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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사 이래 최대의 참극인 제주4 ․ 3사건을 경험한 세대들이 거의 사라지

고 있다. 반면에 제주4 ․ 3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해방 공간의 혼란기에 미 ․소의 갈등과 좌우익의 

충돌로 빚어진 제주4 ․ 3사건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라

고 본다. 특히 아직도 역사적 정통성을 다투는 적대적 체제와 장기적으로 대치하

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필 때, 제주4 ․ 3사건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적을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여기서는 1947년 3 ․ 1절 당시 

남로당제주도당의 각종 지령서를 통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후세들에게 

남로당제주도당사(南勞黨濟州島黨史)를 정확히 전달하여 정신적 이념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 글을 썼다. 특히 제주4 ․ 3사건 배경으로 거론되는 

3 ․ 1운동기념투쟁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남로당제주도당의 지령서 

분석을 통해 그들의 노선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

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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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주항쟁 창간호(제주4 ․ 3연구소, 실천문

학사, 1991)에 게재된 지령서 16건(3 ․ 1 발포사건 이전 6건, 이후 10건), 전단 

2건, 정보 1건과 기타 3 ․ 1운동기념제주읍인민대회 결정서 1건, 3 ․ 1기념행사의 

진상 보고 1건 등이다. 여기서 필자는 위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령서를 먼저 

날짜 순서대로 제시하고, 지령서의 주요 내용을 추린 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을 추가 소개함으로써 3 ․ 1운동기념투쟁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여기에 쓰인 행정단위나 학교 명칭은 당시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본문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남로당

중앙위원회, 남로당전라남도위원회, 남로당제주도위원회 등은 남로당중앙당, 남

로당전남도당, 남로당제주도당으로 기술하였다. 남로당제주도당은 1946년 8월 

1일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된 후에도 남로당전남도당의 지시를 받았다.

끝으로 이 책에 인용한 남로당제주도당의 지령서를 발굴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성윤 교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제주항쟁 창간호에 수록한 제주4

․ 3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는 제주4 ․ 3사건과 관련하여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 

1995.8.15)와 비견되는 매우 귀중한 남로당 측 사료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남로당 강령과 3 ‧ 1기념투쟁위원회의 무허가 집회 폭동시위 강행사건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며,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필자의 글에 대하여 학문적 질정

(叱正)을 주신다면 겸허히 배우고자 한다. 

2014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제주시 우거에서 김 영 중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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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의 혼란기에 미 ‧소 및 남북의 대결과 좌우익의 충돌로 빚어진 제주 

4 ‧ 3사건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1947년 남로당제주도당의 행적을 16건의 

지령서를 통해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소개함으로써 3 ‧ 1운동기념

투쟁에 대한 전체 맥락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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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는 3 ‧ 1운동 기념일이었다.

남로당은 3 ‧ 1운동 기념식을 통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여 미군정을 압박하고, 

80여 일 후에 개최되는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전국적인 고도의 정치투쟁을 기획하였다.

이는 3 ‧ 1운동 기념식이라는 명분으로 군중동원이 쉬운 점을 이용하여 이 

기회를 선전선동과 당세 확장을 하기에 둘도 없는 호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47년 5월 21일 개최키로 된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여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로당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한국을 5년간 신탁통치할 것과 앞으로 

구성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그러나 소련은 미 ‧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지령하여, 1946년 2월 8일 북한의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다. 3월 5일에는 토지개

혁법령을 공포하여 3월 중에 시행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우리보다 2년 

반이나 앞서 사실상 정부를 출범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0일부터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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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거듭하였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5월 6일 결렬되고 말았다.

결렬 이유는 간단했다. 소련이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에 찬성한 

세력(좌파)만을 협의 대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만이 앞으로 구성될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여 반탁(우익)세력을 완전 배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구 2/3가 거주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원칙’을 내세워 

반탁세력도 협의 대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 ‧소 양국의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을 살펴보면 소련은 한반도에 자기

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전략이었고, 미국 또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여기서 또 소련은 1947년 2월 20일 북한의 ‘확실한 정부’(단정單政)인 ‘북조선인

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이 또한 미 ‧소공동위원회

에서 협의 결정한다는 합의를 소련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조치였다.

이런 가운데 미 ‧소는 어렵게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를 열기

로 합의하게 된다.

이에 남로당은 남로당과 그 예하 전위조직을 총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반탁세

력이 소수임을 미 ‧소공동위원회에 각인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제28주

년 3 ‧ 1운동 기념일을 이용하기로 한다. 1947년 3 ‧ 1절은 5월 21일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 개최를 80여 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남로당은 

전국적 3 ‧ 1기념투쟁 지령을 하달했고 제주도당도 이를 받아 3 ‧ 1기념투쟁을 

착착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제28회 3 ‧ 1운동 기념식장은 순수한 기념식

장이 아니라 남로당 선전선동의 장이요, 당원배가운동의 장이요, 정치투쟁의 

장이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은 역사적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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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경축일인 3 ‧ 1절 기념식에서 경찰이 무조건 발포하여 많은 사람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4 ‧ 3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4 ‧ 3을 민중항쟁이라

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며, 또 일부는 실제로 이를 계속 주장하고 교육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 지령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 보임으로서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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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후 1947년 3월 이전의 

한반도 정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8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

다. 그것에 대해 소련군은 신속했고 미군은 한참 늦었으며 제주도는 더욱 늦었

다.1)

가. 스탈린의 극비 지령

소련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조선에서 민주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블록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정권을 창설하라’는 극비 지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최소한 소련 점령지에서만이라도 소련의 국가 이익을 지킬 인물로 

구성된 정부 수립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선제로 수립 실천했다. 해방되고 

35일 만에 재빠르게 내린 지령이었다.

1) 8월 9일 소련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어놓은 뒤...... 8월 26일 평양 철도호텔에 북조선주둔소련군사령부를 
개설했다.(『북한의 역사』 1권 632~634쪽, 김학준, 2008.6.10. 서울대출판부)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인천에 도착 9일 서울에 입경,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제주도에는 9월 26일 무장해제팀이, 
9월 28일에는 항복접수팀이 도착했으며, 제주도군정은 11월 9일 제59군정중대가 상륙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64,66,80쪽, 2003.12.15.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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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스크바3상회의

1945년 12월 16~26일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 3국 외상이 회담하여 한반도를 

최장 5년간 신탁통치하고 임시정부 구성과 지원을 위해 미 ‧소공동위원회를 구성

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이 12월 28일 국내에 전파되자 좌우익 모두 신탁통치 

결사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 2일 (제주도는 1월 16일2)) 소련

의 지시를 받은 좌익은 돌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신탁통치 찬성으로 급선회하였

다. 박헌영이 평양에 소환되어 갔다온 후 찬탁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때부터 

좌우익간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다. 미 ‧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로 구성된 미 ‧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1월 16일~2월 

5일까지 예비회담을 거쳐 1946년 3월 20일~5월 6일까지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소련군정의 허가를 받은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사실상 북한 단정인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라는 김일성 정권을 출범시켰다. 우리보다 2년 6개월이나 먼저 

북한이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2) 1946.1.15. 제주읍을 비롯한 각 면에서 반탁군중대회를 열었고 또 반탁 시위도 결행했다. (『제주도인민
둘의 4·3무장투쟁사』 27쪽, 김봉현·김민주, 문우사, 1963.12.15.) 제주도인민위원회는 1946년 중반
까지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제주읍에서는 2만 명의 인파가 모여 '신탁통치 절대반대'라는 
슬로건으로 시위하였다. (『4.3과 제주역사』 216쪽, 박찬식, 각,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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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3월 5일에는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개인의 사유토지를 

무상 몰수하는 조치)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여 3월 중 시행 완료하였다.

이때는 3월 20일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 개최를 보름 앞둔 시점으로, 한반도 

문제는 미 ‧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을 소련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조치였다. 소련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 남조선노동당 출범

소련과 북한은 대(對)미군정의 전열 정비를 위하여, 소련 연해주 군관구 정치담

당부사령관 테렌티 포미치 스티코프3)의 지시에 따라, 1946년 11월 23일 조선공산

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 3당이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고 

위원장은 허헌, 부위원장은 박헌영이 되었다.

박헌영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스티코프에 의해 

남로당에 대한 모든 지시는 박헌영이 한다는 실질적 권한을 명령받아 행동했다. 

따라서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을 그대로 승계한 정당으로서 조선공산당의 별명에 

불과한 정당이었다.

※ 스티코프 비망록 1946년 10월 22일 자에, 평양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

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3) 스티코프(1907~1964, Terenti Fomitch Stykov, 소련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 동 정치담당 
부사령관, 북조선주재소련대사, 미 ‧소공동위원회 소련 측 대표로서 스탈린을 대신하여 북한 정권 수립
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심지어 그는 김일성의 연설문을 수정할 정도였다.
스티코프 비망록은 쉬띄꼬프 일기로 2004년 12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였고, 1996년 
5월 6일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에도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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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출범 

북한 김일성은 스티코프의 지령에 따라 1947년 2월 20일 북조선인민회의(북조

선인민정권의 최고기관=입법권)와 북조선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정권의 최고집

행기관)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확실한 북한 단독정부로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도 

우리보다 1년 6개월이나 먼저 단독정권을 출범시킨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제주도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나, 확실한 정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

선인민위원회에 대한 선단정(先單政)을 은폐 묵인했고 열렬하게 지지 찬양 추종

하였다. 남로당은 각종 선전선동에서 남한 단정을 반통일적 행위로 맹비난하였지

만 북한의 선단정에 대해서는 비판은 고사하고 찬양 일색이었고 추종을 강조하였

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로당과 북한노선이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47년 3월 1일이 가까워질수록 신탁통치 문제와 5월 

21일 재개되는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 개최 문제를 놓고 좌우익간에 심각한 

갈등이 조성되고, 항간에는 좌익에 의한 ‘3월 폭동설’이 유포되는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민심은 매우 불안하였다.

사. Archer L. Lerch 미군정장관의 공개장 발표

Archer L. Lerch 미군정장관은 공보부를 통해 ‘3 ‧ 1절을 맞이하여 조선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공개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 세계 각국은 조선의 찬란한 긴 역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또 

일본압제하의 장기간 및 일본패배 후의 재건기간 중 조선인의 인내심과 애국심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폭동과 무질서상태에 있던 수주일간은 세계 각 국민에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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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로당의 수주일간 폭동과 무질서 상태를 매우 우려하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이며 폭동에 가담하지 말라는 엄중 경고이다.

이런 가운데 남로당제주도당에서는 제28주년 3 ‧ 1절을 앞두고 남로당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3 ‧ 1운동기념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예하에 지령하여 강력하고 불법

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여기서 남로당제주도당의 3 ‧ 1운동기념투쟁에 대한 각종 지령서를 통하여 그 

진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4)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18~19쪽.

못한 반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 중장은 방금 미국에 체재 중인데, 만약 조선에 

무질서한 상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조선인의 자치에 

대한 무책임 및 무능력의 일(一) 증좌 및 강력한 정부의 중대한 초석이 될 법률과 

질서 있는 행동의 원칙의 포기로 생각시키게 되므로 하지 중장의 활동에 큰 지장이 

될 것이다.

조선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불통일, 불평 및 내부분쟁 상태에서 번성하는 이러한 

분자의 좋지 못한 언사(言辭)를 주의해야 되며, 폭동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조선의 

적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그들과 함께 참가할 것을 여러분에게 청할 것이다. 조선인 

애국자 여러분은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분자를 주의하여야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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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7년 3 ‧ 1절 전후 

남로당제주도당의 각종 지령서 분석

  

가. 제1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차 지령서5)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 (1947년 2월 16일 자)6)

5) 남로당제주도당이 예하에 하달한 지령서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 대상은 지금까지 확인된 
지령서에 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차 지령서라는 차수(次數)는 기술(記述) 편의상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졸저 내가 보는 제주4 ‧ 3사건과 제주4 ‧ 3사건 문과 답』초판에 나온 
차수(次數)와도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6)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61~164쪽.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

1. 각 읍 ‧면에서는 인위(※인민위원회), 민청(※조선민주청년동맹), 부동(조선부녀총

동맹), 기타 각종 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 ‧ 1기념준비위원회를 즉시 조직할 것. 

준비위원회는 동원부, 선전선동부, 준비부를 둘 것. 각 부락 및 각 직장에서도 

이에 준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대표로 조직할 

것.

2. 24일까지 3 ‧ 1운동의 원인, 경과, 의의, 결과를 10월인민항쟁 (주: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의 방향에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의 선전선동사업 및 동원예상을 반드시 

각 읍 ‧면 준비위원회에 보고케 하고, 즉시 각 준비위원회에서는 도 준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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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를 할 것.

3.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읍 ‧면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 ‧ 1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반 및 직장단위로 동원 조직하여 지휘자 및 자위대(2~3인)를 

선정하여 부락준비위원회에 보고할 것.

4.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부락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5. 각 읍 ‧면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각 부락 준비위원회는 동원된 

전원을 시위적 행렬로 집합할 것. 단체기 및 표기기(標記旗) 특히 인위기(人委旗)

를 들 것.

6. 당일 식장에서의 아지프로(선전선동)는 1인 5분 이내로 하여 대중에게 지루한 

감을 주지 말 것.

7. 아지프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바람의 방향, 지세(地勢), 

동원된 인원수 등을 과학적으로 잘 참작할 것.

8. 이 앙양된 인민의 기세를 살려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위(農委), 민청, 부동(婦同), 노조, 기타 독서회, 연구회, 문화서클 등의 

조직 강화를 도모할 것.

9. 당의 각급 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비판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

10. 선전선동 및 해설사업의 재료는 조선근대혁명사 말단의 3 ‧ 1 운동에 관한 

문헌과 해방 12호의 기재와 기타 문헌에 의하여 취할 것.

11. 선전에 사용한 출판물은 각종 전부를 2부씩 수집하여 보낼 것.

출판문서 집회 선전사업에 종사한 인원 당일 동원수

내용 수 성질 수
참가

인원수
성질 인수 연일수 부락 및 직장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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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보내는 문서에 번호를 박아 그 번호를 쓸 것. 집회 성질은 반 ‧
직장 ‧부락별 등, 선전원 성질은 삐라 전단에 종사한 것 또는 선전원 당일 

선동원 등.

12. 표어

 
일반

민주주의적 애국투사를 즉시 석방하라!

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일제적(日帝的) 통치기구를 분쇄하자!

단일 누진세 즉시 실천!

입법의원을 타도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분자의 근멸!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인민경제를 파괴하는 모리배의 철저한 소탕!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 ‧신앙의 절대 자유!

식량문제 해결은 인민의 손으로!

 
노동자

진보적 노동법령 즉시 실시!

노동자 및 일반 봉급생활자에게 1인 4홉 쌀을 배급하라!

의류 기타 생활필수품을 배급하라!

해고 절대 반대!

봉급자의 생활 보장하라!

공장 직장위원회를 조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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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지령서 분석 

1947년 2월 16일 자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은 1947년 3 ‧ 1운동기념투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지령서 중 첫 번째 지령서다.

