-07-01 。a

168 농{엉) 깅시각<S1iP바~) ?:7 싸군조천연조천리 우기 1949-07-01 。a

169 농{엽) 문인랙(文ti 햄) ?:7 짜군 조진언 <:~，‘리우기 19'19-07-01 。a

170 농{영) 이생회(주M~) ?:7 냥군대정언 하모리 우기 19'↑9-07-01 。&

171 농{영) 김익중<Jíl효여.) 29 짜군애뼈연 하귀리 우기 1949-07-01 。A

1η 농{영) 김따로(金핑용) g 싸운제주홉노형리 우기 1949-07-01 。A

173 놓{영) 엽연친<ff8 쩌) g 짜문계주융연동리 우기 1949-07-01 x

174 놓{엉) 푼상훈{文쩌 liI\) z 싸운재주유오리리 무기 1949-07-01 x

175 농{영) 김두벙 (Jíl4 빼) a 자군제주융상양 l 우기 1949-07-01 。a

176 농{엄) 김용언 (Jíl*íi) g 북군 >11주용노앵리 우기 1949-07-01 。a

J77 놓〈엽) 검대규<Jíl$iliJ zi 싹군얘주융도두리 우기 1949-07-01 。a

178 농{영) 김용민(金양 lj，J 33 붓군제주용노형리 우기 1949-07-01 x

179 농{영) 부온진(잊I，:;;an) 35 북군재주용용강리 우기 1949-07-01 。。
180 놓{엄) 양영구{짧앙 11;) 32 용군제주융함영리 우기 1949.07-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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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효
신고 1

직업 성영 연형 온적지 판경 언도임자
여부

신뢰도

181 놓(업) 검인종 (jlt J:t1!!) 'n 북문재주융이효리 우기 1949-07-01 。&

182 약상 정인식 (!lII~[뼈) a 욕군재주용오용리 우기 1949-07-01 。a

183 농{업l 강화안{껑~;.~없)24 적운재주융행평리 우기 1949-07-01 x

184 농{영l 양명숙{셋에재;10 2ll 객문재주용노형려 우기 1949-07-01 x

185 쩍커용 깅영주{金짜lì) 2ll 칙운채주용뺑 l-"1 우기 1949-07-01 。A

186 농{업) 갱현종‘IlII元ll!) g 냥군냥원연신에리 우기 19'↑9-07-01 。 a

187 놓{업) 현창계 (:;;ßiI'I) a 북군재주융노행리 우기 1949-07-01 。 a

188 농〈영) 오의칭，~rc.lJr) :lO 끽문재추융영명여 우기 1949-07-01 。 a

189 놓(엽) 요인호(싸t=껏) 34 냥꾼냥씬띤헌납리 우기 1949-07-01 。 A

100 농{업) 현원4영(:;;文平)'n 녕군냥원연한냥리 우기 1949-07-01 。。
191 농{엽) 깅액수“1;:lô\ì<iU a J익문 채주% .'"꾀우기 1949-07-01 。a

192 놓{업) 깅학용{金4}‘l~) a 냥꾼종문연색당리 우기 1949-07-01 x

193 농{엽) 허업희 (lIti!.iI) 26 닝군중문연생당리 우기 1949-07-01 。A

194 농{영) 양운오(앗文五) 22 욕군재주유노영리 우기 1949-07-01 x

195 놓{업) 양당조(야i!jj') 50 녕군 냥앤연 의，1펴 우기 1949-07-01 。a

100 농{엄) 한칭적4‘4시정얘) 21 녕군생산연난산리 우기 1949-07-01 。a

197 농{엽) 양생흩 (lf，G;E) 22 J덕군 재주유함명리 우기 1949-07-01 。A

198 선업 갱팡액(金光떠) 2:J t}군 채주용찌육려 우기 1949-07-01 x

199 놓{업) 홈냥기(供i힘양) 25 '*'문애월띤 수산리 우기 1949-07-01 。&

200 상업 검숭휴 (jltjj<(*) ‘’2 t}운 애에민 얘행려 우기 1949-07-01 。&

201 놓〈엉) 김두호(jlt"i-찢) 29 닝군 닝웬연 의，1리 우기 1949-07-01 。a

202 농{영) 천우훨(千斗八) Z2 냥군안억면상장리 우기 1949-07-01 。&

203 농{엽) 경원 Jj니jlt元1l\) 25 닝군닝윈연냥원여 우기 1949-07-01 。A

찌4 농{엽) 검영주 (jÍ'!:;jd't) 2:J ~~군채주용 노앵리 우기 1949-07-01 。&

203 농{엽) 송영원(키"1'1元) 26 양군조천연교래려 우기 1949，07-01 。 A

203 놓{엉) 검두인 (jltJH=) 잇3 작군한링연용수리 우기 1949-07-01 。A

207 농{엽) 오강정(싸 'I'Æ> g 냥군냥윈연한냥리 우기 1949-07-01 。a

208 교원 운육추{文3i뾰) 31 북군째주용도푸리 우기 1949-07-01 힐용-

영항

209 쿄앤 정석용K!lIIII1껴) :lO 냥꾼냥앤띤 신헤리 우기 1949-07-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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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엉 성엉 연령 온석지 판곁 언도입지
신고

신뢰도
여부

210 농{엄) 현순석 1~:~IllJ 2， 냥군서구 1연 서흉 "1 우기 1949-07-01 。A

211 농{엽) 낌태현 Illtlj;f~J 24 북군쩨주용회천리 우기 1949-07←01 。a
212 학생 ~.←행규，;I，;f，;;;)z 북문구좌연상도려 우기 1949-07-01 。&

213 농{영) 김중하，j1rr~JllJ a 북문재주용연동려 우기 1‘씨9-07-01 。a
214 농{영) 김재훈 {~j'f.! 찌) 35 북군재추용영영리 우기 1949-07-01 。a
215 농{엄) 고기진 (;11;쩌珍) 24 북군재주유희천리 우기 1949-07-01 。A

216 농(엽) 양근오(앗llJiJ g 사꾼~천인 션용펴 우기 1949-07-01 。a
217 농(엽) 정경용{llIlØiflli) a 짜군현힘언 밍생리 우기 1949-07-01 。a
218 우{칙) 이내엉(~，.:~UTr> 29 륙군채주융화북리 우기 1949-07-01 x

219 우{직) 깅벙호 (lltlllillJ 'ZI 북군 재주융 o!'북리 우기 1949-07-01 。a
220 농{업) 양우엔 1!l:'Î'lm 'ZI 꽉군 재주융노;앵리 우기 1949-07-01 。a
221 농{업) 고냉전 (;Il;fl‘f<) 51 욕군재추융도련리 우기 1949-07-01 。a
222 농{업) 김쩌훈 {j1rj'f.삐) 24 닝균 표선연 71시혀 우기 194907-01 。a
223 농{영) 김인보 .(~(:ll'J 21 냥군요션연가시리 우기 1949-07-01 x

224 농{엽) 안한용Wi<~1JClJ 36 냥군표신연 가시리 우기 1949-07-01 。a
225 농{엽) 이맹영(￥효任) a 북군 조천연 "*싼여 우기 1949-07-01 x

226 농{엄) 강용식(양꺼;:i\:) 39 북균조천연 대훌 E’ 우기 1949-07-01 。A

227 -힘엄) 김종푼{1!1i'1':>tJ 24 용꾼조천연 신흥리 우기 1949-07-01 x

228 놓{영) 김완용{연한/!I，J 20 북꾼죠천연 ~~츄리 우기 1949-07-01 ‘
229 회사씬 검공숙，~fJ\jlü % 냥군 성산연 난↑i러 우기 1949-07-01 x

210 농{엄) 김갱씬<fltJit1é) 22 북군~천연 성흘리 무기 1949-07-01 。a
211 농세엽) 오치핵(회하 ll'J 22 북군구와연하도리 우기 1949-07-01 。a
232 놓녁엽) 강공여(핫公 í!<I 32 북군 한힘연 영월리 우기 1949-07-01 。a
233 놓{영) 현{응휴{ji;文(*)28 냥군낭앤연 수앙여 우기 1949.07-01 x

2:14 학생 양~4<tl'lJiJ!1-) 22 륙군쩨주용도우리 우기 1949-07-01 x

235 >1죠수 고쩌남 (/i1;:(E ，힘) 29 짜꾼찌캉유용당리 우기 1949-07-01 。a
216 농(업) 오빙의(싸애 (tiJ 31 짜군재주융아라 "1 우기 1949--07-01 x

2τ7 농{업) 검영우{1!1;lH!;) :r7 북군 재주융 9_동리 우기 1949애7-01 。4

238 농{엽) 양앵션(엇효양) 36 양균재주융노형리 우기 1949-07-01 。a
238 약상 이한영(강갖였) 41 양군재주용획도리 우기 1949→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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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고

변호 직엉 성영 연영 온적지 판곁 언도월자
여부

신뢰도
1

240 놓{엽) 상여상(써~.=:)35 북군얘월연 어도리 우기 1949-07-01 。a
241 농{엄) 부영주{까;횟ø.‘， g 륙군째추유영영리 우기 1949-07-01 。a
242 농{엄) 신방수{’1J1mD 35 북문쩨주융오라"' 우기 1949-07-01 。a
243 농{영) 검벅충(jÏ?!l5中) a 싹군재주용오라리 우기 1949-1)7-01 。a
244 -범업) 액X냥(IÔl子 ~FJ 29 북군제주융도련리 우기 1949-07-01 。a
245 농{엄) 오냥화{까i혐1M 20 냥운성산연수산리 우기 1949-07-01 。a
246 농{업) 검성규1SÍt!fdR) z 닝군안억연상천리 우기 1949-07-01 x

247 놓(엽) 문-경연(文쌍-) 26 양군재주융영명피 우기 1949-07-01 x

248 농{업) 푼주인(文↓11二) g 육군 ;'0천연 짜온i리 우기 1949-07-01 x

249 농{업) 김용추 {<t!:융뾰’ 22 까군재주용이효 01 우기 1949-07-01 。&

Z'50 농{업) 깅두죄(金←HIH 26 ιhè 제주유 상양려 우기 1949-07-01 。a
251 농(업} 문지원{文암 :f(} 27 자군재주융상‘원! 우기 1949-1)7-01 x

252 농(엄) 송시정(*子<<1) 30 싸군찌주융앤영리 우기 1949-07←01 。a
251 농{엄} 1객회신 (tf ，y;f~' g 석군채주홉오라리 우기 1949-07-01 。a
254 놓{엄) 검상호 (~n찢) 31 북문계주융함액리 우기 1949-07-01 。a
255 농(엽) 고안구{뻐m!'j<) 26 북딘균쩨주융 앙밍리 우기 1949-07-01 。a
256 선원 강한엠“，ltiIH!11 23 욕군조친연 항억리 우기 1949-07-01 。a
257 농{엄) 오영훈{싸水야) 27 녕군표션연가시리 우기 1949-07-01 。。
258 농{업’ 모’간앤(>1'/피弼) 23 」끽군재주휴 ßI북려 우기 194907'01 。a
Z59 선원 약상액Wl!llil) 24 꽉꾼초전연 함억려 우기 1949-07 ←01 。A

260 농{염) 이시원주야미 l 30 파군쩨주유오동리 우기 1949-07-01 x

261 농까업l 원유원文 ;1，따 l 23 짜운쩨주용노힘리 우기 1949-07-01 。4

262 농녁엽) 겸효근 (\Ít짝 jJ!) g 、아문채주용 화J양"' 우기 1949-07-01 。a
26:J 농‘업) 이안진 Utf.iéVX) 52 씩딘균한링연 고산리 무기 1949-07-01 。A

264 농{엽) 1삭기쉬사양 i，/<) 31 북군조천연 선흘리 우기 1949-07 이 。a
265 농{엽) 하용현 (i펴뼈찢) 20 북문제주용해안려 우기 1949-07-01 。a
26û 농{엄) 깅영주 (~I 힘짜 l 24 닝군서구 l연 신효리 우기 1949-07-01 。a
aη 농{업) 갱의 ~~~I}) a 욕군 ;'0천연 신흥리 우기 1949-07-01 。a
268 힘엽) 고태권 (;ii;썩IlID z 냥군성산면수산이 우기 1949-07-01 。4

269 농{업l 깅인현(金f=N) g 까운얘에연 어도려 우기 1919-07-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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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직업 성영 연형 본적지 판겉 언도일자

신고
신뢰도

여부 l
Z70 농(염) 오훈정(섯JtiEJ 25 냥꾼성산연난산리 우기 1949-07-01 。a

271 놓{엽) 이생생 ('f.at!tJ 28 석군재주융오풍리 우기 1949-07-01 x

2η 농{업) 양대규{찢大 ;EJ 21 적군재주융도연리 우기 1949-07-01 。a

273 놓{엉) 고정용，~il~ffJ g 냥군성산연 수산리 우기 1949-07-01 。A

274 농{업) 냥행탁(힘行끽l) 30 하군 ifo친언 항억 01 우기 19>19-07-01 。。
낀5 농{엄) 양영 i\:(llèll));홉) 21 냥군안먹연 동굉리 우기 1949-07-01 i

276 농{업) 용강생(*甲 g:J g 짜군쩨주유언동리 우기 1949-07-01 。4

η7 농{엄) 강태운，~!l!SJ 24 4걱운애에연 장션 01 우기 1949-07-01 。a
낀8 농(업) 검>'，링(>t:I.1iHl 25 용군죠천연 신흥리 우기 1949-07-01 。a
킨9 놓〈영) 홍운언 1tJ\i1i'tJ 24 북군얘염연상귀리 우기 • 1949-07-01 。a

280 농{엄) 양송힌 (!f，jf<원) 22 와군얘영연어도리 우기 1949-07-01 。a
281 농{엽) 강용생 l'l<fIIl!tJ 30 t1군 초천’Itl 9k-.!-리 우기 1949-07-01 。。
282 농꺼엽) 이벅흉{~i-양깅L) 24 아문 ifo천연 한펙리 우기 1949-07-01 。a ‘
2&3 놓(업l 깅동안{flt Jl!'t<J 27 양군조천연 함댁리 우기 1949-07애 l 。a
284 농{엽) 고갑용{쩌 'l'뼈) 24 닝군안억연 감산리 우기 1949-{)7-0I 。&

285 농꺼엽) 현석종 ctllUro 30 닝군냥씬연 남원리 우기 1949-07-01 x

양@ 농{업) 정기성 (!lI11Ii!íll 27 냥군냥원띤신에리 우기 1949-07-이 생존

287 우{칙) 이성원주 rli.王) 31 닝군종문연강정리 무기 1949-07-01 。a
288 놓{업) 오단안(상냉 ;l;) 22 냥꾼 서귀연 서흥리 우기 1949-07-01 。4

289 농{업) 한재현 <f1ltEt，li) 24 냥군서귀연 서흥리 우기 1949-07-01 。a

290 놓{엽) 송문욕 '51i文포) 25 닝균냥앤연 냥웬리 우기 19>↑9-07-01 。a
291 놓(엽) 강성춘{잊at~￥) g 도h!' 냥씬연 한냥리 우기 19>↑9-07-01 。a

292 농(엽) 고벙얀{쩌핫셉!) 21 북군 힌힘연 대힘 01 우기 1949-07-01 。a

29:’농{엄) 고용희(쩌띠.Il!J g 닝균 냥웬연 얻냥 01 우기 1949-07-01 。A

294 농{엄) 이대명(쭈太직'1 29 냥군중갇연 장정리 우기 1949-07-01 x

295 농{엽) 깅핑수{金lI:oi*1 30 냥꾼중장연충원리 우기 1949-07-01 x

296 농{엮) 검영진 (fltmlf;) a 냥군남원연 신흥리 우기 1949-07-01 。&

297 우(칙) 오두생(싸斗와) 25 닝군냥원연 한냥려 우기 1949애 7에l 。a

298 농{엽) 허명식 (II'f'Ni'iJ 24 양군구적연송당리 우기 19>19-07-01 。a
299 'Ii‘엽) 고냥권(젠ifllllD g 냥꾼셔귀연호근리 우기 1949-07-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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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판결 언도임자
신고