내용 구성은 각 읍 ‧면 ‧리 및 각 기관 ‧단체 ‧학교, 산하 전위조직에 3 ‧

농민

토지문제의 인민적 해결!

토지는 일하는 농민에게!

강제공출 절대 반대!

비료배급을 농민이 감시하라!

일제(日帝)적 농회를 분쇄하라!

  
청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학원의 민주화!

교육 기회의 균등!

전재민과 실업자에게 쌀과 옷을 주라!

근로인민은 남조선노동당의 깃발 아래로!

  
부인

남녀평등법령 즉시 실시!

국가 부담에 의한 태모(胎母)와 유아의 보호!

국가 부담에 의한 산전 산후 12개월 이상의 절대 보호!

부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봉건적 유습의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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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하며, 군중 동원과 이들에 대한 선전선동 방법, 

준비사항, 보고사항 등 11개 항을 지령하고, 기념식이나 시위 때 사용할 표어 

33개를, 일반, 노동자, 농민, 청년, 부인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신상준 박사는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분석

했다.7) 

남로당은 단순히 3 ‧ 1절을 기념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한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질서를 파괴하고 미군정

권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가) 3 ‧ 1절기념준비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산하의 인민위원

회,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 등 좌익단체 대표자로 조직

하도록 하고 있다.

(나) 3 ‧ 1운동기념투쟁을 1946년 10월인민항쟁(주:대구폭동)과 현 정세

에 결부시켜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에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

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임시정부는 인민민주

주의 임시정부 즉 공산주의임시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대중집회를 하고 농민위원회, 민주청년동

맹, 부녀동맹, 노동조합, 기타 독서회, 연구회, 문화서클 등의 좌익단

체 조직강화를 도모하라고 하고 있다.

(라) 선전선동 및 해설사업의 자료는 좌익계의 선전문헌인 조선근대혁

명사와 해방에서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마) 표어에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정권의 인민위원회로의 이양, 인민항쟁 

7)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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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석방, 박헌영 체포령 철회, 입법의원 타도, 삼상회의 결정 

지지, 남조선노동당의 깃발 아래로의 인민의 집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소련과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① 지령서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고 투쟁이라는 점 

② 남로당이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태극기가 아닌 ‘인민위원회기’를 들고 나오도

록 했고 

③ 단순 참가가 아니라 ‘시위행렬로 집합,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집결’하도록 

한 점 

④ 동원 인원과 지휘자 및 선전선동에 활용한 문건을 보고하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획단계부터 순수한 기념식이 아니라 남로당의 목적 관철을 

위한 거리시위 및 정치투쟁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령서 상에 나타난 표어들을 살펴봐도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여기서는 표어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 이 표어는 앞으로 제시할 여러 지령서에 반복하여 강조되는 구호이지만, 

이는 남로당제주도당이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라 1946년 12월 12일 스티코

프8)가 지시한 ‘권력은 ........ 인민의 창의에 의해 창출된 권력기구인 인민위

원회로 이양되어야 한다’9)는 요구를 미군정에 하도록 지령한 데 따른 것이다. 

8) 스티코프에 대한 북한 주재 소련민정청장이었던 레베데프의 회고에 의하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 이루어
진 일들 가운데 스티코프가 관여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자이다.

9)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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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 스티코프는 1946년 9월 26일 자 비망록에서 ‘정부수립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한 반동분자들의 책임이다. 이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정부는 이미 수립되었을 것이다’10)라고 말했다. 삼상회의

에서 결정된 내용은 바로 신탁통치이고, 이의 즉시 실천을 강조한 것은 

소련의 지령이 남로당 계선조직을 통하여 제주도당에 직선으로 하달된 

것이다.

  

(3)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 

- 3 ‧ 1운동기념투쟁제주도위원회 (3 ‧ 1절기념준비위원회) 조직11)

위의 제1차 지령서가 하달된 다음 날인 2월 17일 남로당제주도당은 제주읍 

일도리 김두훈 가에서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 학교, 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인사 다수와 3 ‧ 1운동기념투쟁제주도위원회12)를 조직했

다. 위원장에 안세훈, 부위원장에 현경호, 오창흔 등 2명을 추대하고 총무부, 

재무부, 재정부, 선전선동부를 설치했으며 위원 28명을 선정하는 등 3 ‧ 1기념투쟁

준비를 하였다. 

이틀 후, 2월 19일 전기 김두훈 가에 3 ‧ 1운동기념투쟁제주도위원회 위원 25명

가량이 다시 집합하여 3 ‧ 1절 당일 군중의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10)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18쪽.

11)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81쪽.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
소, 2002.3.), 20쪽.

12) ‘3 ‧ 1운동기념투쟁제주도위원회(사건)’ 라는 용어는 제주경찰사에서 인용하였는데, 여기서도 ‘3 ‧
1기념투쟁제주도위원회’ 라는 용어도 있다. 신상준의 제주도4 ‧ 3사건 하권에는 ‘3 ‧ 1절기념준비
위원회’, 정부 보고서인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3 ‧ 1기념준비위’와 제주신보 기사 제목 
‘3 ‧ 1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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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목표로 긴급동의로 선동책(煽動策)과 일대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13)하

였다. 수뇌부에서 결정한 3 ‧ 1투쟁 목적이 바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 일대(一

大) 시위 감행이었다.

경찰도 이러한 남로당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파악하자 초긴장 상태로 돌입하

여 기마경찰을 집결시키고 응원경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2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2차 지령서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서한’ (1947년 2월 20일 )14)

13)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81쪽.

14)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64~169쪽.

15) 야체이카는 공산당의 비밀운동 조직의 기초 단위로 지역, 직장, 기관, 단체에 부식된다. ‘세포’라고도 
한다.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각�가두�농촌�야체이카15)�귀중

1947년� 2월� 20일

3 ‧ 1운동기념투쟁 방법

이 방법에 의하여 실천은 먼저 전달한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에 어그러지지 말도록 

할 것.

1) 부락회의를 가져 3 ‧ 1운동의 기념의의를 어느 당원이라도 미조직 대중에게 이해하

기 쉽도록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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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락 내의 불평불만 혹은 여론을 탐구하여 그것을 3 ‧ 1기념과 결부시킬 수 있는 

‘슬로건’을 결정할 것.

3) 역량관계를 잘 고려하여 선전조직 공작방법을 결정할 것. 예를 들면 역량 많은 

때는 부락 전체회의를 갖게 하여 합법적으로 당당 토의 결정할 것. 시위 합법성 

전취(戰取)의 목표로 지향시키되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너무 과격한, 급속한 제안을 

말고 끊임없는 꾸준한 투쟁을 할 것. 각 원(員)은 활동책임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매일 보고할 것.

문서전(文書戰)도 독자적으로 하되 방침과 어그러지지 말도록 할 것. 재정문제는 

오현중학교 생도들의 ‘양과자 반대투쟁’에도 학생 중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였으니 

오직 열과 성만 있으면 될 것이다.

4) 2월 27일 전에 각 부락에서는 기념투쟁에 참가할 것을 전원이 결의케 하고 3

‧ 1기념 도 ‧읍 ‧면 준비위원회에 참가신청케 할 것.

5) 부락대회가 성립되면 항구적인 조직체 - 농민위원회 등 그 명칭에 구애하지 말고 

농민문제, 부락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져서 위원을 선거하

여 관계사업의 관리에 참가할 권한을 얻으며 생활문제 해결방법을 강구케 하고 

경제투쟁조직인 방향으로 나갈 것 (이 조직체는 직접 가져도 좋고, 또 형편에 

의하여 우선 준비위원을 가져도 무방)

6) 도 ‧읍 ‧면 준비위원회에서 지시대로 쫓되, 만일에 행사 및 시위행렬을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이므로 각 세포에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대표를 선정하여 저놈들의 주목을 끌지 않게 

할지어다.(24일까지 완료)

7) 동원과 행렬은 준비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될 것이로되 당으로서는 독자적 방침이 

있으며 그 방침은 특별대표자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8) 3월 1일 밤 이후에는 각 부락에서 3 ‧ 1행사에 대한 여론을 종합하고 잘되고 못된 

것을 비판(당원 외와 당내를 구별)하여 보고하며 동시에 그때 동원된 분자를 전부 

대중조직에로 조직 혹은 가입시키고 정도에 따라 입당 수속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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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기념 해설 사업의 요령

1919년 3월 1일에 전조선인민이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고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반 년 동안 계속하였다. 작년 9월 철도파업으로 시작된 전산업의 대파업, 대구인민항

쟁으로 시작된 남조선에 일어난 대인민항쟁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 1운동과 

10월인민항쟁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경제적 사정

3 ‧ 1운동 당시

(1) 공업 기타 산업을 일본제국주의가 전부 장악하려는 회사령으로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은 억류당하였다.

(2) 봉건지주의 착취는 보장하고 무지한 농민의 토지를 강탈하여 동척에 넘겨주는 

토지조사사업(대정 원년으로 시작 5년간 2,002만 원의 자금을 던져 행한 토지측

량)을 감행하였다.

(3) 일본의 상품시장화, 원료 ‧식량 공급지화, 도시 수공업자 ‧농민을 고리대금 

쇠사슬에 묶는 강제집행방법 등을 썼다.

 
10월 인민항쟁 당시

(1) 일본이 수탈해놓은 공업 기타 산업기관을 미군정은 적산관리 명목 하에 친일파, 

친미파, 악질 모리배에게 넘겨주어 산업회복을 지연시켜 민족적 산업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농민의 소유인 동척 토지는 신한공사에 넘겨 일제의 착취형태를 계속 시키고 

토지문제를 해결 못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일제 이상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3) 민주의원과 미국과의 크레디트 기타 방법으로 미국 잉여군수품을 강제 수입시켜 

미국의 상품시장화되고 인플레로 인하여 노동인민대중의 소유는 친일파, 친미

파, 악질 모리배, 탐관오리의 수중에로 수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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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사정

 
3 ‧ 1운동 당시

(1) 사내장곡천(寺內張谷川) 총독의 총검정치로 거대한 주둔군, 헌병, 행정, 사법, 

교육자까지 대검(帶劍)하고 사무 집행하여 반항하면 당장에 발검참두(拔劍斬

頭)의 태세를 취하였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않고 일본의 법률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칼과 총을 받으라고 선언하였다.

(3) 문화 ‧사회 정책에 있어서 중등 ‧고등교육은 두절되고 왜놈은 ‘바감상’ 우리는 

‘예보’라는 민족적 모욕을 감행하여서 노예시 하였던 것이다.

 
10월인민항쟁 당시

(1) 하지 중장이 포고 제2호 법령을 악용, 법령 72호 기타로써 8 ‧ 15 이후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고 조선독립을 완수하려는 인민위원회 및 기타 민주주의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조선의 민주주의자는 거의 전부 투옥 되었으며 쌀 요구에는 

탄환으로 응하였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파업 ‧시위의 자유는 일제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친일파, 친파쇼분자의 태도를 조장하여 살인 강도적 행위를 묵인하였음.

(3) 국대안(國大案) 기타 검찰 00를 실시하여 미국 00 자본가의 노예화를 감행하려고 

미군인의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적 행위(미군0의 강간 등)에도 0당한 처단을 

내리지 않고 00 특히 일제의 최후 발악정책인 미곡공출, 생활필수품 통제는 

계속하여 전인민의 생활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제는 “죽을 것이냐, 

싸울 것이냐”의 두 갈래 길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③ 경과 및 결과

 
3 ‧ 1운동 당시

(1) 서울에서는 시위운동에 전후 27만 명이 동원되고 전국 218군 중 211군이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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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총인원 136만 3,978명, 현장 총살자 6,670명, 피상자 만4,610면, 피검자 

5만 2,770명의 결과를 보았고 자유와 독립은 찾지 못하였다.

(2) 제등(齊藤) 총독이 소위 문화정치를 한다는 구호를 내던져 오늘의 친일파를 

자기의 앞잡이로 만드는 수작을 하고 우리 인민은 여전히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10월 인민항쟁 당시

(1) 8 ‧ 15 1주년 기념 시위행렬 참가 인원수는 서울 30만, 광주 78만, 기타 미상, 

화순사건 피살 3명, 피상자 200명, 광주형무소사건, 전주 파업, 인천, 개성, 

영등포, 김제, 삼례, 하의도, 해남, 통영, 여수, 순천, 보성, 대전, 대구, 목포, 

나주, 완도 등등 그 동원수에 있어서 수백만 명으로 추측되어 희생에 있어서도 

피살과 교수형, 영남사건 16명을 비롯하여 검거, 투옥된 자는 3 ‧ 1사건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2) 그 결과로 미군정에서는 탄압정책을 연화(軟化)하여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취하

여 지방장관 선거(법령 126호) 등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일파의 무능을 깨달은 미군정이 우리 민주 진영의 분열

‧혼란을 꾀하고 인민대중을 기만하려는 회유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④ 교훈

 
3 ‧ 1운동 당시

(1) 제1차대전 중 일본은 부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는 겨우 소련 일국이 

탄생 즉시이므로 우리 식민지 독립운동이 원조를 받지 못한 것.

(2) 운동을 지도할 전위당이 없고 노동계급이 구성되지 못하고 민족자본가 종교가 

등이 지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타협주의적이었다는 것. 특히 이승만, 서재필 

등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과신하고 왜래 세력에 의뢰하려는 사대주의적으로 

지도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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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인민항쟁 당시

(1) 제2차대전이 끝난 오늘에 소련이 최대강국이 되었고 구라파 각국에서의 민주주

의 승리, 아시아 기타에서의 식민지 독립운동의 승리적 발전, 미국의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에 대한 영국의 반감, 미국 민주주의세력의 대두, 특히 

삼상회의 결정 등은 조선의 민주주의적 독립의 보장이다.

(2)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구성되고 조선공산당(오늘의 남로당)의 지도 밑에 농민 

및 전근로인민을 영도하였다는 것.

(3) 북조선에 있어서의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은 조선 완전독립의 근거지로 

된 것.

(4) 이승만, 김구가 영도하는 반동배와 미군정과 타협하는 불순한 기회주의자들이 

반역적 행위로써 이 인민투쟁을 분열, 방해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못하였던 

것이다.

3 ‧ 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

 
① 인민항쟁의 계속으로서 3 ‧ 1기념을 하자

우리들은 3 ‧ 1운동과 인민항쟁을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과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농촌, 직장을 막론하고 근로인민의 생활확보를 위하여 단결투쟁할 것.

(2)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만이 조선의 완전독립을 실현할 것이며 그 결정의 

구체화는 곧 미 ‧소공동위원회의 속개이며 그 성공은 오직 민전에서 발표한 

지방선거규칙을 실행함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3) 우리들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미군정과 타협하여 우리 민주 진영을 분열, 파괴,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인민투쟁의 피투성이 속에서 나온 남조선

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또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회색분자들을 소탕하며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

히 숙청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4) 우리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파업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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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지령서 분석

1947년 2월 20일 자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서한’은 3 ‧ 1운동기념투쟁과 

관련된 제2차 지령서이다.