신뢰도
여부

300 농(엽) 양정히-(~f.fiñTJ 31 남군안뎌변화순리 우기 1949-07-01 。 A

301 병원조수 김기공(金흉供) 21 북군제주읍외도리 무기 1949-07-01 x

302 농(엽) 부지랭夫였良) 20 북문애월연수산리 무기 1949-07-01 。 A

303 학생 고현슬{첨鉉과) 20 북문애월연하귀리 무기 1949← 07-01 。 A

3여 놓(영) 강칭쩨{쫓릅河) 34 복군애월연 어도리 무기 1949-07-01 。 A

305 옥공 이행언(季行彦) 37 냥군대정면 신평리 우기 1949-07-01 。 A

305 놓(엽) 오상준(용常 i1'lJ 33 냥군서귀연통흥리 무기 1949-07-01 。 A

307 선원 송태진(짜泰珍) 25 냥군 대정면 우흥리 우기 1949-07-OJ 。 a
308 농(영) 고정각(高빼서tJ 22 북군제주융도련리 무기 1949-07-01 。 A

309 농(업) 고태화{흙泰化) 30 냥군 냥원연의귀리 무기 1949-07-01 x

§ ‘4.3위원회’희생자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따로 표시해 놓았음

『수형인명부」외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마포형무소 수감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그러므로 『탈옥수병부』가공개되기 전까지

‘1949년 군법회의’에서사형으로 언도되었다가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

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탈옥수명

부J를 통해 대구형무소 동에서 마포형무소로 이송한 사실도 일부 확인

된다

끽 .3위원회’에신고한 내용 가운데 신뢰.Ð} 높은 희생자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CD 체포 또는 형무소 수감 경위가 구체적인 사례

。현두삼

1947년 6월 6일 무허가로집회하여민청에대한문제동을토의하였다는

이유로 1947년 7윌 31일 제주지방심리원에서벌금 2천원을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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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1948년 11월(일자미상)종탈국민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던 중 토별대에 연행되었는데 그 후 마포형무소 수감 중 6.25 전쟁

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김병시
4.3사건 당시 토별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자 용담리 속칭 정드르 부근

에 방을 구해서 생활하던 중 l없8년(월일미상)중산간 미을에서 피난 왔다

는 이유로 서북청년회 단원들에게 끌려갔는데，1948년 12월 5일 군법회의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행

방불명되었다

。김태희
4.3 사건 당시 양봉업을 하며 대동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1948

년 11월(일자미상)토벌대의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무장대에 쌀을 보

급하였다는 고발을 받고 경찰에 연행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서 3년
여동안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왔는데(연월일 미상)계속적인

연행과 감시，수강후유증 동으로 1989년 1월 31일 사망하였다

@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사례

O 강두삼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1948년 10월 21일

토별대가 마을을 전소시키며 소개령을 내리자 피신하였다가 1949년 봄(월

일 미상)토벌대에 체포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5월

16일 옥사하였다

。부을생

4.3 사건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9년 2윌 4일 발생한 군경

토벌작전 때 피신하였다가 지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1949년 4월(일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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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스로 토별대를 찾아갔다가 주정공장에 감금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

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말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김투호
4.3사건 당시 토별대가 마을을 불 지르고 주민에게 총격을 가하자 기족

과 함께 피신하였다가 1949년 3월(일자미상)스스로 토별대를 찾아갔다가

주정공장에 감금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말

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허남홍

4.3사건 당시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소개하지 않고 형들(허납익，허남

섭)과함께 속칭 앞선벌에 있는 굴속에 숨어 지내던 중 1949년 봉(윌일미
상)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1949년 6월 28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

고 수감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같은 해 말(월일미상)병보석으로 출소하였으나 고문 풍의 후유증

으로 같은 해 12월 12일 사망하였다

O 이일진

1948년 12월 19일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로 연행

되었는데，1950년 3월 3일 마포형무소에서 서대문형무소로 。l감되므로 생

필품을 보내달라는 펀지를 보내온 바 있으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

불명되었음

O 한치운

4.3사건 당시 미을에서 농시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1948년 12월(일자
미상)경찰의 출두명령을 받고 경찰에 찾아갔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

감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O 김두옥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1949년 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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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대에 연행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하

면서 행방불명되었다

。권석도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협동조합 직원으로 큰무하던 중，1948년 11월
(일자미상)소개령이 내려지자 산으로 피신하였다 7r，1949년 4월(일자미
상)토별대에게 연행된 후;1949년 6월 28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

으나，1949년 10월 10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마포형무소에 수강 중 6.
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O 김기풍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시를 지으면서 생활 하던 중，1없8년 12월
14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자 피신 생활하다가 1949년 봄(윌일미
상)토별대에 연행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

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문정화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 중，1없8년 11월 8일
토벌대에 연행되어 오랜 기간 취조를 받았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말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O 김투행

4.3 사건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11월(일자미상)소개
령 때 무서워 피신하였다가 (1949년 초 추정)토별대에 연행됐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홍전표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9년 5월(일자
미상)집으로 들이닥친 대한청년단 단원틀에 의해 모슬포경찰서로 끌려갔는

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연서 행방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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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필
4.3 사건 당시 학교(영미상)재학 중 1없8년(월일미상)산으로 피신하

여생활하다가 1949년 봄(월일미상)귀순하라는 말을 듣고 토별대에 스스

로 찾아갔는데 감금되어 1949년 6월 29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 중 수갑

후유증으로 1950년 7월 19일 사망하였다

O 황병익

4.3 사건 당시 조천중학원에 재학하던 중，1949년 3월(일자미상)경찰

틀에 의해 조천지서로 연행되었는데，그 후 목포형무소를 거쳐 마포형무소

에 수강 중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되었다

@형무소복역 중옥사한사례

4.3사건 관련 수형인 가운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열악한 수용 환

경으로 인해 병사하거나 미결수로 재판 대기 중에 었다가 고문후유증으

로 옥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마포형무소에서 옥사한 재소

자로는 r마포형무소 수용자신분장』과 『마포형무소 재소자명부』에 김태

경(49.10.15) ，김용생 (49.8.13) ，김윤복 (49.9.8) 둥이 확인된다{괄호 안은

사망 일자).

。부은진

1948년 10월(일자미상)마을에 틀이닥친 경찰이 블을 지르며 총격을

가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던 중 아내(전경선)，딸(부문자)은총상을

입었고 피해지는 (1949년 초 추정)체포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5윌 6일 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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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평
4.3 사건 당시 마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1948년 11월 7일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가 가옥을 방화할 때 연행된 후 오랜 기간 감금되어

취조를 받았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년 6월 1일 욕사하였다

。이완영
4.3 사건 당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산으로 피신하였는

데，1949년 봄(월일미상)토벌대에 연행된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50

년 1월 12일 옥사하였다

。강용샘
4.3 사건 당시 마을 서당 훈장으로서 생활하던 중 1949년 2월(일자미

상)토별대에 연행되었는데，그 후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1949년 8월 13일

옥사하였다

@기타사례

。남행닥
4.3 사건 당시 농시플 지으며 생활하던 중 1948년 4월(일자미상)경찰

에 연행되어 무장대에게 협조한 사실을 말하라며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1949년 7월 1일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 중

나병이 들어(연월일미상)소록도로 이송된 후 투병생활 하다가 1962년(월

일 미상)전북 익산시로 이주하여 정부의 생계비로 생활하다가 1997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서대문 •마포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4.3 관련 재소자들은 대부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북한 인민군이

서울 •인천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한 공통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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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냉전 •분단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들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

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4.3 희생자 신고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이들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었다.이 글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탈옥수명부』를새로이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많은 출옥자의 기본 신상

을 밝혀내는 성괴를 거두었다.특히 서대문형무소 수형 희생 사실은 지

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전 서울지역의 두 형무소(서대문•마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4.3 사건 관련 제주출신 재소지들은 4.3 당시 두 차례 치

러진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 수형인이었다.‘1948년 군법회의’로서울지

역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10

명 내외(주로여성 수형인 l，마포형무소에 120병내외(징역20년형 97명，

징역 15년형 20여 명，기타)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1949년 군법회의’

로 복역 중이던 수형인은 서대문형무소에 80명 내외(주로여성 수형인)，

마포형무소에 350명 내외(무기형223명，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수형

인 96명，기타)정도로 파악된다

전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들은 대부분 1949년 여름 서대

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지금까지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부분 수형인들

이 전주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수형인명부』에 전

주형무소에 복역한 것으로 표기되어 『탈옥수명부』가공개되기 전까지

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서대문 •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

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소하여 각지로 흩어졌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여성 수형인 70여 명은 서울에서 북한 치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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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활똥하다가 월북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이인현은 전쟁이

발발하자 출옥하여 서울 언니 집에 머물다가 다시 용산경창서에 잡혀간

후 1950년 9월 28일 한강백사장에서 총살되었으나，시신을 수습하지 못

했다

또한 『탈옥수명부』를통해 ‘1949년 군법회의’에서사형으로 언도되었

다가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전체사형수 345명 중 9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

소에서 복역합 96명 중 46명이 『탈옥수명부』를통해 확인펌)또한 『탈

옥수명부』를통해 대구형무소 동에서 마포형무소로 이송한 사실도 일부

확인된다.

한편으로는 이번 서대문 •마포 행방불명 희생자 조시를 하는 과정에

서 개인 연구를 통한 진상규명에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앞

의 출옥자 명단 표를 통해서도 보듯이，서대문형무소의 경우 희생자 신

고 사례가 전체 61명 중 35명(57.3%)，마포형무소의 경우 전체 309명

중 225명(72.8%)에 불과해 아직도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희생자 신고 내용이 대부분 부설하여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상

을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된다

또한 서대문 �마포형무소 수형인의 경우 전쟁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출옥하여 북한 인민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가 전쟁 후 북한에 정착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

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결과，2000년 8월부

터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2003년 5월의 제7차 이산가

족방문단에 포함된 제주시 이호동의 김용연(2003년 당시 101세)과김창

종씨 모자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큰형인 김경종씨를 만냐고 돌아왔다.

김경종씨는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인천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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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전쟁 직후 행방불명되었던 장본인이다 이러한 북으로 간 수형인

들이 상딩수 아직도 북뺨 II 존재활 것으로 추정된다

N. 판결문을 통해 본 광주형무소 재소자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 경찰 당국에서 검거하는 형사사건 피

의자들이 계속 증가하였다.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형λμ}건

이 많아서 현지 심리원과 검찰진으로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앙 사법부에서는 5월 26일 제주지역에 특별히 심판관과

검찰관올 파견하였다 서울로부터 내도한 판검사 일행 12명은 6월 11일

서올로 돌아갈 때까지 피고 37명에 관련된 42건올 판결하였다.

제주도에 왔던 판 •검사들은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제주도에서의 재

판이 힘들었음을 미군정청에 보고했고 미군정청은 이를 받아틀여 4.3

관련 재판올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에서 파견된 판 �검사 일행이 재판올 마치고 귀경한 뒤에도 제주지

방법원 단독으로 재판올 행하기는 했지만，500명에 달하는 혐의자틀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재판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뺑 l서 사안이 중요한 혐의자틀에 대해서는 광주로 옮

겨서 재판올 치르자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들을 굉주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23일 제주검활청에서 심문올 받던 4.3 피의자 32명이

굉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9월 4일 굉주

지방검찰청 부검사장 김영천 검사로부터 대법원장 영령에 의하여 이들

에 대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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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졌다 1819월 3일에는 추가로 40명이 광주로 이송되었다 191

1948년 하반기 제주도로부터 이관된 4.3 관련 피고인은 총 131명 (74

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948년 10월 1일부터 1948년 12월 29일

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었다 일자별로 공

판 상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0윌 l 일 12건，18명 시질 심리，구형

。10월 8일 8명 구형

。10월 13일 21명 판결 연도。10월 14~15일 :17명 구형。10월 23일 공판에서 판결 언도할 예정이었으나，여수 순천사건으로

무기 연기。11월 26일 22명 구형

。11월 30일 22명 판결 언도。12월 7일 36명 구형。12월 8일 12명 구형

。12월 16일 6영 판결 언도

。12월 17일 :13명 판결 언도。12월 21일 9명 판결 언도。12월 29일 17명 판결 언도

이들 피고 총 131명 (74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사형 1명，무기징역

5명，정역 8개월 -15 년 82명，집행유예 8명，무죄 19명 둥이다 1948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에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군법회의 외에 민간재판은 실시되지 않았다.광주지방법

18) ，東光新閒 J，1948년 9월 8일
19) ，國際新閒" 194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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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민간재판을 계속한 것은 계엄 선포 전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검

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광주지방법원 4.3 판결문에서 1948 년
10월 13일부터 12월 29 일까지 재판을 치른 75명의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3)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수록 수형인영부 (1948.9-1948.12)
t번호 성명 주거지 직엉 나이 형랑 판결연월일 비고

l 양규석(껏춘錫) 안덕 징역10년 광주형무소

2 현행주cι行，*1 서귀 서홍 농업 24 정역10월 19480624 옥포형무소
3 김상생(:ffi:fIlj양) 전남구례 농업 2G 정역6월 19480807
4 강태보(쫓泰f!l'1제주삼도 24 공소기각 19480919
5 이용태(주며太)구좌송당 22 꽁소기각 19480929
6 김희경(金U~:.慶) 제주삼도 무직 20 공소기각 19480929
7 김용효(金융ti'1'l남원태홍 농업 2G 징역1년 19481005
8 김택홍(金(뿔옛)냥원대홍 농엽 öö 정역1년 1애94뼈81005
9 김치옥(金았王)조천함녁 농영 3:J 무죄 19481013
10 킴영필(金""M) 조천 함덕 농엽 20 정역l넨집유 9년 19481013
11 한진섭(합辰핫)조천 함덕 농엽 24 정역1넨집유 3년 19481013
12 김상호(金여好)얘원 납읍 농엽 31 무죄 19481013
13 강한진(康몇振)조천 함덕 선윈 26 정역3년 194810B
14 임수혁(任守빼)조천함익 농업 2H 정역2년 19481013
15 김태원(金台7[;) 조천함덕 선원 34 정역3년 19481013
16 현꾼영(玄캄짜)제주오라 농업 20 무죄 19481013
17 강상수 안틱강산 전.íl~λ 23 무죄 194810B
18 강창호(꽃읍냄)애월상귀 농업 2G 무죄 19481013
19 강당호(윷굶냄)얘월상귀 농업 26 우죄 19481013
20 강달진(풍1호珍) 얘월상귀 농엽 21 무죄 19481013
21 이근병(주IN쩌) 얘월상귀 농업 21 무죄 194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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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호 성영 주거지 직업 나이 힐링 판곁연월잉 이고

z 강형안{핫j용11;) 얘웠상귀 농업 25 무죄 19'↑81013
g 김대효(企大짧)대갱 영학 놓엉 20 우최 19481013
24 이정액l"f•.iEè) 재주도영 목공업 g 징역2년 19481013
25 고완순{;9;J1i~) 대정무용 놓엉 30 징역3년 19481013
g 고대진(쩌大珍)쩨주연도 농업 20 정억2년/칭유5년 19'↑81013
z7 임정길(ifiE원) 죠천신흥 농업 31 징역l년/집유3년 19481013
g 김건만 제주내도 농업 19 우최 19481023
g 이닫지 재주내도 목공 34 우회 19481023
30 고영수 째주내도 농업 26 징역5년 19481023
31 문창호 제주내도 농엽 38 우최 19481023
32 문청영 제주외도 놓업 25 징억5년 19481αg
33 흥정문 채주내도 농업 낀 징역l년 19481023
34 한용훈 충원- 농업 g 우최 19481130 광주형무소

35 -!f"'!유혹 중문도순 농엉 21 우최 194811잉
36 고두앵 충용-잭달 농엽 26 징역8년 19481130
YI 김영깐 중문중문 에탕업 38 징역10년 194811에
g 갱동연 중문중운 농업 22 징역15년 19481130 대구형무소

39 검구액(金九!il)구좌동김녕 농엉 35 우죄 19481209
40 양욕-현(ll'玉SY.I 쩨주도련 농업 22 징역3년 19481209
41 김앵주{:íÎ!:'!'ttl재주도련 농업 26 정역3년 19481209
42 양석구{찢~Ii;) 재주도련 농업 26 징역3년 19481209 핑주형무소

43 김희경(金1텅양)제추상도 용학생 21 단713년장715년 19481214
44 문-당천(文않千)한힘 갱수 놓엉 17 단기5년장기8년 19481214 인천형우소