내용은 크게 3 ‧ 1운동기념투쟁 방법 8개 항과, 3 ‧ 1기념 해설사업의 요령, 3

‧ 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 표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과 의미는 아래와 같다.

(가) ‘만일에 행사 및 시위행렬을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

 ☞ 이것은 3 ‧ 1운동기념투쟁 방법의 하나로, 미군정이 집회 시위를 막든 말든 

강행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제1차 지령서인 3 ‧ 1운동기념투쟁 방침에서 

이미 참가자들은 시위행렬로 집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라는 지령

과 맞닿아 있으며, 불법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미군정 당국의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시위를 방관할 수 없는 당국과의 충돌은 

투쟁할 것 - 그것은 북조선과 같은 민주과업을 실시(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함에 있음.

 
② 표어

(1) 표어(슬로건)는 이미 배부된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 말단에 씌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지방, 부락 혹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택하여 채용할 것.

(2) 위의 것 외에 그 지방, 부락 혹은 직장 독자적으로 만들어도 되나 본 투쟁목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절대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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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법시위를 감행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

일까? 그들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이 지령은 후에 최악의 발포사건으로 

비화하게 된다.16)

(나) 3 ‧ 1행사에 ‘동원된 분자를 전부 대중조직에로 조직 혹은 가입시키고 

정도에 따라 입당 수속을 할 것.’ 

 ☞ 이는 당시 당원 배가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방 당시 100명 미만이었던 

당원이 이때 1,000~3,000명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3 ‧ 1기념식장이 바로 남로당 당원모집장이었던 것이었다.

이는 2월 19일 제주시 일도리 김두훈 가에 3 ‧ 1절기념준비위원회 위원 

25명가량이 집합하여 3 ‧ 1절 당일 군중의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을 목표로 투쟁하자는 긴급동의로 선동책(煽動策)과 일대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다) 이 지령서에는 1919년 3 ‧ 1운동과 1946년 10월인민항쟁17)을 시대적, 경제

적, 정치적으로 대비(對比)하여 분석하고, 제2차대전 후 소련이 최대강국

이 되었다고 소련을 찬양하고, 유럽 각국에서의 민주주의(공산주의)가 

승리하였고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 독립운동의 승리적 발전(공산

화)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동구권 및 아시아권 공산화를 지지하고 있다.

(라) ‘삼상회의 결정 등은 조선의 민주주의적 독립의 보장이다.’

 ☞ 이것은 대중들에게 이런 내용을 해설하고 선전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이는 신탁통치 찬성만이 조선의 민주주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주장이고 

‘북조선에 있어서의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은 조선 완전 독립의 

16) 자세한 내용은 62쪽~63쪽 참고

17) 대구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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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지로 된 것’이라고 소련의 찬탁지령은 물론 김일성의 ‘민주기지론’과 

맥을 같이 한다.

(마) ‘남조선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또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회색분자들을 소탕하며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는 3 ‧ 1투쟁 목표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우익 반동을 철저히 숙청하는 

데 있음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며 우리의 승리를 기대한다는 말은 즉 남로당

의 승리, 공산주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지령은 3 ‧ 1발포사건 8일 전, 최초 응원경찰 내도 3일 전, 고문치사 

사건 1년 보름 전, 서청 내도 한 참 전에 내린 남로당 지령으로서 13개월 

후 제주도 땅에 피바람을 몰고 온 4 ‧ 3의 예고였다.

     ‘3 ‧ 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에서 제시된 남로당제주도당의 주장들의 연원

을 따져보면 1946년 12월 12일 스티코프가 박헌영에게 지시한 “‘애국자’라

는 명칭의 비합법적인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파괴활동과 삐라를 통한 선동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18)는 지령문에서도 나타나 있다.

(바) ‘3 ‧ 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 및 3 ‧ 1운동 기념투쟁 방법은 그의 제목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3 ‧ 1절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실력방침이 아니라 

동 기념행사를 10월인민항쟁19)의 연속투쟁으로서 반미군정체제운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투쟁방침 및 방법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20)

18)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52쪽.

19) 1946년 10월 대구폭동

20)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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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 ․ 1기념식장에서 사용할 표어는 제1차 지령서인 ‘3 ‧ 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에서 하달한 표어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21)

▲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 입법의원 타도

▲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22)

▲ 근로인민은 남조선노동당 깃발 아래로

▲ 북조선과 같은 민주과업(토지개혁 등) 시행

▲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 등이다.

위에서 제시한 주장과 표어들은 소련과 북한의 노선 및 지령과 일치한다.

21) 공산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뜻함

22) 신탁통치 시행

23)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17쪽.

※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

박헌영은 1946년 10월 6일 평양에 도착하여, 남한에 부재중이었고, 남로당제주도당

은 3 ‧ 1운동기념투쟁 관련자 또는 좌익활동 중 검거된 자를 즉시 석방하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이것도 소련 스티코프가 ‘1946년 9월 26일 로마넨코에게, 민주주의민족전

선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의 취소, 감옥으로부터 좌파의 석방, 테러 중지를 

요구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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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국의 대응

- 미군정장관 집회 및 시위의 승인권 상향 조치

이처럼 전국적으로 치안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전개되자 1947년 2월 20일 

미군정장관 Archer L. Lerch는 각 도 수석민정관에게 지시하여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의 승인권을 현지 주둔 미군사령관이 행하던 것을, 담당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 당해 미군정관의 승인을 받도록 상향 조치하였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조치였다.24)

다. 제3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3차 지령서 ‘각종 조사에 관한 건 등’ (1947년 2월 21일)25)

24)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16쪽.

25)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70~171쪽.

읍위(邑委)�제5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島)위원회

각�가두�농촌�야체이카�귀중

1947년� 2월� 21일

각종 조사에 관한 건

위 제목의 건에 관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통계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이달 말일까지 

필착(必着)하도록 보고하여 주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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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 15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반동테러 및 경찰에 의하여

1) 투옥 검거자 및 연일(延日)수

2) 벌금 및 연금액, 인원수

3) 망명자수

4) 해고자수

5) 파괴상태(직장별로 그 총액, 약탈액)

2. 직장조사

1) 5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 및 작업장 또는 기타 직장 명칭, 소재지, 종별을 명확히 

기입할 것.

2) 전항 직장별 노동자수

3) 8 ‧ 15 전과 비교하여 운휴(運休)관계, 증감 관계

4) 파업건수(월별, 산업별, 요구조건별)

당비 납부 독촉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22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미납의 상태이므로 나머지 

78세포에서는 시급히 납부하시기 요망하나이다.

(주 : 당원은 당에 대하여 당원의 임무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의 척도를 

당비 납부 여하에서 비추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동무들은 모든 경제적 조건에 

구속당하여 매우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면서 또는 세포의 결의로써 

다소 여유 있는 동무와 없는 동무의 균형을 취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한 일입니다. 

당비 징수가 소기(所期)대로 됨으로써만 당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활동보고 독촉의 건

표기의 건에 대하여 매주 마다 활동유무를 불문하고 문서로써 꼭 보고하도록 지시하

였으나 그 실행이 불철저하므로 기어이 실행하도록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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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지령서 분석

1947년 2월 21일 자 읍위 제5호 ‘각종 조사에 관한 건 등’은 제3차 지령서

이다.

이 지령서에서 주목할 점은

(가) 제주읍위원회 제5호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1~4호 지령서가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나) 제주읍위원회 산하 세포가 무려 100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때쯤 남로당은 

제주읍뿐만 아니라 도내 각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기타 민청, 부녀동맹, 

농민위원회 등 전위조직에 폭넓게 그리고 깊숙이 조직을 완료한 상태였으

며 전도적으로 세포 수도 당연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100개의 세포 중 11개 세포만 남로당 당원명부를 도당에 미제출하였고 

26일까지 제출을 독촉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시기에 도당에서는 전도적인 

당원명부 독촉의 건

표기 명부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야체이카가 11야체이카가 있으므로 이달 26일까

지 기어이 제출하시압.

  
긴급 야체이카원 회의 소집의 건

3 ‧ 1기념 캄파투쟁을 앞두고 지시 실천사항과 연락, 동원방법을 토의코자 오는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함과 동시에 강규찬(姜圭燦) 

동무 댁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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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남로당원 수는 1,000~3,000명이었

다.26)

(라) 남로당제주도당은 3 ‧ 1운동 기념투쟁의 성공을 위하여 도 ‧읍 ‧면 민청과 

제주도민전 조직을 2월 23까지 완료하였고, 당원은 물론 전위조직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각종 조사와 당비 납부 독촉, 

당원명부 제출을 독촉하고, 그 기한을 3 ‧ 1절 이전인 26일로 정하고 있다.

(마) 3 ‧ 1기념 캄파투쟁을 앞두고 25일 회의를 개최하니 강규찬 동무 댁으로 

연락 바란다는 것은 이때 남로당 아지트 중 하나가 4 ‧ 3주동자 강규찬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

(가) 제주감찰청 3 ‧ 1절기념준비위원장 안세훈 등 초치 상부방침 전달

남로당제주도당이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미군정 당국은 3 ‧ 1운동기념투쟁

과 관련한 제2차 및 제3차 지령서가 하달된 후인 2월 21일 제주감찰청에 

3 ‧ 1운동기념투쟁제주도위원장 안세훈 외 5명을 불러와 상부의 방침을 전달한

다. 그리고 3 ‧ 1절기념집회를 각 里 ‧동 또는 읍 ‧면 단위로 개최하고, 개최 

시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시위는 절대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27)

26) 제민일보4 ‧ 3취재반. 4 ‧ 3은 말한다 1권 (전예원, 1994.3.10.), 536쪽.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 94쪽, 

27)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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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감찰청 경고문 발표

2월 22일 제주감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28)을 발표했다.

(다) 제주도민청 및 제주도민전 조직29)

남로당제주도당의 강력한 전위행동단체인 제주도민청과 민전이 3 ‧ 1 투쟁을 

앞두고 조직완료 되었다.

① 조선민주청년동맹제주도위원회(약칭:제주도민청→나중에 불법화되자 민

애청으로 개칭 활동)는 1947년 1월 12일 조일구락부에서 조직되는 것을 

시발로 2월 22일까지 각 읍 ‧면까지 민청 조직이 완료되었다.

②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제주도민전)은 2월 23일 조일구락부 에서 

도내 읍 ‧면 대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315명과 방청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 허헌, 김원봉, 

유영준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상과 같이 민청과 민전 조직이 완료됨으로써 3 ‧ 1투쟁조직은 완성되었

으며 사실상 제주도민전이 3 ‧ 1운동기념투쟁을 주도하였다.

28)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21쪽.

29)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40~41쪽.

1. 각 관공서, 기타 각 단체의 기념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2. 가두행렬과 데모 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함.

3.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里 ‧동 또는 읍 ‧면 단위로 하고 타 里 ‧동 ‧읍 ‧면 주거자의 

참가를 금함

4. 里 ‧동 또는 읍 ‧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행할 시는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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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4차 지령서 ‘3 ‧ 1기념 캄파 30)에 관한 건’ (1947년 2월 25일)31)

30) 캄파는 러시아어 Kampaniya의 준말, 정치단체나 그 구성원 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일정한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정치운동 형태의 조직 활동을 말한다.

31)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71~175쪽.

읍위�지시

남로당제주읍위원회�선전부

각�야체이카�귀중

1947년� 2월� 25일

3 ‧ 1기념 캄파에 관한 건

각 야체이카에서는 아래 요강을 기준으로 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념 캄파를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읍위(※읍위원회)에서는 중선(中宣=중앙당 선전부)의 지시에 

의하여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 ‧ 1기념캄파기간으로 정하였으니, 각 야체이카

에서도 이에 준하여 치밀하고 상세한 만단의 준비와 반동배에 대해 00의 중 맹공세를 

취할 것이며, 특히 3 ‧ 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그리고 오늘 000 우리의 당면과업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해설하여 이를 대중에 침투시켜 압도적 00중 동원에 주력할 것이

며, 이 동원된 대중을 광범하게 대량으로 조직에 흡수하는 공작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선전선동 요강

첫째로 3 ‧ 1운동의 원인, 진행, 의의, 교훈 등을 명확히 해설하여 선전선동할 것.

곧 국제적으로 민족자결주의의 타협노선과 위대한 소련 10월혁명에 의한 혁명노선

의 영향, 국내적으로 일제의 병합 이래의 극악한 반동정책, 노예정책이 이 3 ‧ 1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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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것. 농민을 중심으로 한 근로인민들의 자연발생적, 비타협적, 혁명적 봉기 

진출을 지주, 자본가, 종교가를 중심으로 한 대표자들의 타협행동, 무저항주의가 

혁명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 윌슨의 ‘민족자결’이란 공막(空

漠)한 구두선으로 조선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혁명적 투쟁으로써만 독립을 

전취할 수 있다는 것. 혁명과업을 담당하는 세력은 지주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혁명적

인 노동자 ‧농민계급이라는 것. 이 민족적 대투쟁이 있은 후의 각 계급의 역할 등등을 

해설할 것.(3 ‧ 1운동 이야기 참조)

  

둘째로 우리는 3 ‧ 1기념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당의 기본노선에 

결부시켜 광범히 선전선동할 것.

곧 위대한 10월인민항쟁과 북조선 민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기고 인민공화국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가는 것. 민주세력의 기본역량은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이라는 것. 국제독점금융자본의 지도하에 있는 국내 반동 진영이 

악독한 반동적 폭압, 음모의 반역행동이 있고, 이 반동 진영의 기본토대는 지주, 

반동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친일파, 민족반역자인 것 등을 3 ‧ 1운동과 결부하여 구체적

으로 해설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전사업과 강력히 결부시켜야 한다.

1. 삼상결정의 더욱 구체적 해설, 선전사업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여 인민정권 밑에 빛나는 민주 개혁을 날로 

수행하고 있는 북조선과 대비하여 남조선의 경제적 파탄, 정치적 암흑, 민생문제

의 위기, 문화의 퇴폐 등은 삼상결정을 반대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정권을 

전횡함에 있고, 삼상결정을 실행할 소 ‧미공위는 반드시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협의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해야만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

2. 인민항쟁의 의의와 교훈을 광범히 선전선동할 것.

이리함으로써만 3 ‧ 1의 거족적 투쟁의 의의와 교훈을 정당히 평가, 계승하는 것이

며 국내 반동의 정체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 굳고 확고한 단결과 

투쟁으로써 자주독립을 전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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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한 반동의 정체에 대한 더욱 날카롭고 구체적인 폭로 선전선동사업

최근의 반동 진영은 분열과 야합의 혼란상태 속에서 특히 이승만, 김구를 중심으로 

한 반탁분자들의 테러음모, 반연합국적 음모, 반탁음모, 남조선 단정음모는 날로 

날카롭게 최후 0말 광적(廣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지 장군의 반탁 제지성명과 

결부하여 이를 완전히 대중으로부터 독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하지 장군 성명 

그 자체의 모순을 명백히 지적해야 한다. 삼상결정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반대 혹은 파괴하려는 반동매국도당의 음모와 책동을 거대한 우리 민주 진영의 

3 ‧ 1캄파의 압력으로 분쇄해야 한다.