45 。1앤택(쭈π견) 재주상양 농업 21 공소기각 194얘81214
46 한용우{l1/;뺀斗) 구좌송당 32 공소기각 19481215
47 고진욕{때뼈玉)째주상양 전직 g 징역8월 19481217정장

48 강군효 안억 창천 농업 22 갱억3년 19481217
49 양경청 한링 영월 농엽 2.') 징역10년 19481217
% 임융번(lEitm) 조천함댁 농업 18 단기3년장715년 19481217 인천행우소

51 깅영욱K\1i:;k1며) 조천함덕 선원 36 우최 19481217
52 권영Ãl<llIi永子) 쩨주상양 어업 19 단712년장713년 19481217 광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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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호 성영 주거지 직업 나이 엉링 판곁연앵잃 비고

53 이계윈쭈 it 文) 중용-중용 농업 18 단기2년장 713년 19481217

54 한진 ~]{lõ;Jl 져lJ 생산고성 농업 a 징역1년6앤 19481217

55 고우상{흠1J.二) 냥앤한남 농업 29 징역1넌6앤 19481217

55 장잉생(랬 :f!E) 대갱보성 농업 37 징역3년 19481217 팡주형무소

57 김영수{金찢쩌，)재주상도 우칙 17 징역I년/집유5년 19481217

58 문성언(文및 m) 안억동굉 2fi 징역7년 19481221 핑주형우소

59 문생보(文앞 P/) 안벅동팡 농업 3띠 징역7년 19481221 팡추앵무소

60 깅얻-보(핫文~n) 충원-하왼 농업 30 징역8년 19481221

61 원께정 (π 짱lE) 중문하원 농업 22 징역7년 19481221 핑주앵우소

62 집회두 {1i't~斗) 중」운하원 농업 m 단기 5년장 718년 19481221 핑주앵우소

63 기원택(응f7ë 짧) 대정 인성 농업 22 정억 5년 19481221 양주형우소

64 이원댁 ('!'π 펀) 재주싱양 농업 21 정억 3년 19481221

65 t~ 중*mnil~) 얘윈 하우1 생도 16 징역2년/침유5년 19481221

66 검창회(징ìß~) 애앤 하구l 생도 17 징역2년/짐유6 년 19481221

67 고상부'.{1<Jj1양7엄) 얘앤하해 쟁도 17 징역2년/정유5 년 19481221

68 김복만 (jí'ti혀1if，) 중{응하예 놓업 22 공소기각 19481222

69 한용두 {lõ;!!l斗) 구화송당 놓염 32 징역7년 19481223

70 검강순 조천 4덕촌 농엽 m 단기 4년장기 7년 19481223

71 고영찬 {1<Jj;k~) 한립 저지 농업 18 단기 5년장기 8년 19481223 인천앵무-소

72 오용주{윷 V}m) 충푼상예 농업 27 공소기각 19481223

73 양대회 (1l'*~) 냥앤한냥 우칙 22 정억 10년 19481223

74 깅액수{金 É1~，") 재추상양 농업 24 금고3년 19481223

75 오태운{~~文) 제주삼양 농업 22 금고3년 19481223 팡주앵무소

76 고완애(힘ítiff) 제주상양 농업 21 징역3년 19481223 핑주형무소

77 번학인(짧뼈 1i'J.) 서귀 서귀
잔q연 a 연소 19쩌1224대앤

78 송상쩍{키，fl'玉) 제주건입 무칙 26 징역5년 19481224 굉주형무소

79 강태홍 애원 긍덕 농업 25 징역6년 19481229

80 이성우 얘씬 상구1 농업 22 징역10년 19481229

81 현상순 제주요풍 농업 g 징역10년 19481229 대구앵무소

82 정동화 제주요둥 농업 33 징역10년 19181229

83 김종규 쩨주요동 농엄 z 징역15년 194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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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년에 접어들어서도 4.3 관련지들의 광주지방법원 재판은 단발

척으로 지속되었다 1950 년에는 1-2 월에 집중적으로 90여명이 재판을

받았음이 아래 판결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이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 이틀의 행방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ll. 4) 광주지방법원 핀컬문 수록 수형인영부 {1949.3-1950.3)

l언호 성영 주거지 직엄 나이 엉링 핀곁연뭘일 비고

김상훈{쇼j1jj앗) 재주용당 전순경 m 정억6원/진유2년 19'↑90317

2 김시때 111:"샘1) 구좌세화 상업 52 징역 10원/집유2년 19490317

3 이상협 전냥광주 학생 m 징역 1년/집유3년 194잊)60'2

4 '?!영훈(갖와lffiJJ) 조천조천 한지의사 35 징역 1년/죄유3년 19490602 재주지엉

b :rr공링 쩨주용당 우칙 58 징역4웬 194900μ

6 검동순 재주상도 공엉 29 1949(쨌E

7 。끓{껴fζ) 서울중구 전검사 35 우최 19491031

8 이용대 ('f.뻐썼) 조천조천 수도공 '27 징역3년 194912'24

9 좌금-2，제주이도 우칙 33 징역2년/집유5년 l떠912'27

10 박성댁 제주용당 농업 '21 징억2년 1댄j()

11 양경화 제주아라 농업 '27 징역2년 19f)()

12 김기훈 쩨주화북 농업 33 갱역5년 1950

13 겁웬션 한입 용포
5’공소기각 l댄j()()j 19 팡주형우소

J4 양천총 체주연풍 55 공소기각 J9j()()1l9 팡주앵우소

15 현창식 재주노앵 농엄 20 단기3년장 715년 19r>OOI2.'i

16 이경환 대갱하모 학생 19 단 715년장기 7년 19j()()1'25

17 이근효 제주용당 농업 2'2 징역5년 l잊j()()1'25

18 연명정 한립옹포 농업 35 징역2년 l잊j()()1'25

19 양석보 성산고성 농업 것8 정역2년 1잊j()()1'25

m 겁용숙 쩨주용당 농업 24 갱역2년 19j()()1'25

'21 흉익현 얘월어도 옥공엽 g 징역 7년 19j()()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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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영 주커지 직영 나이 칭랑 판결연월일 비고

22 이근효(주얘쭈)쩨주용담 농영 22 정역5년 19500125

23 김부생 애월 하귀 19 공소기각 19500126 팡주형무소

24 김두윤 남원의뀌 39 공소기각 19500126

25 서강영 재주연동 농엽 27 정역10년 19500127

26 고성아 한럼 명월 농업 24 정역1년 19500127

27 고성희 한험 영월 농업 27 정역1년 19500127

28 김병두 한링 협재 농업 29 정역1년 19500127

29 강재반 제주삼도 농업 29 정역9년 19500127

30 오원보 성산수산 24 공소기각 19500127 광주형무소

31 김지길 한링 명월 농업 24 징역3년 19500127

32 변창하 애윌장전 농업 19 단기3년장기5년 19500127

33 강재반{종ofoc.업) 제주상도 농엽 29 정역3년 19500127

34 김지킬(\Í'i:之 â'l 한렵 고립 농엽 24 정역3년 195011127

35 강우숭 제주항영 40 공소기각 195011201 굉주형무소

36 고믹수 제주도련 농업 21 단713년장714년 19500203

37 검두회 생산난산 농엽 22 정역2년 19.500203

31 김신침 성산난산 농엽 19 정역4년 19500203

39 정창종 성산난산 농업 29 정역4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0 김성상 성산난산 농업 23 정역4년 19500203

41 오문선 성산난산 농업 31 정역9년 19500203 팡주형무소

42 김경립 성산난산 농업 22 정억7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김진삼 성산난산 농엽 22 징역7년 195011203 광주형무소

44 낌병주 성산난산 농엽 28 정역7년 195α20.1

45 고춘방 애윌소길 농엽 19 단713년장기4년 19500203

46 김영주 성산난산 농업 20 단기3년탄기4년 19500203

47 김지담 성산난산 농엽 19 단기3년단기4년 19500203 광주형무소

48 문창석 제주노형 농업 27 정역2년 19500203

49 진태숙 얘월 소길 농영 22 정역3년 19500203

50 김권시 제주도련 농엽 25 정역5년 19500203

51 김운휴 생산난산 놓엽 27 징역2년6월 19.5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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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호 성영 주거지 직업 나이 영랑 판결연월일 비고

52 문달숙 제주도두 어업 24 정역3년 19500203

53 이병선 제주삼도 농엽 38 정역2넌6월 19500203

54 김상주 제주함병 농업 ”。 정역5년 195002떠

55 김명식 제주함명 농업 22 징역5년 19500203

56 김인식 께주함명 농업 27 징역5년 19500203

57 홍경만 한립 상명 농업 36 징역3년 19500203

58 양두규 제주노형 학생
2’ 정역5년 19500203

59 김최준 죠천함덕 농업 23 정역3년 19500203

60 강1명석 제주화북 농업 34 정역2년 19500221

61 현동진 제주화북 농업 28 징역2년 19500221

62 고태화 한링긍릉 농엽 37 징역3년 19500221

6" 김숭럽 제주이호 농업 32 정역3년 19500221 광주형무소

64 고윤선 제주함병 농업 23 정역2년 1~잉0221

65 홍종봉 제주연동 목공 27 정역2년 19잉0221

66 강관주 안덕동광 농업 29 정역3년 19500221

67 강병주 안덕 동광 농업 26 정역4년 19500221

68 박정생 한링 영월 농업 34 정억2년 19500221

69 문태옥 한링 병월 농업 44 무죄 19500221

70 고태옥 한링 명월 농업 37 무죄 19500221

71 고중옥 제주용당 전순갱 29 정역2년 19500221

72 강병칠 한링 명월 농업 26 정역2년 19500221

73 김승교 제주봉개 농업 29 정역3년 19500221

74 강꾼액 표선성읍 농엽 31 징역1년 19500221

75 강병순 얘월 어도 농업 27 징역1년6월 19500221

76 양원중 한립 명윌 농업 28 정역5년 19500224

77 7나J'iιr츠눈 표선표선 놓엽 26 무죄 19500221

78 김영순 구좌행원 농엽 20 징역2년 19500228

79 한상룡 성산수산 옹엽 23 정역2년 19500228

80 고석현 제주연동 농업 23 정역4년 19500228

81 김지원 표선가시 놓업 23 징역2년6월 195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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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호 성엉 추거지 직엽 나이 힘링 판엉연월잉 비고

82 김회탁 제주이호 농업 21 단712년장기3년 l잊iOO228

83 신군흉 남원의귀 농업 43 징역2년/집유3년 19500228

84 김기환 냥웬의귀 농업 32 징역2년/집유3년 1잊Hη28

&5 강원규 냥앤의해 농업 33 정역2년/징유3년 19500228

86 고석부 애행팡령 농엽 32 정역3년 19500228

frI 강홍요 재주함밍 1 농업 30 징역3년 19500228 짱주형무소

88 김행수 성산낭산 농업 24 징역4년 l앉iOO228

89 헨성길 쩨주노앵 농업 g 징역5년 19500228

% 강위4와 제주월영 농업 38 징역l년 1잊iOO228

91 김충유 재주원명 농엉 24 징역5년 1잊iOO228

92 양계윈~i'E 양)얘엽고생 농업 26 징역5년 I앉iOO228

93 고윤섭(낌뻐찢)제주함명 놓엉 24 징역7년 1950α§ 갱 대구앵무소

94 김신링 제주이호 놓엽 32 갱억2년 l잊i00303

95 이닫회 제주오라 농엉 30 정억2년 ‘ 1잊iOO307

96 김용번 제주해안 학생 g 징역7년 1잊;00.307

97 현앵수 셔귀셔흥 농업 26 무최 l잊%’07

98 권기인 재주화책 어업 35 징역2년 19500307

4.3 관련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을 대별해보면 징역 2년 이상의 장기

수형인은 1948년 판결에서 80여 명.1949 년 이후 1950년 3월까지 판결

에서 70여명 둥 1501청올 상회한다 이들은 대부분 굉주형무소에 수감되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립들까지 고려한

다면，1950년 6 . 2.'5발발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강되어 있었던 인원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200명 내외가 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형무소에 수강되어 있다가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 행

방불명됩으로써 형무소 재소 중 회생자가 되었다

‘4.3위원회’에신고한 회생자 가운데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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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거나 전쟁 직후 행방불명된 사람틀의 신고 내역을 보면，다음과 같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 타 형무소로 이송된 경우

。강군오

4.3당시 폭도로 오연 받고 정찰에 연행됨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생활

하다가 1950년 5월 24일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어 사망합

@형무소복역 중옥사한사례

。문성보

1948년 9월 12일안덕지서 순경틀이 동생 성언과 함께 연행해갔고 서귀

포경찰서로 이송되어 광주형무소로 보내짐 같이 수감된 동생으로부터

1950년 5월 13일사망했다는 연락받고 부친이 가서 확인함

。김병언
난산리 인근 야샌 1서 숭어 지내다가 토벌대에게 장혀 광주형무소에 송

치됨 1949년 2월 20일 사망 소식을 친족에게 알려 알게 됩

。정창종

마을 인큰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군에 의해 잡혀 광주형무소에 있었음

병환이 위독하니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 후 형무소에서 사망함

O 김승림

1949년 2월 경찰에게 연행됨 광주형무소로 이송됨 1950년 2월 15일광
주형무소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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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택
1948년 5월경 군인과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간 후 행불됨 1949년 6월경

광주형무소 관보펀지에 의해 1949년 6월 11일 사망통보 받음

@ 전쟁 후 수감 중 행방불명된 경우

O 송재현

1없8년경 경찰에 연행됨 인천 혹은 광주형무소에 수감했다는 소문 들음

후에 사망통지서 받음

。고문증

1949년 4월 경창에게 연행 마포형무소 수갑 그 후 광주형무소로 이감됨

1950년 음 5월 19일 불명의 장소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친척의

연략이 있었음

。김기규
1948년 음력 11월 12일 경찰에 연행됨 서울구치소로 보내졌고 후에 광

주형무소에 있다는 면지를 받았으나 한국전쟁 후 소식 두절됩 풍문에 1950
년 형무소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였다는 말을 들음

O 문성언

1948년 9윌 13일 순경에게 연행됨 그 후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됨 팡주형

무소로 이감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행볼됨，

O 오문선

1949년 2월경 산에서 숨어 지내다 토벌대에게 잡혀 광주형무소로 보내

짐 한국전쟁 후인 1950년 6월 28일경 형무소 전원을 사형시켰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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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덕근

1947년 3월경 일본에 있는 누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성산에서 배를 기다

리던 중 경찰에게 체포펌 광주교도소에 수감됨 편지 왕래하다 한국전쟁

이후소식이 두절됨

。한봉준

1948년 음력 5월 5일 경비대에게 연행됨 1948년 8월 1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편지를 받고 그 후 행불됨

。김지담
1950년 4월경 성산포경찰서에서 무장대로 오인해 연행됨 광주형무소에

수강되어 었다는 편지가 한번 옴 한국전쟁 후 행불됨

O 김진삼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9년 봉 토벌대에게 잡혀 그 후 행불됨 한국전

쟁 전에 광주형무소에 있다는 엽서가 온 후 행불됨

。홍연한

1948년 9월 10일 밭에서 일하던 중 토벌대에게 잡혀 광주형무소로 이송

됨 연락이 와서 모친이 1949년 4월 15일 면회를 다녀온 후 연락이 두절됨

。강홍표

산에서 숨어 지내다 지수를 했는데 일주일 뒤 풀려냥 그 후 1949년 7월경
경찰에게 잡혀가 광주형무소로 보내짐 편지도 두 번 왔었음 그 후 행불됨

。김경흥
1949년 4월 10일 경찰에게 끌려가 광주형무소에서 편지가 두 차례 왔었

음 한국전쟁 후 소식이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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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윤

무장대에게 식량올 주었다는 모략으로 경찰에게 연행됩 광주형무소에

수감됩 한국전쟁 후 행불됩

O 김장규

1948년 음력 12월 15일 마올 소개 때 산으로 피신했다가자진 하산항

동척회사에수용되었다가광주형무소로수감됩 3-4회 편지플 받았고 한

국전쟁 "'"행불됨

。장잉생

1948년 지서에서 연락받고나간후 행짤됨 1950년 6웰경 광주형무소에
서 엽서가 옹 후 소식이 없음

즉，일부 타 형무소 이송된 경우나 광주형무소 내부에서 옥사한 재소

자를 제외하연，대부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일반재판 수형지들은 대부분 목포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타 형무