4. 지방선거에 대한 정력적 선전사업의 전개

금번 발표된 민전 행동강령과 선거강령은 이상과 같은 객관적 정세하에서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옳은 방법과 수단을 제시한 것이며 

우리는 3 ‧ 1캄파를 이와 결부하여 더욱 날카롭고 정력적인 선전사업을 추진시킴으

로써 인민대중을 광범히 민주혁명으로 동원, 궐기,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지방

선거 선전 동0은 별도 전달함)

5. 소 ‧미공위 속개조건을 완성하는 투쟁

일방으로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는 투쟁과, 타방으로 이번 민전 선거강령의 실천 전취는 소 ‧미공위 속개조건을 

만드는 투쟁이라는 것. 우리는 막연한 속개보다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 ‧미공위가 속개되게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속개되어야만 민주정권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전선동활동의 구체적 방법

1. 선전활동의 조직적 운영과 조직적 결부

종래 캄파에 있어서 선전활동의 모든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섭취 활용하여 선전기

구를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캄파 전 기간에 걸친 일정한 계획안을 세워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0자적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캄파의 성과를 100%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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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 선전선동을 전개하기 전에 반드시 미래 당내에 있어서 혹은 당의 영도하에 

있는 대중단체의 조직 군중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집합을 합법적으로 혹은 비합법적

으로 자주 가져서 충분히 캄파에 대한 해설을 철저히 실행하여서 확호(確乎)한 

조직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3. 선전형태의 총활용

삐라, 벽보, 벽신문, 분필, 포스터, 만화, 전단 등의 활동은 물론 대중적 집회를 

다각적으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과감한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활동은 반드시 대중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감정을 격발시켜 

전취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대중과 더불어 구호를 부르짖으며 또한 대중의 선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더욱 대량적 집단적 조직적 확대 강화공작을 할 것이다.

5. 3 ‧ 1캄파 선전활동의 종합보고를 캄파 종료 후 의무적으로 읍위에 보고할 

것.

 

넷째로 3 ‧ 1캄파의 슬로건은 아래에 의거할 것.

1. 위대한 민족해방투쟁인 3 ‧ 1운동 제28주년 기념 만세

2. 3 ‧ 1운동은 일제를 구축하고 완전 민주독립을 달성하려던 민족적 대투쟁이다. 

우리는 이 운동의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자.

3. 3 ‧ 1운동은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는 전민족이 총궐기한 민족적 

대투쟁이다. 우리들은 이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민전 깃발 아래로 집결하자.

4. 3 ‧ 1운동의 기본과업인 일제 구축은 일제의 장구한 통치의 모든 해독을 끝까지 

청소함에서만 완수된다. 이 해독의 청소를 목표한 삼상결정 절대지지.

5. 3 ‧ 1운동에 끝까지 투쟁한 자는 근로인민대중이요 이 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

여 오늘까지 우리 민주독립을 위하여 굴하지 않고 투쟁한 자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우리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국가를 세우자.

6. 지주 대자본가들을 토대로 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나라를 팔아먹고 3 ‧ 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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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우리 민족을 배반하였다. 우리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전선에서 이 배반자들

을 철저히 숙청하자.

7. 3 ‧ 1운동에서 내세운 우리 민족의 기본요구를 옳게 또 신속히 달성하는 길은 

삼상결정 실천에 있다. 우리는 거족적으로 이 결정을 지지 실천하자.

8. ‘반탁’이라는 거짓 구호로써 삼상결정 실천을 반대하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3 ‧ 1운동을 배반한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그 중심세력이다. 우리는 ‘반탁’운동을 

철저히 분쇄하자.

9. 3 ‧ 1운동의 기본과업인 우리 민족의 민주 완전 자주독립의 길은 삼상 결정이다. 

우리는 전민족적으로 이 결정을 실천함에 일제 궐기하자.

10. 10월인민항쟁은 3 ‧ 1운동의 혁명적 정신과 혁명적 요구를 계승한 위대한 민족적 

투쟁이다. 10월인민항쟁 만세!

11. 북조선 민주개혁은 조선 민주 완전독립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남조선에

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12. 3 ‧ 1운동 이후 혁명적, 역사적 결정체요 조선인민의 위대한 정치적 창의에서 

탄생된 인민위원회에 모든 정권을 넘기라.

13. 일제 통치기구를 철저히 분쇄하라! 모든 정권은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14. 민전 지방선거강령과 규칙은 인민의 요구와 의향을 반영한 것이다. 전인민은 

이것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일제 궐기하라!

15. 농민에게 강제 공출을 강요함은 절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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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지령서 분석

1947년 2월 25일 자 ‘3 ‧ 1기념 캄파에 관한 건’은 ‘선전선동 요강’이다. 주목할 

것은 

(가) 남로당중앙당의 지시에 의거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 ‧ 1 기념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반동배에게 맹공세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투쟁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산혁명주체세력을 노동자 농민으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

아 혁명을 강조한 것이다.

(다) 이때 동원된 대중을 광범하게 대량으로 조직에 흡수하는 공작을 수행하라

고 지시하고 있다. 남로당원 배가운동을 강조한 것이다.

(라) ‘대중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감정을 격발시켜 전취하고’라고 한 말은 

군중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자극하여 목표를 싸워서 얻어내자는 것인데, 

돌발변수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 3 ‧ 1운동을 당의 기본노선에 결부시켜 광범히 선전선동을 지시하고 있는 

점이다. 곧 위대한 10월인민항쟁과 북조선 민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민위

원회에 정권을 넘기고 인민공화국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가는 것과 민주

세력의 기본역량은 노동자, 농민, 근로 지식인이라는 것을 선전토록 한 

것이다. 공산세력의 기본역량을 노동자 농민 이외에 근로 지식인을 추가하

였고 1946년 10월 대구폭동을 10월인민항쟁이라 부르면서 이와 연장(연

결)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바) 삼상결정을 실행할 소 ‧미공위는 반드시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협의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해야만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고 지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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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소련의 주장을 복창하고 있으며 그래야 공산정권 수립이 용이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 ‧소공위를 ‘소 ‧미공위’라 칭하는 것도 우리의 정서와 

다른 점이다. 이는 남로당의 노선이 반미적이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므로 그 종주국 소련을 당연히 미국보다 먼저 거명하는 것이다.

32) 이주영. 이승만 평전 (살림출판사, 2014.08.29.), 66~67쪽.

33)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80쪽.

34) 이주영. 이승만 평전 (살림출판사, 2014.08.29.), 67쪽.

※ 제1 ‧ 2차 미 ‧소공위 결렬의 근본 원인은 바로 반탁세력을 배제하고 찬탁세력만을 

협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련 측 주장 때문이었다. 이는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

데, 그것은 우익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말이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32) 

그리고 제2차 미 ‧소 공위 기간 중인 1947년 7월 8일 자 스티코프 비망록에 ‘소련 

대표단은 반탁투쟁위원회에 속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협의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33)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련은 구한말부터 일본을 

견제하고 태평양 진출을 위하여 한반도 부동항에 군침을 흘렸었다. 더하여 공산주

의 혁명 확산을 위한 야심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군과 협의해 남북통일 

정부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이미 1946년 2월(8일)에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세워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의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북한의 공산정부가 해체되어야 했다”34) 그래서 소련은 반탁

세력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 것이다. 즉 반탁세력 배제 

원칙은 소련의 시종일관한 불변의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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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전선동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물론 비합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아) ‘반탁’세력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 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공격하

고 ‘반탁운동을 철저히 분쇄하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전선에서 이 

배반자들을 철저히 숙청하라’고 했다. 즉 3 ‧ 1투쟁은 반동 제거, 인적청산

을 목표로 한 남로당 행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 북조선 민주개혁은 조선 민주 완전독립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고 

찬양 지지하면서,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시행하라고 

북조선 맹종을 강조하였다.

 
남로당은 3 ‧ 1운동 기념식을 호기로, 반탁세력을 분쇄하고 찬탁세력만을 미

‧소공위 협의대상에 참여시켜 결국 북한과 남로당 노선에 합치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전 ․선동하여 대중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신상준 박사 역시 남로당의 ‘이러한 선전선동 사업의 요강은 결국 3 ‧ 1절 기념행

사를 빙자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① 신탁통치 지지 및 삼상회의결정 실천과 

② 인민위원회의 정권 접수(에)를 위해 조직을 동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5)고 분석했다.

35)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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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 -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문 발표36)

3 ‧ 1운동 기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치안정세를 파악한 조병옥 경무부장은 

1947년 2월 25일 담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3월 1일은 전 민족이 경건하게 축하할 국경일이다. 그런데 이 국경일에 당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기회로 이용할 징조가 보일뿐더러 자칫하면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도 적지 않다.

어떤 정치적 ‧사회적 단체는 결사자유의 미명아래, 영등포, 원당면, 사건 등 테로를 

연출하였으며 인심을 극도로 교란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주택 또는 사업장에 

표지(標識)를 붙여 악질적 수단으로서 신명(身命) ‧재산을 위협하는 악도배들도 있다. 

이와 같이 폭동을 모략 또는 실행에 옮기는 자와 민중을 위협 ‧공갈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경찰은 그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 처단에 있어서 극도의 준엄한 태도로 임할 

것이니 일반은 경찰을 믿고 협조하면서 생업에 안도하고 건국을 위하여 분투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남로당의 정치투쟁 조짐과 폭력, 테러 및 위협 사례를 들면서 폭동을 

모략 실행하려는 징후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다.

36)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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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5차 지령서 ‘민전 선거강령 선전 00000에 대한 지시’ (1947년 2월 0일)37)

37)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76~179쪽.

남조선중앙위원회�지시�제0000

남로당제주도당위원회

1947년� 2월� 0일

민전 선거강령 선전 00000에 대한 지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전 선거강령에 대하여 우리 당으로는 이미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여 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중적으로 표현한바. 우리 당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강령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내용을 전당원과 인민에게 

상세하고 열성적인 해설사업을 광범히 실행하여 일방으로 인민의 힘으로 이 강령의 

구체적 실현을 전취하고 타방으로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교양훈련을 적극적으로 실현

하여야 한다. 이에 그 선전, 해설방침으로 아래와 같이 지시한다.

1. 중앙도 군위에서는 우수한 선전대를 선발하여 1일간 연구회를 조직하여 이 선전원

들이 먼저 민전 선거강령을 완전 파악할 것. 이 선전대 연구회는 가급적 다수한 

인원을 동원하여 수0에 긍(亘)하여 행하되 특히 각급 선전부가 중요한 역할을 

행할 것.

2. 이 선전대는 당의 각급 기관회의에 참가하여 전당원에게 그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킬 

것.

3. 각종 대중단체의 간부 중 우수한 선전대를 조직하여 대중단체를 중심으로 한 

선전공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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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급 당기관은 그 전원을 동원하여 벽보, 삐라, 벽서 등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5. 이 선전공작에 있어 특히 중앙민전, 도민전, 군민전까지 산하 단체 및 민주주의분자들

을 집합하여 민전 선거강령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위원회의 합법성을 확보한 

후 이 위원회에서 대중적 유세대를 조직하여 인민에게 광범히 교양 훈련사업을 행할 

것. 이 사업에 있어서 당원은 항상 그 선두에 서서 행동할 것.

6. 각종 대중단체는 개별적으로 대중적 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되 공장, 광산, 

기업소, 농촌, 학교, 가두에서 집회, 좌담회 등의 회합을 개최, 이용하여 부단히 열성적으

로 실행할 것. 이러한 때도 당원이 반드시 선두에서 행동할 것.

7. 이 선전사업은 반드시 일방으로 삼상결정 정신과 결부하여 이 강령 실천이 공위 

속개에 의한 민주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타방으로 인민의 

생활조건과 결부하여 인민위원회에 정권이 이양되기 전에는 인민생활은 총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할 것.

8. 선전사업은 아래와 같은 구호 밑에서 진행할 것.

1) 진정한 민주주의원칙의 표현이며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완전히 반영한 민전 

지방선거강령 실천 만세!

2) 민전 지방선거강령은 남조선인민을 정치에 참가시키는 가장 옳은 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라!

3) 민전 지방선거강령 실천은 모스크바 삼상결정에 의하여 민주정부 수립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 지지 실천하자! 

4) 일제 통치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인민의 창의에서 탄생되고 민족해방운동의 

결정(結晶)인 인민위원회를 우리 정치기구로 하라!

5) 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민주개혁과 민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공을 얻은 정치기관이

다. 우리는 인민위원회에 0력을 적극 주장한다!

6) 모든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7) 이번 선거에는 일체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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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주의운동에 참가한 혐의로써 검거 투옥된 애국자를 즉시 석방하라!

9) 위대한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에 검거 투옥된 영웅들을 전면적으로 일제 석방하

라!

10)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취소하라!

11) 지방선거에 있어 경찰의 일체 간섭을 배제하라

12)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평등 일반 직접 비밀투표로써 

선거를 실시하라

13) 남조선 노동자 봉급자 제군! 제군이 만약 진보적 노동법령을 원한다면 민주주

의민족전선 지방선거강령을 절대 지지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그 실천을 

전취하라!

14) 남조선 농민 제군! 제군이 만약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한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을 절대 지지하고 모든 열성을 다하여 이 강령 실천을 

전취하는 투쟁에 일제 궐기하라!

15) 남조선의 문화인 학생 제군! 제군이 만약 민족문화를 건설하려면, 연구의 자유를 

얻으려면, 반동적 국대안을 파괴하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 전취 투쟁에 

나서라!

16) 남조선 부녀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남녀평등권법안을 남조선에도 획득하려

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을 지지 실천하는 투쟁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일어나라!

17) 남조선 청년 제군! 제군이 만약 청년과 소년의 모든 특수이익을 보장하는 

민주개혁을 원한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을 위하여 분기하라!

18) 남조선 상공업자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상공업

의 창의적 발전을 요구한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을 절대 지지하라.

19) 남조선 실업자 전재민 제군! 만약 당신들이 일을 얻고 집을 얻고 옷을 얻으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을 실현시키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라!

20) 남조선 일체 시민 여러분! 만약 당신이 물가 등귀에서 해방되려면, 악성 인플레

이션의 고통을 면하려면, 생활안정을 얻으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의 

실천에 일제 분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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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지령서 분석 

이 지령서는 남로당중앙당에서 보낸 ‘민전 선거강령 선전에 대한 지시’를 제주도

당에서 받고 1947년 2월 날짜 미상경 이를 예하에 하달한 것으로서, 2월 23일 

제주도민전 결성 이전에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전지방선거 강령을 선전하라는 것으로서 

모두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가) 중앙 ‧도 ‧군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인력으로 선전대를 선발하고 연구회를 

조직하며, 전당원에게 철저히 교육하라

(나) 중앙 ‧도 ‧군 민전에서는 민전선거강령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 공장, 광산, 기업소, 농촌, 학교, 가두에서 집회, 좌담회, 삐라, 

벽서 운동을 병행 선전하라.

(다)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으로 검거 투옥된 영웅들을 전면적으로 일제히 

석방하고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취소하라.

21) 남조선 모든 종교 신자 여러분! 당신들이 만약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생활 향상을 얻으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나가자!

22) 남조선 인민 여러분! 우리가 쌀, 자유독립을 급속히 얻으려면 이번 민전 

지방선거강령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주의에 튼튼

히 집결하자.

23) 민주독립의 인민적 토대요 민주민족전선인 민주주의민족전선 만세!

  
추기(追記) : 강령 전문, 당 성명서, 구호는 건국에 기재와 00으니 그것을 구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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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조선 농민, 문화인과 학생, 부녀, 청년, 상공업자, 실업자 및 전재민, 

일반 시민, 종교 신자별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민전지방선거 강령을 

지지, 실천, 투쟁에 궐기하라는 내용이다.

(마) 이 지령서는 민주독립의 인민적 토대요 민주민족전선인 민주주의민족 

전선 만세로 끝을 맺었다.

제5차 지령서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광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지령서 역시 제주도당이 중앙당 지령을 

그대로 받아서 예하에 그대로 하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 민전 지방선거강령 실천 만세! ’ 라는 구호가 사용된 것은 중앙당에서 

하달된 내용이지만 이는 1946년 12월 16일 스티코프가 끄라프조프를 불러 ‘지방자

치기관 선거와 관련한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행동 방침과 대회 소집 가능성 

및 입법기관의 창설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라고 명령했다’39)는 기록으로 

보아 스티코프의 지령이 제주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농민들에게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했고, 다소 이외의 

38)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180~181쪽.

39)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12.30.), 55쪽.

※ 남로당제주도당이 민주주의민족전선 만세를 부른 이유

1946년 9월 27일 여운형은 로마넨코에게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은 공산당, 인민

당, 신민당, 민족혁명당, 인민위원회 등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통합시키고 있으며, 

전평, 농민동맹, 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이 가입해 있다고 보고하였다.38) 즉 민전

은 바로 북한노선과 일치한 좌파의 통일전선체였기 때문에 남로당제주도당은 

민전 만세를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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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상공업자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종교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언급한 점이다. 남로당은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고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보면 이는 광범위한 

대중 인입을 위한 혁명1단계로 보고 혁명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화책으로 

보인다.

바. 제6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6차 지령서 ‘3 ‧ 1운동기념 캄파 전개에 관환 건’ (1947년 2월 25일)40)

40)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79~181쪽.

민청�읍위�선교�지시�제1호

조선민주청년동맹�제주읍위원회�선전교양부

1947년� 2월� 25일

3 ‧ 1운동 기념 캄파 전개에 관한 건

1. 조선민족이 피로써 일제에 대항하여 궐기한 3월 1일은 돌아온다. 우리는 3 ‧ 1기념

을 맞이하여 조선의 재식민지화의 마수를 타파하며 삼상결정에 의한 조선 완전 

민주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하여야 하며 우리 민청은 특히 3

‧ 1운동과 10월항쟁의 의의와 성질을 분석 설명하여 대중을 고무하여 3 ‧ 1기념일을 

대중을 인입(引入)하는 동기를 삼아야 한다.

1) 3 ‧ 1운동과 인민항쟁(10월)의 의의와 성질을 해설할 것.

2) 3 ‧ 1운동 후의 민족주의자의 타락과 그 후의 동향을 폭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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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년의 3 ‧ 1기념행사 분열의 책임은 반동분자들에게 있고 금년에도 그 자들은 

분열행사를 계획하여 이 기념행사에 결부시켜 다시금 반탁 소동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기도하니 우리는 대중 전취로써 이 음모를 분쇄하여야 한다.

4) 3 ‧ 1운동 당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선전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고무시킬 

것.

2. 남조선의 모든 모순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삼상결정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 

수립에 있고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정권은 인민에게라는 금반 발표된 민전 

선거 행동강령을 관철하는 데서 많이 있다는 것을 3 ‧ 1캄파와 결부시켜 적극 선전할 

것.

1) 각 분회에서는 (3 ‧ 1운동의 문헌) 연구하여 반단위로 반회를 가져 순독(巡讀) 

혹은 대중집회를 열고 낭독할 것.

2) 읍위원회에서는 5분간 아지프로대를 편성할 계획이니 각 분회에서는 우수한 

동무로써 1명을 선정하여 당일 선전원으로 파견할 것.

3) 각 분회에서는 분회기를 만들게 하고 행사. (대회에 들고 나올 표어를 선정하여 

다음의 기본표어와 그 지방에 적합한 표어로서 사용할 것)

4) 각 분회에서는 해설하는 광고문 혹은 간단한 전단(광고문) 또는 삐라를 각호에 

배부할 것.

3. 3 ‧ 1기념 전후에 사용한 선전출판물을 각종 5부씩 수집하여 1부는 금후의 

참고자료로 하고 4부는 읍위 선전부에 보낼 것. (단 민청에서 사용한 출판물에 

한함) 출판물은 다음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보고할 

것.

출판문서 선전사업에 종사한 인원

내용 매수 성질 인수 연일수

민청00분회위원회 선전부

4. 비고

1) 내용란은 보내는 출판문서에 번호를 기입하여 그 번호를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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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란에는 삐라, 전단(광고문) 선전선동을 구분하여 기입할 것.

표어

1.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라!

1. 벌벌 떠는 헐벗은 동포에게 쌀과 옷과 일을 주라!

1. 인민경제를 독점하는 모리배를 숙청하자!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의 절대 자유!

1. 우리의 참된 부르짖음을 말살하는 자 누구냐!

1.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라!

1. 민족을 팔아먹는 파쇼를 부수자!

1. 이완용 재출현을 분쇄하자!

1. 주인 바꾼 머슴살이 절대 반대!

1.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1. 민주주의 애국자를 즉시 석방하라!

1. 입법의원 절대 반대!

1.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1. 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1. 우리들의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하라!

1. 민전 선거 행동강령 즉시 승인하라!

1.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1. 3 ‧ 1운동의 투지 계승은 완전독립 전취다!

1. 청년은 민청의 깃발 아래로 뭉치자!

1. 우리의 지도자 박헌영, 허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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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지령서 분석

1947년 2월 25일 자 ‘3 ‧ 1운동기념 캄파 전개에 관환 건’은 남로당의 가장 

강력한 전위조직인 조선민주청년동맹(약칭 민청, 미군정 명령에 의거 해산되자 

1947년 1월 12일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제주도위원회 = 약칭 제주도민애청으로 

개편) 제주읍위원회 선전교양부가 내린 지령서다.

내용은 크게 3 ‧ 1운동 기념 캄파 전개에 대한 4개 항의 구체적 지시와 20개의 

표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항은

 

(가) ‘대중을 고무하여 3 ‧ 1기념일을 대중을 인입(引入)하는 동기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 

(나) ‘반탁 음모 분쇄’ 및 ‘남조선의 모든 모순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삼상결정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 수립에 있음’을 반복 강조한 점, 

(다) 표어 중에는 남로당이 항상 외치는 ‘민주주의 애국자 즉시 석방, 입법의원 

절대 반대,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우리들의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주장이다.

  

제6차 지령서는 3 ‧ 1운동 기념일을 남로당 세 확장을 위한 장으로 이용할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특이한 것은 ‘우리의 지도자 박헌영, 

허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로 끝을 맺고 있는데, 왜 제주읍 3 ‧ 1운동 기념식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남로당의 추구하

고 실현하려는 근본적 목표가 북한과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집약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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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로당의 동향과 당국의 대응 

(가) 제주도민전 의장단 미군정 경찰고문관 방문

2월 25일 제주도민전 의장단(위원장 안세훈 = 3 ‧ 1절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겸무, 이일선, 현경호)은 미경찰고문관 John S. Patridge 대위를 방문하여 요담하

고, 3 ‧ 1절 기념행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41)

물론 이때 안세훈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이었고 미군정은 이미 지시한 

방침에 변동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나) 각 학교 대표자회의 개최

3 ‧ 1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2월 26일에는 각 학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3

‧ 1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 3 ‧ 1투쟁기념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학부모들에게 3 ‧ 1운동의 

의미를 인식시키며 교원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42)

이는 3 ‧ 1기념투쟁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까지 총동원하려는 의도였다.

(다) 미군정청 3 ‧ 1절기념준비위원회 대표 안세훈 재차 불러 최후 지시

제주도 미군정청은 2월 28일 3 ‧ 1절기념준비위원회 대표 안세훈 외 수명을 

재차 불러와 제주감찰청장 강인수와 미국인 경찰고문관 Patridge 대위, 제1구경찰

서장 강동효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국의 의견을 설명한 다음 Thurman A. Stout 

육군 소령43)이,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고 기념행사는 제주서비행장에서 거행하

라는 최후 지시를 하였다.44)

41)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21쪽.

42)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52쪽.

43) 전 미국인 제주도지사로서 1947년 2월 15일부로 제주도 수석민정관으로 취임.

44)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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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남로당 제주읍당의 ‘3 ‧ 1운동기념제주읍인민대회 결정서’46)발표

45) 강재훈. 제주4 ‧ 3의 실상 (1991.12.1.), 37쪽.
강재훈은 1929년생으로 제주도 경찰에 투신, 총 33년 재임 중 22년간 보안업무에 복무하였고, 퇴임 
후에도 제주도지방경찰청 보안지도관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자료를 열람하여 기록한 것임

46)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41~42쪽.

※ 미군정의 최후 지시에 관하여 

‘서비행장에서 거행하라는 최후적 지시를 한 바 (3 ‧ 1기념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자기들은 본 행사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3

‧ 1절 기념행사를 중지하겠다면서 제주읍민청사무실 앞에 광고를 게시는 하였으나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였고, 이면에서는 도내 각 관공서 단체 학교 등 당세포를 

통하여 3 ‧ 1절기념 시 인원동원을 강행토록 선동 선전하여 3 ‧ 1절기념집회의 

인원동원에 성공하였다’는 기록도 있다.45)

결정서

우리는 위대한 혁명일을 기념함에 있어서 과거 반세기동안 수많은 선열들의 흘린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기해방을 위한 위대한 힘이 되며, 또한 

조국의 해방이 고립적으로 독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일환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3 ‧ 1전통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조국건설에 일로 매진할 것이다. 일본군국주의가 물러간 후에도 아즉 그 

잔재는 남아 있어서, 우리의 해방건설운동을 완강히 방해하면서 있으나, 불원한 장래

에 저들은 일장의 미몽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민주주의조국건설상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받은 역사의 지상명령임을 알고 좌의 네 가지를 결정한다.

첫째, 삼상회의결정 즉시 실천으로써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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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운동기념 제주읍인민대회 결정서 분석

이 결정서는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제28회 3 ‧ 1운동기념 

제주읍인민대회에서 낭독 결의된 결정서이다.

주요 결정 사항은 

‘삼상회의결정 즉시 실천’으로써 ‘민주주의임시정부47) 수립’과 ‘모든 반동세력 

분쇄’이고, 네 가지 만세를 채택하였는데 

① 조선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 만세, 

② 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 만세,

③ 조선인민공화국수립 만세, 

47) 공산주의임시정부를 말함

둘째, 민전 지방선거행동강령 관철로써 남조선민주개혁의 토대를 만드는 데로 매진

할 것.

셋째, 모든 반동세력을 분쇄함으로써 국제협조와 평화확보에 매진할 것.

넷째, 전인민의 일치단결로써 민주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

1. 조선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 만세

1. 민주주의임시정부수립 만세

1. 조선인민공화국수립 만세

1. 민주주의민족전선 만세

1947년 3월 1일

제28회 3 ‧ 1운동기념 제주읍인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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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주의민족전선 만세가 있다.

이것은 소련의 방침대로 신탁통치하고 공산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며, 그렇게 하려면 반동세력을 분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 결정서에는 3 ‧ 1기념투쟁의 ‘기본 취지가 집약되어 있으며 3 ‧ 1운동 

기념행사를 가지는 목적이 표현되어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수립 만세 또는 민주주

의민족전선 만세를 직접 내세우고 있(다)’48)음을 볼 때 3 ‧ 1운동기념투쟁의 목적

은 여기서도 적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4) 3 ‧ 1운동기념일 불법 집회 및 시위와 발포사건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

남로당제주도당이 치밀한 계획하에 1947년 3월 1일은 밝았다.

(가) 3 ‧ 1운동 기념일 불법 집회 및 시위와 발포사건 발생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에 2만 5천~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 ‧ 1운동 기념식

이 끝나고 불법 거리시위에 돌입했다. 수많은 군중이 관덕정 앞 광장에 운집하여 

어깨동무하거나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S字로 시위를 하는 가운데 시위용 막대기

로 기마경찰이 탄 말의 뒤를 찌르자, 놀란 말에 의해 어린이가 넘어지는(경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마경찰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또 현장 상황이 위급하여 

경찰서로 그냥 가려는 것을 군중 200여 명이 함성과 투석으로 추격하자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서 경비경찰이 발포로 6명 사망 6명(도립병원 앞에서 부상 

2명 추가) 부상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치안당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남로당 측 입장은 기대했던 최고의 투쟁명분을 확보하게 되어 사태는 

48)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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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여 갔다. 미군정 당국의 방침대로 남로당이 불법거리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발포 원인제

공자인 남로당의 의도를 제외하고 3 ‧ 1투쟁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충분하고 편파

적이다.

(나) 발포 사건에 대한 대응 

1)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 발표

3월 3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3 ‧ 1절 행사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49) 제주북교의 착오.

※ 제주북국민학교 집회는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에서 참가하였고 기타 지역은 추자를 

제외한 각 면은 물론 우도에서도 개최되었다.

....... 3 ‧ 1절 행사 중 폭행, 무기약탈 또는 경찰관서를 습격 기타 무질서한 행동을 

감행할 태세를 취하였으므로 경찰은 극력 제지하여 미연에 방지하려고 힘을 다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기세를 가하여 폭동에 이르렀으므로, 치안 유지상 부득이 

발포로서 사태를 진압 수습한바, 전국적으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22명 합계 38명의 

귀중한 생명의 사상(死傷)을 냄은 그 사상자 본인, 유가족 등을 위하여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제주도는 2월 28일 집회만 허가하고 행렬은 허가하지 않았던 

바,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함에 부득이 집회까지 허가 취소하였는데, 1일 시민이 남산49)

국민학교에 모였으므로 집회만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감찰청 등을 습격하였으므로(※ 당일 시위 군중이 경찰서와 감찰청을 습격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시위군중이 습격할 태세로 그곳을 향하여 몰려갔을 뿐임) 발포하였는데 

사망 6명, 부상 8명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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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하여, ‘이날 북국민학교에 집결된 군중의 수는 약 2만 5천 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이 모인 셈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경찰은 유혈진압을 

피하고 주모자는 사후에 검거하기로 군정관과 협의하여 북국민학교에서의 3

‧ 1절 기념행사 거행을 묵인하였다........식장 내에서는 양과자를 먹지 말자,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등의 반미 구호와 군정과 현 정부기구의 비방, 경찰에 

대한 적개심 앙양 등 장내 분위기는 험악하였고 일부 군중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박수로 찬동을 얻고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삼창을 끝으로 식은 종료하였다’51)

2) 3 ‧ 1사건대책남로당투쟁위원회 조직

3월 5일 남로당제주도당 상무위원과 제주읍당 상무위원회 간부 수십 명이 제주

읍 삼도리 김행백 가에 모여 3 ‧ 1사건대책남로당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 

김용관, 부위원장 이시형, 지도부 김용관, 조직부 김용해, 선전부 김영홍, 조사부 

김영홍) 대정면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3 ‧ 1사건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은 1947년 3월 7일 남로당제주도당이 각 읍 ‧면 및 각 야체이카 

앞으로 보낸 ‘3 ‧ 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라는 지령서로 구체화 된다.