소로 이송된 예가 많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두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규석파 고윤성은 광주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로 이강되었다가 한국전

쟁이 발발하자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틀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구

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호 톨아왔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올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4.3 관련 미결수들

가운데 광주형무소 •경찰서 유치정에서 재판을 대기하고 있다가 고문후

유충으로 옥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공판기록을 통해 광주형무소 및

제주경찰서에서 사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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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융 (49.1.10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으로 공소기각)

양천종(광주형무소 재감 중 사망으로 50.1.19 공소기각)

김원선(위와 같음)

강우송'(50.1.9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낌부생 (50.1 .10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오원보 (50.1.22 광주형무소에서 사망)

한국전쟁 발발 당시 광주형무소에는 4.3 관련자뿐만 아니라 여순사

건 관련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 동 소위 와익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감

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헌병

들이 형무소에 볼려와서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일렬로 세운 채 총날하였다 20) 전쟁 발발 당시 광주형

무소 근무지들이나 20연대 헌병대원 퉁은 여순사건 관련자 동 형무소에

수감 중인 사상범들을 트럭에 실어 나가서 총살했음을 진술했다 21) 전쟁

발발 때 광주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7월 23일 인민군이 침입한 뒤

출옥한 정기순(鄭基順)의 진술에 의하면， 1950 년 7월 21일 자정 즈음

헌병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촌 정기순(鄭基淳) 등을 호출하여 트럭

2~3 대에 싣고 갔는데，그 모친이 사건 발생 2~3 일 후 광주시 인근 야산

에서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시신 속에서 희생지를 수습하였다는 진술도

있다 22)

20) 친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r전냥 국민보도연맹사건 1，진질
규명결정서」

2]) 한국전쟁발발 당시 굉주형무소근무자와 20연대 헌병대 5증대순창계장의진술{진
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5.25)， '광주•목포 �순천-전주 군산형무
소 재소자 회생사건 진실규명 및 볼능 결정서，)

22) 정기순의진술〈진실화해를위한파거사정리위원회(2010.5.25)，'광주�목포�순천
전주 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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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간 사람들은 광주시 북구 동림동 불갱이고개(산동교 인근)，담

양 인근 야산，지산동 골짜기，형무소 인근 농장 등지에서 시잘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Z3) 북한 인민군 측이 작성한 종군 기시에 따르면，총살 장소

는 광주시 광산군 극락변 불갱이고개를 비롯하여 광주 교외의 광산군

지산변 장고봉，석고면 도동 illH’대천연 한돗재，광주시 학동3구 밀양동

고개 등 5군데로 추정된다 24)

광주형무소 수감자의 처리 상황 ~l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구

체적으로 확인된다

광주 •전주 •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연맹 관계자 기타 피

겸자는 전국 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검사장과타협 직결 처분하고절도

기타 잡범은 기출옥 동 적당한 방법을 취할 사 각 경찰에유치중인 피겸자
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 25)

이 명령서는 헌병사령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호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4.3 관련자들에
대한 사살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3일 석방되

어 나온 강위옥은 3년 이상 수형자들은 다 죽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광주형무소 재소자 가운데 남원변 의귀리 출신 현아무개는 수장되었다

가 살아났다는 사실도 기억하였다 261

23) 광주형무소간수，20연대본부수송병，전남도경통신과직원퉁의진술(진실�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r광주�목포•순천 전주 군산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및 불능 결정서，.2010.5.25)

24) 호남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실태에대해서는신경득(2002)，r조선 종군설화로
본 민간인 학살"살럽터.165~186 쪽을 참고하였다

25) ，뼈향 A 民報 J，1950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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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 글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거의 디루어지지

않았던 행형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물이다 행형자료는 판결문 등 재판

관련 자료와 교도소의 수형자료 풍 각 검찰기관과 교정기곤F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말한다 특히 해 l:lJ.직후 일어났던 대표적인 대중투

쟁 사례인 9월 총파업，10월 사건，3' 1기념식 사건，2' 7사건，4'3 사건

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

지 못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 소장 1，670여 건의 4.3 관련 행형자료를 수집하

여 기초적으로 정리한 성과묻이다，우선 r4 .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주력하였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목포형무소에 이어 이번에

는 서대문 •마포 �광주형무소 복역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서대

문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4.3 관련 재소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탈욱수명부』를검토한 결과，전주형무소의 여성 수형인들이 서대

문형무소로 이송된 시질을 발견하였다 또한 '1949년 군법회의’에서사

형으로 언도된 4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마포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핑주형

무소 복역자의 실상도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4.3 관련자 15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행형자료를 중심으로 형무소 수형인 행방불명인의 실태를 파악한 글

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체적으로 개인 연구자의 진%와명에 한

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새로이 확보한 행형자료를 근거로 일부 희생자

26)강위옥(姜댐王，86세，제주시 월평동，당시 좌익단체원，2001.12.15채록)의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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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찾았다 치더라도 더 많은 수의 미확인 행불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현실의 l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이다

확인된 명단이 있올지라도 이들 유가족이 시신을 수숭한 사혜는 거의

없다 정확한 탈옥희생자 •피살자 영부의 확인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회생자의 시신 처리，무덩 및 묘역 조성 여부，묘적부 관리 여부，암매장

지 확인 둥 현지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암매장지 유해 발굴을 위해서도 이러한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향후 전국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총살된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충

실한 행형자료의 확보와 정리 �분석의 작업을 거쳐서 역사학적으로 규

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으로 파고 틀어가서 지역 주민들의 기억

을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유해 발굴 또한

주어진 상뺑 l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셰로 형무소 인근 암매장

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

진해 가야할 것이다

또한 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행불자의 경우 전국적인 행불자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행불자의 행방 추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올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새롭게 확인한 행불자

인명 목록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연결망올 더욱 확산시

켜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과체를 더 생산했다는 점에서

4.3 연구의 현실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아무쪼록 이 글이 향후

다른 형무소 재소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행방불명자 전체에 대한 추가적

인 진상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또한 4.3 행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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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본격적인 분석을 통한 4.3무장봉기의 지도부 빛 참여자에 대한

분석，당시 사회상에 대한 연구 동을 향후 과제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4.3 으로 인한 형무소 재소자 행방불명인 실태 조사는 한국현대사에서

행형자료를 활용한 시론에 볼과하며，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고하겠다



제주4’3사건 관련 행헝자호업!횡무소 재소자/박찬식 307

〈부록:4 ，3 행형자료 목록〉

口재판곤변 자료(판결문 및 각종 명부)

。제주지검 관련자료

1) 판곁문

- 1947년 판결원본(l\νF No. 22674，문서 No. 6393): 107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 22674，문서 No. 6394): 154명분

- 1946년 약식판결원본 (M!F No. 22683，문서 No‘6414)
- 1947년 약식판결원본 (l\1!F No. 22682，문서 No. 6412)
- 1949년 판결원본{M!F No. 22675，문서 No. 6396): 13명분

- 1948년 판결원본(M!F No‘22676，문서 No. 6397) ‘22명분

- 1949년 판결원본(M!F No. 22676，문서 No. 6398): 28명분

- 1949년 판결원본 (l\1/F No. 22676，문서 No. 6399) ‘20명분

- 1950년 판결원본(M!F No. 22677，문서 No. 6400): 19명분

- 1950년 판결원본(l\1/F No. 22677，문서 No. 6401) ‘2명분

- 1951년 판결원본(l\1!F No. 22677，문서 No. 6402): 15명분

- 1951년 판결원봉(l\1!F No. 22678，문서 No. 6402): 9명분

- 1954년 판결원본 (l\1!F No. 22677，문서 No. 6402): 13명분

- 1952년 판결원본(M!F No. 22679，문서 No. 6404): 13명분
- 1956년 판결원본 (I\1/F No. 22679，문서 No. 6405): 6명분

- 195:’년판결원본(M!F No. 22680，문서 No. 6406) ‘9명분

1955년 판결원본(!vνF No‘22681 ，문서 No‘6408) : 11명분

- 1957년 판결원본{MIF No. 22681，문서 No. 6409): 1명분

- 1959년 판결원본(l\1!F No. 22683，문서 No. 6413): 4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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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약식판결원본 (M/F No. 22684，문서 No. 6415)