이 지령서 문안은 부위원장 이시형이 위임받아 작성하였다.

3월 5일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50)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47~48쪽.

51)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83~284쪽.

이 제주도에는 사전에 충북, 충남서 각각 50명씩을 파견했는데 3일 전남에서 50명을 

또 파견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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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총파업과 투쟁방법의 지도

②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남로당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인사로 3 ‧ 1사건대책위원

회를 조직하여 당내 투쟁목표에 결부시켜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것처럼 

지도 선동

③ 3월 10일 정오 12시를 기하여 총파업 단행

④ 발포책임자 강동효 서장과 발포경찰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는 등의 

절대적 조건과 

⑤ 직장별로 적당한 조건을 내세워 성명서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군정 당국 

및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것 등 치안 질서를 교란시키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갔다.52)

‘남로당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인사로 합법적인 3 ‧ 1사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내 투쟁목표에 결부시켜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것처럼 지도 선동’하라고 

지령했다. 남로당의 표리부동한 이중성, 간교성을 반증하는 지령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3 ‧ 1투쟁을 평화항

쟁이나 단순한 기념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3 ‧ 10총파업 단행

3 ‧ 1사건대책남로당투쟁위원회의 지령으로 3월 10일 도내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각 직장은 전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도청을 비롯한 기관단체 운수 체신 

은행 학교 전기 등 166개 기관단체 41,211명이 참가하여 도내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53)

52)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89~290쪽.

53)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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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7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7차 지령서 ‘3 ‧ 1기념투쟁에 대한 활동보고의 건 등’ (1947년 3월 5일)54)

54)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1~184쪽.

남조선노동당�제주읍위원회

삼양�1구�각�야체이카�귀중

1947년� 3월� 5일

이달 3일까지의 3 ‧ 1기념행사에 대한 도위원회 조직부에서 온 보고는 아래와 같다.

엄중한 방해선을 돌파하여 식장에 집합한 조직 군중 만 6천명, 미조직 군중 4천명, 

기념식 후 시위, 시위대에 피해 무, 관덕정 앞 평화관람 시민 6명 사망(피살), 중상자 

8명, 경상자 6명. 그 후 탄압이 심해졌다. 시내에는 50미터에 경관 3명씩 배치시켜 

경계 중.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피검자 많으나 동지는 극소하다. 

오늘 읍위에 온 정보를 종합하면 경계와 탄압은 해소되면서 있다. 군정청에서는 

진상조사단을 조직하여 내일(6일)까지 진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다.(읍위 첨부) 

1. 3 ‧ 1기념투쟁에 대한 활동보고의 건

표기의 건, 그 상황(경과, 내용, 동원에 대한 전술, 동원수, 동원에 대한 체험, 

동 비판 등 외 여러 가지)을 구체적으로 오는 8일까지 보고할 것.

2. 3 ‧ 1사건에 대한 비난과 여론 수집의 건

이번 3 ‧ 1사건(발포 건을 지칭함)에 있어 우리 진영과 반동 진영에 대한 - 즉 쌍방에 

대한 - 비난의 소리와 여론을 정확히 수집하여 오는 8일까지 보고할 것.

3. 3 ‧ 1기념행사를 통해서 나올 투쟁방침의 건

본 건은 기본적인 선전방침인 동시에 투쟁방침의 기본문제이다. 본 건을 다음의 

몇 가지 투쟁과 선전에 병행시켜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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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3 ‧ 1기념행사를 통해서 인민을 광범하게 조직화시켜 다음에 일어날 인민항

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대한 인민 진영의 토대를 쌓을 것.

2) 이번 3 ‧ 1기념행사는 우리 진영이 전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것을 잘 선전할 

것. - 이 선전은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목견(目見)한 대로

3) 이번 사건에 발포한 것을 포착하고 적대심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민중이 지금 

무조건으로 공포심을 가진 것을 해소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

4) 3 ‧ 1기념캄파를 3월 8일(북조선 토지개혁일)과 결부시켜 농민위원회 조직과 

민전 지방선거강령 선전에 주력할 것.(주 : 민전 지방선거 강령은 다음에 인쇄하

여 배부하겠음.)

4. 3 ‧ 1사건(발포사건)에 대한 투쟁방침

1) 각 외곽단체 및 양심적 유지 인물로 하여금 사격당한 피해자 및 부상자에게 

물질 또는 정신의 위로운동을 일으킬 것.

2) 평화관람 시민에 발포 살해한 서장(강동효) 및 악질 경관을 극형에 처하도록 

선전하는 동시에 삐라전을 전개할 것(독자적으로 각 야체이카에서 하도록)

3) 3 ‧ 1사건 진상조사단에 양심적 인물 또는 동무를 보내어 그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반동 경찰(당분간 0선 강동효 및 당일 발포자에게만 한할 것)의 비행을 

폭로하고 여론화시킬 것.(주 : 신고기일은 6일까지)

삼양1구에 살포된 농민 대상의 전단

도내 25만 농민 여러분이여!

경찰은 인민을 죽였다.

민족의 날 3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든 3만 군중은 거식(擧式) 후 가두 

시위를 끝마쳐 돌아가는 도중에 경찰서장 강동효는 그 부하를 지휘하여 평화군중에게 

빗발같이 탄환을 퍼부어 많은 인민을 살상해놓았다. 이때 관덕정 마당과 도립병원 

앞에는 인민의 새빨간 피가 흘러 넘쳤다. 이날 인민은 총살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이날 인민을 죽일 것을 경찰은 미리 계산해주었던 것이 살인 주범 강동효 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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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족반역자와 결탁하여 육지에서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을 불러 들여 

놓고는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인민을 협박하고 있었는데 특히 정(성) 안에 총을 장역하

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뭉쳐진 군중이 헤어져 돌아가는 틈을 타서 발포했던 

것이다. 이 인민이 학살당한 3 ‧ 1사건은 경찰의 계획적 음모였다. 경찰의 수뇌부는 

모두가 일제의 충복이었다. 일제 때에 농민을 등 털어낸 것도 그놈들이고, 공출, 

납세, 노역을 총칼로 강제시킨 것도 그놈들이었다. 해방된 오늘에 있어 그네들이 

무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다시 농민을 외래세력에 팔아먹으려는 배짱이다. 농민은 속지 않는다. 농민은 

알았다. 누가 농민의 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농민의 벗이며 참다운 지도자라는 

것을! 그리고 농민의 갈 길을!

도내 25만 농민이여! 궐기하라. 뭉치면 강하고 싸우면 이긴다. 노동자와 사무원과 

학생과 힘을 합쳐 정직한 민주 경찰의 수립을 위하여, 경찰 내의 반동분자 숙청운동을 

전개하자! 우리는, 이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는 공출, 납세, 부역 등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발포책임자 강동효와 발포경찰을 살인죄로 즉시 처벌하라.

1.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인책사임하라.

1.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라!

1. 3 ‧ 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동포를 즉시 석방하라!

1.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1.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을 축출하라!

1. 3 ‧ 1사건의 희생자를 사회장(社會葬)하라!

1. 강제공출 절대 반대!

1. 굶주린 농민에게 쌀을 배급하라!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1947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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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차 지령서 및 전단 분석

이 지령서는 1947년 3월 5일 남조선노동당 제주읍위원회가 삼양 1구 각 야체이

카에게 내려보낸 지령서로서 3 ‧ 1발포사건 이후 첫 번째 지령서다.

내용 구성은 3 ‧ 1발포사건 직후이기 때문에 당시 발포로 인한 인명피해상황을 

하달하면서 3 ‧ 1기념투쟁 활동 보고, 찬반여론 수집 보고, 향후 투쟁방침 등이고. 

삼양1구에 살포된 전단이 추가되어 있다.

주목할 사항은

(가) 이번 3 ‧ 1기념행사를 통해서 인민을 광범하게 조직화시켜 다음에 일어날 

인민항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대한 인민 진영의 토대를 쌓을 것.

(나) 3 ‧ 1기념캄파를 3월 8일(북조선 토지개혁일)과 결부시켜 농민위원회 조직

에 주력할 것.

(다) 전단 내용에는 주민선동의 상투적 수단이지만, 육지에서 사람 잘 죽이는 

경관 100명을 불러들여 놓고, 학살당한 3 ‧ 1사건은 경찰의 계획적 음모였

다는 등 악의적으로 경찰을 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7차 지령서와 전단 내용은 3 ․ 10총파업의 예고문 같다. 그리고 

북조선 토지개혁일과 결부시키라고 강조한 내용은 남로당의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또 ‘경찰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는 주장은 미군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 지령서와 전단은 제주읍은 물론 도내 전역에 하달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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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8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8차 지령서 ‘3 ‧ 1사건 투쟁에 관한 건’ (1947년 3월 7일)55)

55)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4~185쪽.

읍위�제0호

남로당제주읍위원회

각�야체이카�귀중

1947년� 3월� 7일

3 ‧ 1사건 투쟁에 관한 건

1. 이달 5일의 읍위 통첩 중 제4항목은 긴급조치의 방침이었는데 그 후 당 도위에서는 

3 ‧ 1사건을 적극적으로 강력히 00하기 위하여 당내에 개별체로 3 ‧ 1사건 대책투쟁

위원회를 구성하고(도위 중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전문적으로 3 ‧ 1사건만을 

취급하기로 되었는바 동 위원회로서 각 세포 혹은 단체 프락치 또는 직장 프락치에 

대하여 직접 특별한 지령 또는 전달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령 또는 전달에 

전적으로 응하는 동시에 그 실천에 전력을 다하도록 미리 통지함.

1. 3 ‧ 1사건의 투쟁을 합법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민전 중심으로 도 3 ‧ 1사건대책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구성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각 부락, 각 직장의 3 ‧ 1기념준비

위원회를 해체하지 말고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존속시켜 전대책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동시에 3 ‧ 1기념 준비위로 하여금 위문금 캄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수입된 금액은 도대책위에 집합케 할 방침임. 미리 활동에 착수하도록 

지시함 

1. 당 3 ‧ 1사건투쟁위원회로서는 이달 10일(일요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을 단행하기

로 결정하고 있는바 동 투위로부터 지령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장은 즉시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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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7일 자 ‘3 ‧ 1사건 투쟁에 관한 건’은 3 ‧ 1발포사건 이후 두 번째 

지령서이다.

내용은 

(가) 남로당제주도당 중심으로 3 ‧ 1사건대책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세포 

혹은 단체 프락치 또는 직장 프락치에 대하여 직접 특별한 지령이 있을 

테니 만반의 준비와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나) 각 부락 각 직장의 3 ‧ 1기념준비위원회를 해체하지 말고 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존속시키며

(다) 민전 중심으로 3 ‧ 1사건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 

(라) 3월 10일(일요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고

(마) 발포로 인한 사상자들을 위해 3 ‧ 1기념준비위로 하여금 위문금 모금 운동

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는 등이다.

 
이 8차 지령서를 통해 남로당제주도당이 발포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전환

함과 동시에, 투쟁조직도 당내 비밀조직으로 3 ‧ 1사건대책투쟁위원회를, 당외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둘 것을 미리 지령함.

1. 각 농촌 또는 가두 세포는 이 파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동시에 파업 단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할 것을 미리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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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조직으로 3 ‧ 1사건대책위원회를 이중으로 구성하여 전방위 투쟁을 시도했음

을 알 수 있다.

(3) 남로당의 동향 - 3 ‧ 1기념행사의 진상보고56)

56) 신상준. 제주도4 ‧ 3사건 하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2.3.), 60~62쪽.

3 ‧ 1기념행사의 진상보고

3 ‧ 1기념행사는 조직군중 만(萬) 7천 기타 합하여 2만 5천이나 되는 성대한 군중의 

모임이었으나 시종일관하여 질서정연한 극히 평화적이요 규율적인 강력한 행사로서 

반동 진영의 모략선전인 ‘폭동계획’ ‘습격계획’ 운운을 위대한 실천행동을 통하여 

용감히 여지없이 분쇄하였다.

대체로 보아 커다란 성공이요 교훈이다. 동시에 ‘싸우면 이간다’는 진리를 확실히 

이 경험에서 파악하게 되었다. 다만 유감천만인 것은 평화군중에 대하여 악질 상부의 

명령으로 악질 경관의 귀축(鬼畜)과 같은 만행의 발포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다. 우리는 이 원수, 이 적을 완전히 복수 소탕할 것을 맹세한다.

1. 오중(五中) 교정에는 제농(濟農), 오중, 제중(濟中), 배중(培中), 교계(敎界), 각 

부대가 모여 있었는데 고녀(高女)부대와 합류한 노조 부대가 모든 악조건을 배제하

고 삼엄한 경계선을 돌파하여 오중 교정에의 합류가 성공되었다. 여기 특기할 

것은 부동(婦同)부대가 단독으로 무장경관, 기마경관 등의 각종 비열한 그리고 

강력한 저지에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경계선을 돌파하고 오중 교정에의 합류에 

성공한 것이다.

2. 오전 11시경 오중 교정에 모인 각 부대가 제농부대를 선두로 고문관, 서장 지휘하에 

7명의 경관, 트럭에 탄 다수의 무장경관의 결사적 저항, 저지를 용감히 물리치고 

이중 삼중의 포위진을 돌파하여 삼양, 동문교 등지에서의 각종 저지의 경계선을 

돌파한 동(東)부대와 합류 후 한천교, 서문교 등지에서의 삼엄한 경계선을 돌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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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西) 부대와 남쪽, 북쪽으로 모여드는 각 부대와 관덕정 앞 광장에서 합류하였다.

여기서 각 관공서원, 일반 시민도 대열지어 참가하였다.

3. 북교(北校) 입구 경계선 돌파는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4. 식후(式後) 전평기를 든 노조부대를 선두로, 강력한 애월부대를 후미로 5열종대의 

가두시위 감행

5. 최후 시위행렬이 감찰청을 통과하려 함에 청장이 지휘하는 경관대와 정면 대우(對

遇)하게 되어 맹렬한 진조전(進阻戰)이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이 기간 기경(騎

警) 2명이 낙마하고 기마 2필이 거꾸러졌다. 이 지점 앞 약 100미터쯤에는 기관총을 

실은 미군과 사격 태세를 취한 경관대가 제1선 20명, 제2선 50명가량 대기하여 

있었다. 이 진조전에 있어서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퇴각하게 되었다. 

그 큰 이유는 후기(後機)부대가 적은 것

6. 가두행렬이 거의 끝나고 관덕정 앞 뜰에는 다만 앉아 있는 평화적 관중 100여 

명이 있었을 뿐인데 악질 상부의 명령으로 인한 악질 경관의 발포에 의하여 즉사 

5명, 중경상 다수를 내었다. 당시 여기에는 행렬은 전무하였다.(후 2명 사망)

7. 도립병원 앞에서는 전일 자동차 사고로 부상 입원 중인 외래 경관이 자동소총을 

들고 뛰어나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운반하는 사람과 일반 행인을 향해 발포하여 

즉사 1명, 부상자 수명을 내었고, 원장, 의사, 간호부까지 위협당하여 일시 피하지 

아니하지 못하였고 일반 행인을 거총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여 난타한 사실이 

있다.

8. 3시 반 일도리 목재회사 앞에서는 일부 악질 경관들이 ‘현재 천 발 탄환이 있는데 

오천 발 탄환만 가졌으면 다 죽이겠다.’고 폭언하는 것을 들은 석선호 여사가 

그 비행을 규탄하고 폭언의 장본인을 대동하여 감찰청장에게 엄중 항의한 사실이 

있다.

9. 하등의 이유도 없이 농교생을 위시 수십 명을 불법 검거하여다가 0 절반범(0絶半犯)

의 야수적 고문행위를 감행, 평화군중을 총살한 책임을 농교생에게 전가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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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기념행사의 진상 보고 분석

‘3 ‧ 1기념행사의 진상 보고’는 포고령 위반 피의자 김완배(남로당제주도당 농민

부장) 소지품 압수 제233호57)로서, 3월 7일 제주읍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다. 

57)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10.), 285~287쪽.

10. 발포의 동기는 기경(騎警) 하나가 한 어린아이를 답상(踏傷)하고 아무 말 없이 

질주하는 것을 분격한 군중이 경찰서를 들고 나온 동 기병에게 두세 차례 투석한 

데 있다.

    이상 지적한 것은 추호의 거짓도 없는 진상 그대로이니 여기서도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누구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다음 몇 가지다

(1) 계획성 있고 규율적이요 통제적인 민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2) 굳은 결심과 신념을 가져 ‘견적필살’의 강렬한 기세로 항상 집중 공격전을 

전개하여 적으로 하여금 반격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3) 단기전에 그쳐 군중에게 지리감(支離感), 권태감, 그리고 피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4) 결전에 임할수록 왕성한 투쟁태세를 가져 준동하면 언제든지 된다는 기세를 

보여 적을 완전히 접복(摺伏)시켜야 한다는 것.

(5) 가만한 중에도 항상 적의 음모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결전도 되기 

전에 적을 업신여기고 승리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6) 결전 후의 사태를 여러 가지로 예상 분석하고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

(7) 지도자와 연락선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사망자 7명, 중상자 6명, 판명된 경상자 7명 중 1명은 신문기자 동무)

제주읍위 선전부 

194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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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제주도당은 각종 지령서에 활동사항 보고를 강조하였다. 3월 5일 제주읍위

원회가 삼양1구 야체이카에게 하달한 제7차 지령서에도 3 ‧ 1사건 이후 활동상황 

및 여론 등을 조사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문서는 제주읍위원회가 제주도당

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주 내용은 3 ‧ 1집회와 발포 상황 및 거리시위 투쟁과 교훈 등이다.

(가) 참가인원 수를 조직 군중 17,000명, 기타 합하여 25,000명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조직 군중이란 남로당에서 조직하고 동원한 사람을 말하며 나머지 

8,000명은 일반 참가자라는 것이다. 당시 교통통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주

읍 애월면 조천면에서 조직을 통해 동원한 17,000명은 엄청난 규모이다. 

당시 남로당 및 전위조직세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25,000여 명도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인원이다.

(나) 미군정과 경찰을 시종일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복수 소탕할 것을 맹세하였다.

(다) 동원된 집단을 고녀(高女)부대, 노조부대, 애월부대 등 부대로 호칭

했다.

(라) 시위와 진압 상황을 진조전(進阻戰), 공격전, 결전, 견적필살, 단기전 등 

전투로 표현했다.

남로당제주읍당의 ‘3 ‧ 1기념행사의 진상보고’를 보면 미군정에 대해서 남로당 

시위대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완전히 전투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기마 경찰에 의해 어린아이가 다치는 돌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촉발된 발포사건을 이용하여 남로당은 미군정을 타도하고 남로당의 목표를 실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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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9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9차 지령서 ‘농민 데이 투쟁 캄파’ (1947년 3월 7일)58)

58)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8쪽.

지시�제� 0�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농민부

각�농촌�세포�앞

1947년� 3월� 7일

오는 3월 8일은 북조선에 있어서 토지개혁법 실시 1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의의 

깊은 날입니다. 이 역사적 기념을 농민 데이라고 결정하고서 농민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는 모멘트가 되고 있습니다.

3 ‧ 1운동 투쟁의 집중적 전개 및 이에서 파생한 3 ‧ 1사건을 계기로 일층 확대강화한 

조직적 태세의 정비에 여력이 없어 마침내 농민 데이 캄파에 대한 결정적 투쟁안이 

확립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 데이 

캄파를 이날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3월 8일을 출발점으로 오는 일주일간을 

농민 데이 투쟁 캄파로 결정하고 투쟁 요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1947년 2월 22일부 지시 미군정에 대한 요청문(연서 날인) 3통 발송을 3월 10일까지 

완수할 것.

2. 북조선 토지개혁법 실시에 대한 실천과 의의와 방법과 아울러 북조선 농민 생활상을 

해명할 것.

3. 남조선 농민의 현실과 전농의 토지개혁안을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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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차 지령서 분석

이 지령서는 북조선이, 토지개혁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1947년 3월 7일 남로당

제주도당 농민부에서 각 농촌 세포 앞으로 하달된 지령서이다.

이 지령서의 주요 내용은 

(가) 3월 8일은 북조선에서 토지개혁법 시행 1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칭송하면서 이날을 ‘농민 데이’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일주일간

을 ‘농민 데이 투쟁 캄파’로 결정하였다.

(나) ‘농민을 대량으로 남로당에 입당시키라. 조건이 허락하면 전부 입당시키

라.’ 남로당은 당원 배가운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제9차 지령서를 보면 3월 8일을 북조선 토지개혁법 시행 1주년 기념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의 토지개혁법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서기장 강양욱의 공동명의로 1946년 3월 5일 공포하였고59) 이 법령 제17조에는 

59) 1947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공포 1주년 기념일에 맞춰 북조선 면 인민위원회 위원을 흑백투표로 
선출

4. 반동 진영의 유상몰수안의 기만성, 반동성을 지적할 것.

5. 공출문제, 납세문제, 배급문제, 비료문제 기타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협의 또는 해결방

법으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농민위원회 조직의 소지를 만들어 둘 것.

6. 농민을 대량적으로 당에 흡수할 것. 조건이 허락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입당을 

시킬 것.(단 이중조직의 방법으로써 그래서 투쟁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정식 입당 

수속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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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을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끝낸다’고 규정했다. 2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였다. 3월 8일은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을 공포한 

날로써, 이 세칙에는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의 중심적 기관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남로당제주도당이 무슨 근거로 3월 8일을 북조선 토지개혁 시행일이라고 

주장하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이 지령서에서 특이한 것은 ‘반동 진영의 유상몰수 안의 기만성, 반동성을 

지적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당시 우익진영에서도 토지개혁안이 거론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고, 소유권 없이 단지 경작권만을 주었

다가 훗날 집단농장체제화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식량난을 자초하는 

등 실패작이었다. 반면 우리는 정부수립 후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연간 

생산량의 30%씩 5년간만 내면 완전 개인소유가 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여 성공하

였다.

그런데도 남로당은 소련과 북한의 노선과 정책이라면 무조건 맹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1947년 3 ‧ 1절 전후 남로당제주도당의 각종 지령서 분석

79

차. 제10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0차 지령서 ‘3 ‧ 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 (1947년 3월 7일)60)

60)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9~195쪽.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각�면위원회�읍위�각�야체이카�앞

1947년� 3월� 7일

3 ‧ 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

지난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발포살해사건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 상무위원회

는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당투위’를 구성하고 

이 투위가 전체적 3 ‧ 1사건대책투쟁을 지도하기로 되었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도부 5명, 조직부 5명, 선전부 10명, 구호부 3명, 

조사부 3명

 
투쟁방침

투쟁노선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그 유례없는 평화군중에 

대한 야수적 발포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에 대한 불꽃같은 

증오감과 투쟁욕, 대중의 앙양되어가는 혁명적 정열을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목적의식적인 결정적 반제

반파쇼투쟁을 할 수 있게 또 당의 혁명적 지도하에 자기부정적인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태세를 준비하고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의 반인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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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여지없이 대중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이 3 ‧ 1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3 ‧ 1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위한 합법전취

2. 미제 및 반동 진영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

3. 제2혁명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

우선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오기까지 이 노선 하에서 투쟁을 

전개시킬 것

   1. 조직활동

도 ‧면위에서는 당내 투쟁조직으로서 ‘3 ‧ 1사건 투쟁위원회’를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3 ‧ 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 ‧면 ‧리 ‧구에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

 
1) 당투쟁위원회 조직방침

부서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도부, 선전부, 구호부, 조사부(표면화된 동무는 

제외할 것)

(1) 지도부는 항상 당 상무위원 역할을 하고 전반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고 

각 부의 활동을 지도통제하며 투쟁방침을 세운다.

(2) 조직부는 합법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각 직장의 파업단 조직, 각 직장 파업단을 

망라한 읍 ‧면적 파업단의 조직, 부락단위의 대책위원회의 구성, 파업에 대한 

전체적 지도

(3) 선전부는 투쟁 슬로건의 구체화, 3 ‧ 1사건 진상폭로 선전사업

(4) 구호부는 발포구원 기금 캄파의 지도, 유가족과 피상자에 대한 구호사업, 사회장

의 준비와 지도, 3 ‧ 1사건 투쟁기금의 확립.

(5) 조사부는 3 ‧ 1사건의 진상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찰 내부의 조사, 반동 

진영의 동향조사, 각 방면의 투쟁상황에 대한 조사.

2) 대책위원회 조직 방법(합법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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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화된 대중단체의 동무로써 프락션 구성, 진보적 인사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 조사부, 교섭부, 연락부, 선전부

(2) 프락션이 중심이 되어 민전 산하 각 단체 및 각 직장대표

(3)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부, 구호부

(4) 각 면 ‧리에까지 위에 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3) 파업 후의 조직 및 지도

(1) 각 직장 프락치대표자연석회의를 소집

(2) 각 직장 파업단의 조직

(3) 각 직장 파업단 대표자로써 읍 ‧면적 파업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

책임자 1명, 부책임자 1명

투쟁부(성명서의 발표, 교섭, 각 직장파업에 대한 지도)

선전부

구호부(구원기금 및 투쟁기금 캄파)

조사연락부

(4) 각 직장 파업단도 위에 준하여 적절히 구성할 것.

(5) 파업단에서는

① 다음의 요구조건과 성명서를 1통은 미 지방장관에게 1통은 미 중앙장관에게 

1통은 각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② 파업기간은 요구조건의 가, 나, 다, 라, 마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할 것.

③ 각 파업단은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가능한 한 데모를 단행하고 수시 강력한 

데모를 계속 단행할 것.

④ 각 파업단은 파업 후에도 매일 1회씩 직장대회를 갖고 아지프로할 것.

⑤ 파업단으로서의 전단, 삐라 등의 문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⑥ 파업단은 구원기금과 투쟁기금 캄파를 전개시킬 것.

⑦ 파업단은 일인일문(一人一文)의 위안문을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보낼 것.

⑧ 각 파업단은 가능한 한 좌담회 기타의 회합을 많이 갖고 투쟁방법을 연구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82

토의케 하여 항상 투쟁에 대한 생생한 투쟁욕을 조장 발전시킬 것.

⑨ 각 파업단에서는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요지의 결의문에 

연명날인을 받고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울 것.

⑩ 요구조건(이 요구조건은 통일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직장별 요구조건은 다음 

조항에 기재하고 있음)

가.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형하라.

나.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다.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

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라. 3 ‧ 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마.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바.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4) 도 ‧면 ‧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상 요구조건을 전취하기 위하여

① 관계당국에 대하여 맹렬한 교섭전을 전개할 것.

② 구원기금 캄파를 추진할 것.

③ 각 면 인민, 직장, 단체 대표를 참가시킨 강력한 사회장을 단시일 내로 거행할 

것.

④ 전도민에게 부락별로 이상 요구조건에 연명날인시켜 1통은 지방군정장관에게 

1통은 하지 장군에게 1통은 우리 당중앙에 보낼 것.

⑤ 부락민대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폭로 선전할 것.

⑥ 성명서를 발표(사건의 전말, 교섭의 결과, 지방투쟁상황)하고 중앙민전에 대한 

보고, 민전조사단의 기자단을 초대할 것.

  

2. 선전활동

1) 3 ‧ 1사건의 진상 폭로와 요구조건을 결부 선전.

2) 반동경찰의 본질 폭로에 의한 대중의 경찰에 대한 증오감의 조장.

3) 3 ‧ 1운동 당시의 정세와 결부 외래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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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전 지방선거에 대한 행동강령 11조, 전농 토지개혁안을 해설 사업과 결부.

5) 반미(飯米) 요구투쟁과 결부.

6) 별기(別記) 슬로건에 의한 벽문활동(시간 매수를 정해서 매일 1회 이상) 

7)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삐라활동.

8) 정세발표를 위한 벽신문활동.

9) 각종 대중집회의 최대한도의 이용

10) 이 투쟁을 통한 각종 서클 조직확립.

11) 아지프로 대원의 편성과 각 부락 순회 선전.

12) 3 ‧ 1캄파투쟁의 의의, 경과, 전망을 10월인민항쟁과 결부 선전.

13) 구체적 수학적 사실을 들어 선전.

14) 구두, 문서를 병행할 것.

15) 도위에서 결정된 삐라, 슬로건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이름으로 할 것.

16) 대중에게 싸우면 승리한다는 자신을 줄 것.

  
3. 연락

① 이 투쟁기간 내는 각 야체이카 및 대책위원회 프락션은 면위에 매일 1회씩 

하고 면위는 도위에 3일 1회 이상 연락할 것.

② 문서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완전한 비합법적 태세를 준비할 것.

③ 파업에 들어간 후의 연락방법은 다음과 같이 릴레이식으로할 것.

읍 대정 안덕 중문 서귀 남원애월 한림

1 1:30 2 1 1 1 1
총 8시간
30분 간격

총 5시간

읍 성산 표선조천 구좌

1 1 1:30 1:30

연락장소 - 각 면에서는 반드시 연락장소 1개소를 결정하여 항상 자전거부대를 

대기시킬 것.