1949년 약식판결원본 (M/F No. 22684，문서 No. 6416)

1950년 약식판결원본 (M/F No. 22684，문서 No. 6417)

1952년 약식판결원본 (1\ιIF No. 22684，문서 No. 6418)

2) 대장(명부)
- 1947년 수형인병부 (M/F No. 22704，문서 No. 6504)

1947-49 년 수형인명부 (M/F No. 22704，문서 No. 6505)

1950-53 년 수형인영부 (M/F No. 22704，문서 No. 6506)

← 1946년 형사사건부 (M/F No. 22691-22692 ，문서 No. 6433-6435)

1947년 형사사건부 (M/F No. 22692-22693 ，문서 No. 6436-6438)

1948년 형사사건부 (M/F No. 22693，문서 No. 6439-없42)

1949년 형사사건부 (M/F No. 22694，문서 No. 6443-6446)

- 1950년 형사사건부 (M/F No. 22694，문서 No. 6447 없48)

- 1949년 집행원부 (1\φIF No. 18096，문서 No. 17425)

1947년 집행원부 (M/F No. 18097，문서 No. 17427)
1948년 집행원부 (M/F No. 18097，문서 No. 17430)

1949년 집행원부 (M/F No. 18097，문서 No. 17433)

1950-51 년 집행원부 (1\ιIF No. 18098，문서 No. 17435)

- 1952-53 년 집행원부 (1\ιIF No. 18098，분서 No. 17439)

- 1936~59 년 공조사건부 (M/F No. 22700，문서 No. 6478)

1949-60 년 형사신청사건부 (M/F No. 22700，문서 No. 6479)

1947년 피의지잭인부 (M/F No. 22700，문서 No. 6483)

1948년 피의자색인부 (M/F No. 22700，문서 No. 6483)

1949년 피의자색인부 (M/F No. 22700，문서 No. 6483)

1950년 피의자색인부 (1\ιIF No. 22700，문서 No 없85)

- 1951년 피의자색인부 (1\ιIF No. 22700，문서 No 없86)

1948-49 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2，문서 No. 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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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1년 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2，문서 No. 6496)

1952~53년 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2，문서 No. 6497)

1954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3，문서 No. 6498)
1955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3，문서 No. 6499)

- 1956~57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3，문서 No. 6500)

1958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3，문서 No. 6501)
- 1959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22703，문서 No. 6502)

1948~49년 군법회의분 수형인병부 (M/F No. 22703，문서 NO.6503)

- 1931~48년 상소결과부 (M/F No. 1996-1015，문서 No. 77-6367)

← 1935~52년 형시신챙사건부 (M!F No. 1996-1015，문서 No. 77-6368)

1944~47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M!F No. 1996-1017，문서 No π
없83)

- 1942~47년 수형인명부 (M/F No. 1996← 1019，문서 No. 77-6390)

O 광주지검 관련자료

1) 판결문

1948년 판결원본 (M/F No. 13599，문서 No. 5522): 2명분

← 1948년 판결원본 (M/F No. 13600，문서 No. 5523): 5명분
- 1948년 판결원본 (M;띤 No. 13600，문서 No. 5524) : 40명분

← 1949년 판결원본 (M/F No. 13601，문서 No. 5525): 8명분

'1949년 판결원본 (M/F No. 13601，문서 No. 5526): 1병분
1949년 판결원본 (M/F No. 13602，문서 No. 5527): 5명분

O 대구고검 관련자료

1) 판결문

1950년 판결원본 (M/F No. 12980，문서 No. 2979，2980): 8명분
1951년 판결원본 (M/F No. 12980，문서 No. 2982，2983) : 3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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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교도소자료

1948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661，문서 NO.8989)

- 1950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661，문서 No.8990)

1950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661，문서 No. 8991)

- 1950~52 년 서울구치소 재소자인명부 (MIF No. 14661，문서 No

8994)

1948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674，문서 NO.9097)

- 1948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 (MIF No. 14674，문서 No. 9098)

1949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 (]Vl/F No. 14674，문서 No.9099)

1949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675，문서 NO.9099)

- 1950년 안양교도소 재소자인영부 (MIF No. 14675，문서 No. 9100)

1949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인명부 (MIF No. 14983，문서 No. 9144，

9145)

← 1950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인명부 (M!F No. 149:없，문서 NO.9146 ，

9147，9148)

1950년 부산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 (1\ιIF No. 14988，문서 No

9190)

1951년 부산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 (MIF No. 14988，문서 No

9191)

1948~54 년 옥포교도소 출소좌익수명부(목포교도소 소장자료)

- 1950~64 년 목포교도소 형집행정지자영부 (MIF No. 15261，문서 No

9544)

- 1950~59 년 목포교도소 좌익수종결신분장보존부 (MIF No. 15261，
문서 No. 9546)

- 1950~73 년 목포교도소 묘적부 (MIF No. 15261，문서 No. 9547)

- 1929~56 년 부산교도소 마산지소 묘적부 (M!F No. 152얘，문서 No

9571)

1951년 안동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 (MIF No. 15닮4，문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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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9)

- 1950년 부산교도소 만기력부 (M!F No. 84-1441，문서 NO.84-442)

- 1951년 부산교도소 반기력부 (M!F No. 84-1441，문서 NO.84-443)

← 1948~50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 (1\ιl' No. 85-0422，문서 No. 1473)

1949~50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 (M;F No. 85-0422，문서 No. 1474)

1950~51년 부산교도소 교정통계 αß/F No. 85-0422，문서 NO.1475)

1950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 (M;F No. 85← 0496，문서 No. 84-
168])

1951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 (M기F No. 85-0496，문서 NO.84
1682)

1952년 마산교도소 사망자대장 (M;F No‘85← 0496，문서 NO.84
1683)

1946~51년 대구교도소 형집행정지인명부 (M;F No. 85-0584，문서
No. 84-1843)

1950~70년 안동교도소 출소좌익수명단 (M;F No. 85-0614，문서
No 없-1936)

- 1950~51년 안동교도소 종결신분장보존부 (M;F No. 85-0614-1，문

서 No. 84-1964)

1945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 (M!F No‘85-3022，문서 No
964)

1946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 (M!F No 않 3022，문서 No
965)

1947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 (M!F No. 85-3022，문서 No
966)

1949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얼표 (M!F No. 85-3022，문서 No.

967)

1950년 부산교도소 재소자연원일표 (M!F No. 85-3022，문서 No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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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부산교도소 묘적및합장부 (M/F No. 85-0430，문서 NO.84

1511)
- 1951년 부산교도소 형집행정지자명부 (M/F No. 85-0431，문서 No

84-1513)

1951~53년 부산교도소 형집행정지자병부 (M/F No. 85-0431，문서

No. 84-1514)

1949~51년 안양교도소 수용자신분카드 (No. BA0201989，0202004

~0202023)

1951~57년 마산교도소 수용자신분장 No. BA0398878~0556086)

- 6.25 당시 탈옥수영부(서울형무소 •마포형무소 �목포형무소)，법

무부검찰과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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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필월]

The execution materials related with ]eju 4 . 3 Incident

and prison inmates

- Focusingon prisons of Seodaemun，Mapo때d Kwangju-

Park. Chan-8ik*

This article studied the modem history after Korea’s liberation
through the execution materials that was not addressed until now
rarely been investigated. The execution materials are records of the
wide selection made from prosecution and the jaiL Special1y，these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s of the pop띠ar struggles which
happen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se data were not applied until now almost
This writing anaJyzed execution materials contents which relate

with 4 . 3 events. First of al1，! investigated the jaillost people who are
not described in the report of the govemment. ! investigated lost people
of Mokpo jail from former research ，continued and to this time
researched the lost people of Seodaemun，Mapo and Kwangju jail
About mobile of the jail and prison break voluntary whereabouts etc
the facts which are various were verified
!n future the investigation about the jail lost people were not

confirmed in this time is necess따y. Also with judgment paper data，the
research of concrete facts about popular struggles ，at that time aspect
of society，and anaJysis about combativ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layer are expected.

* Fellow，!nstitute 01Peace，J이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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