애월 - 한림 - 대정 - 안덕 - 중문 - 서귀 - 남원 - 조천 - 구좌 - 성산 - 표선 -

 ④ 각 기관은 반드시 전문연락원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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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연락원은 면위 신임장을 가지고 오고 다음의 신호방법을 취함

  
4. 당기관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투쟁 속에서

① 우리 당의 강철 같은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확립하고

② 당내 기회주의자, 영웅적 관료주의자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으로써 불순한 

요소를 완전히 숙청하고

③ 투쟁의 제일선에서 용감히 대중 속에서 자기부정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 요소

를 대담히 발용(發用)함으로써

④ 각종 기관활동의 강화와 민활화를 확립하고

⑤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투쟁에 충분한 능동적 영웅적 투쟁을 할 수 있는 

행동태세를 준비할 것.

  
5. 투쟁 슬로건

1) 일반적 슬로건

(1) 발포한 악질경관을 즉시 처단하라

(2) 발포책임자인 강동효 0000

(3)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형하라

(4)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인책 사임하라

(5)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

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6) 3 ‧ 1사건에 관계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7)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8)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9) 지방장관 선거는 민전선거 행동강령 11조에 의하여 실시하라!

(10) 삼상회의 결정은 즉시 총체적으로 실천하라!

(11) 민족의 당 애국의 당 남조선노동당 만세!

(1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13) 3 ‧ 1사건의 희생자를 사회장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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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1) 교원의 생활을 국가의 손으로 보장하라!(교원)

(2)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절대 반대!(교원)

(3) 관료적인 국대안을 즉시 철회하라!(교원)

(4) 파쇼교육을 절대반대!(생도)

(5) 학문의 연구와 발표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라!(생도)

(6) 생도 및 아동에게 학용품을 배급하라!(생도)

3) 노동자

(1) 노동자 및 사무원의 최저행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즉시 실시하라!

(2) 무조건 해고 절대 반대!

(3) 노동자 및 사무원에게 쌀을 1일 4홉씩 배급하라!

4) 농민

(1) 강제공출 절대 반대!

(2) 강제부역 절대 반대!

(3) 전농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4) 굶주리는 농민에게 쌀을 배급하라!

5) 경관(경관이 한 것처럼 할 것) 

(1) 민주경찰 확립 만세!

(2) 경관은 인민의 벗이 되자!

(3) 인민을 못살게 구는 살인경관을 경찰에서 축출하라!

(4) 일제시대 경부(警部), 친일파인 강인수 감찰청장 절대 반대!

6) 소시민

(1) 시민에게 쌀과 집을 달라!

(2) 인민을 못살게 구는 모리배를 소탕하라!

  
주 : 우리가 내건 요구조건 중 가,나,다,라,마는 최소한도이며 최후까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다. 이것을 전취함으로써 투쟁노선의 최소한도를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대한도의 슬로건과 최소한도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라. 구두 혹은 문서 

선전활동은 일반적 슬로건과 개별적 슬로건을 적당히 종합 배치하여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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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7일 자 ‘3 ‧ 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는 남로당제주도당 간부 수십 

명이 3월 5일 제주읍 삼도리 김행백 가에 모여 결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제주도당이 각 읍 ‧면 및 각 야체이카에 내린 지령서다.

내용은 크게, 투쟁방침으로 조직활동, 선전활동, 연락 방법, 당기관활동의 강화 

방안, 슬로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구체적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직후인지라 남로당으로서는 이를 남로당 이념과 목표달성의 호기로 판단하

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이 지령은 남로당제주도당 상무위원과 제주읍당 상무위원 연석회의에서 

당투위를 구성하고 이 투위가 3 ‧ 1사건대책투쟁을 총지휘한다.

(나) 발포사건으로 인하여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에 대한 증오감과 투쟁욕, 

대중의 앙양되어가는 혁명적 정열을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61)의 대중투

61) 제2혁명단계는 1905년 레닌의 저서 두 가지 전술에서 밝힌 이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레닌의 
‘연속 2단계혁명론’이라고도 한다. 사회주의혁명을 하려면 제1단계로 혁명역량이 열악한 경우 대중을 
널리 규합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그대로 내세우는 것을 피하고 파시즘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진보적 부르주아까지 포함한 계층을 혁명의 주체역량으로 설정하여 먼저 현 
지배체제를 타도한다. 즉 主타도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맹세력으로 포섭하여 그들과 함께 혁명을 
완성한 다음 제2단계로 副타도대상(전술상 일시적 동맹세력으로 포섭한 부르주아 세력)을 제거하여 
명실공히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 의혁명을 완수한다는 이론이다.

각 파업단에서는 이상 요구조건 외에 각 직장으로서의 독자적 요구조건(별기 슬로건)

을 적당히 종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프린트하여 배부하고 벽신문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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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키라.

(다) 이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의 약체화를 위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을 전개하라.

(라) 도 및 면당에서는 당내 비합법투쟁조직으로 ‘3 ‧ 1사건투쟁위원회’를, 당외 

합법투쟁조직으로 ‘3 ‧ 1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되 읍 ‧면 ‧리 ‧구까지 

구성하라.

(마) 각 직장에 파업단을 구성하라.

(바) 투쟁 시 요구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절대적 요구조건은 발포책임자와 

발포경찰관 즉시 처형, 경찰 수뇌부 인책 사퇴, 피살자와 부상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위로금 치료비 지원, 3 ‧ 1사건 관련 피검자 무조건 석방, 경찰

관 무장 즉시 해제, 이렇게 다섯 가지다.

(사) 경찰 내부의 조사, 반동 진영의 동향 조사

(아) 선전활동으로 대중의 경찰에 대한 증오심 조장, 민전 지방선거 행동 강령 

및 토지개혁안 선전, 3 ‧ 1캄파투쟁을 10월인민항쟁(주:10월대구 폭동)과 

결부 선전하라는 것 등이다.

(자) ‘수시 강력한 데모를 계속 단행할 것.’

이 지령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조천 중문 대정 한림 애월 

등 5개 면에서 항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6,000~9,000명에 달했

다.62)

(차) 제주읍을 기준으로 서회(西廻)하여 남원까지 8시간 30분, 동회(東廻)하여 

표선까지 5시간을 지정하고 자전거로 릴레이식 전달 방식을 취하였는데 

62) 박찬식. 4 ‧ 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4.3.),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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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에서 결정된 사항이 불과 8시간 30분 이내에 전도에 전달되는 신속 

체계를 갖추었다.

(카) 당 기관 활동 강화 방안으로 주목할 것은, ‘당내 기회주의자, 영웅적 관료주의

자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으로 불순요소를 완전히 숙청하고’ 이는 대외적으

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내적으로도 조금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무시한 숙청지침을 내린 것이다.

(타) 투쟁 슬로건은 일반인, 학교, 노동자, 농민, 경관(警官), 소시민별로 모두 

32개이다. 눈에 띄는 것은, 3 ‧ 1사건 관련 피검자 석방, 경관의 무장 해제, 

지방 장관 선거는 민전선거 행동강령 11조에 따라 시행, 토지개혁 시행, 

삼상회의 결정 실천, 민족의 당 애국의 당 남조선노동당 만세 등이다. 

여기서 ‘경관’에 해당한 슬로건은 ‘경관이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

  
위 제10차 지령서를 보면 남로당제주도당이 판단한 현 정세 분석은,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의 ‘8월 테제’와 같고,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극비 지령과도 

일치한다. 즉 현 정세를 혁명 제1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곧 제2혁명단계로 조장 발전시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오기까지’라는 지침은 

철저히 중앙당 지침에 의해서 행동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3 ‧ 1발포사건 대책에 대하여 ‘중앙당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라고 했다면, 

그보다 몇 백 배 중대하고 위험한 4 ‧ 3무장반격전에 대하여 중앙당 지침(지령) 

없이 독자적 무장반격전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앙당 

지령 없이 4 ‧ 3무장반격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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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로당의 동향 - 1947년 3월 10일 자 삼양 1구에 살포된 전단63)

63)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96~197쪽.

친애하는 농민 여러분!

00에 누구보다도 고통했고 누구보다도 눈물겨운 살00을 하였던 농민 여러분! 

  지금도 굶주리고 시달리는 농민 여러분!

우리들을 못살게 하는 놈이 누가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경찰에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란 것입니다. 우리 동포가 피흘린 3 ‧ 1운동 기념일에 죄 없는 우리 동포를 

쏘아죽인 강동효를 000 살인경관들입니다.

강인수 감찰청장은 인민을 000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동포들은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그놈을 처형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다고 총파업을 하였습니

다. 도청을 비롯하여 전도 관공서에 있던 00, 자동차 종업원을 비롯한 노동자 전부, 

각 학교 전부가 빠짐없이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상점문을 닫기 시작하고 

양심 있는 경관들은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정면 농민들은 항의문을 연명하

여 제출하고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는 납세공출 등 일체 군정명령에 복종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비참히 쓰러진 동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인경관을 

축출하고 인민을 위한 민주경찰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스럽고도 거룩한 싸움을 도민 30만의 이름으로 

선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하는 도내 25만 농민 여러분!

우리들이 일어설 때는 이때입니다. 사무원, 노동자, 교원, 학생, 시민, 00 응하여 

인민의 적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꽃같이 일어나는 동포애, 조국애, 그리고 

우리의 원수 친일파 민족반역자 살인경관 강동효와 그 부하에 대한 복수는 30만 

도민이 뭉쳐질 때 비로소 참다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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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분석

이미 내려진 각종 지령에 따라, 지역에서 적절히 만들어 살포한 전단으로 

보이며, 3 ․ 10총파업일을 기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도내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혼란을 초래한 다음 해방구를 기도한 것이다.

고통하는 농민 여러분, 때는 왔습니다. 뭉치면 강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30만 도민 단결의 날, 3월 10일이 얼마나 기쁜 날이며 거룩한 날이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원한을 참고 또 다시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킬 기회는 왔습니다.

친애하는 농민 여러분! 

최후까지 싸웁시다.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납세 및 공출 기타 군정의 

일체 명령에도 복종치 않을 것을 굳게 결의합시다.

1.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경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라

1. 경찰의 수뇌부는 인책 사임하라

1. 피살자의 유가족의 생활을 종신보장하며 피상자에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1. 3 ‧ 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1.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1.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1. 강제공출과 강제부역 절대반대

1. 전농의 토지개혁안을 즉시 실시하라

1. 굶주리는 농민에게 쌀을 배급하라

 

남로당제주도위원회

194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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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제11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1차 지령서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의건 등’ (1947년 3월 

10일)64)

64)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97~200쪽.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각�야체이카�귀중

1947년� 3월� 10일

1.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의건

표기의 건에 관해서는 이미 도투위에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였으므로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각 직장 세포와 내외적으로 통일된 보조를 같이하도록 하여주기 

믿음. 그리고 아래의 제항에 관한 활동은 시각을 다투어서 해주시압.

① 도투위 방침에 의하여 각 리 ‧구에서는 3 ‧ 1기념준비위원회를 시급히 리 ‧구 

000 3 ‧ 1사건대책위원회로 조직(개편해도 가)할 것

②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도3 ‧ 1투위 방침서에 의한 00조건의 요구조 00 000 같은 

결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부 0원에게 서명날인케 하고 각기 그 방침서에 택000계 

당국 단체로 시급 송부할 것.

③ 구원기금운동을 일으킬 것.

④ 전도적으로 전개된 총파업 지시운동을 일으킬 것.

⑤ 세포로서 늘 독자적으로 삐라 전달전을 맹렬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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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정보수집의 건

3 ‧ 1투쟁에 있어서 사망자, 사상자, 가해자, 목견자 수의 주소, 성명과 이달 10일 

오전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후의 반동단체의 동향과 직장 내 혹은 농촌에 있어서의 

스파이=밀고자 조사활동 상황과 시시로 일어나는 정보의 여론을 각 야체이카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아래 방식에 의하여 창안 보고하여 주시기 무망(務望)함.

주소 성명 성별 사망자수 사상자수 가해자수 목견자수 피해장소 비고

직장 또는 
농촌명

총인원수
지령에 의해 죄0에 

들어간 인원수
죄0반대자 

인원수

직장 또는 
농촌에의 

스파이의 수
비고

반동 단체명 인원수 책임자 성명 비고

  

3. 3 ‧ 1사건 투쟁기금 확립의 건

이 기금은 3월 1일 야수적인 발포살인사건을 계기로 하여 반동분자 000000000 미제국

주의의 반인민적 정책을 여지없이 대중적으로 분쇄하기 위00 000000 3 ‧ 1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피상자의 구호금과 혼동치 말고 각 당원 00000000 이상으로 송금할 것.

송금기0는 0월 11일까지 부금액위원회 총무부로 송금할 것.

제주읍 50원, 애월면 500, 한림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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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선 확립에 관한 건

3월 25일 읍 전체 0책회의에 토의되었던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여 상무회의에 

000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명심하여 00하는 동시에 다음의 표에 의한 연락을 이 

통0 받은 즉시 실0000여 주옵기 믿음.

0000표

시내지구 - 노무(勞務)에서 직접하겠음

상부(商部)지구 - 아직 오르그단이 편성되지 못했으므로 오르그단이 편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대로 하겠음

동부지구

세포명 화북 삼양1 삼양2 도련 봉개 삼양교 화북교

연락
기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부지구

세포명 외도 도평 이호 도두 서부교

연락
기일

월 수 목 토 일

 
(주 : 각 세포는 위 표에 정기일에는 반드시 교대식으로 지구 ‘오르그’책을 거쳐서 읍 00과 연락할 것. 

기일 당해서 연락차로 나선 세포원은 야책 신임장과 ‘오르그’책 신임장을 반드시 지참할 것. 각 

세포에서는 각종 보고 또는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지구 ‘오르그’책에게 전해둘 것. 

연락차로 나선 세포원은 전항의 보고문서를 상지(常持)하고 읍상위와 접촉하여 상지와 보고문서를 

읍상위에 전함과 동시에 상위로서는 각 세포에 전할 문서를 연락세포원에게 송부함.

연락세포원은 전항의 서류를 ‘오르그’책에게 전여(傳與)함.

‘오르그’책은 릴레이식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각 세포에게 전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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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간보고 및 3 ‧ 1투쟁 보고 독촉의 건

수제의 건에 있어서는 매주 마다 종전에 지시한 작식(作式)에 의하여 보고, 사실의 

유무 불문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도 보고가 없음은 투쟁을 

0하는 의미이며, 더구나 3 ‧ 1투쟁보고는 당중앙 방침은 적어도 3월 2일까지 0위하도

록 하고 있으나 본 읍만은 단독으로 읍위에서는 느리쳐 8일까지 000 5일 부(附) 

도모하였으나 0금까지 보고가 없으니 화급 시각으로 다투어 0000.

  
6. 농민위원회 조직 건

표기의 건은 읍 전체 야책회의에서도 이미 논의한 바 있었거니와 이000000(3 ‧
1기념 총파업)을 이용하여 시급히 조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0000000 농위조직의 

급속화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당 합법화를 의미하는 동000 0000 역할을 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당중앙위원회의 방침00000000 본도에 있어서는 육지부면

과 농민에 대한 사정이 특이함으로써 00000000 이에 대한 구체적 안이 없으나 농민이 

집결하기 쉽게 우선 다음의 몇 000000 내걸고 조직에 전력을 가할 것.

① 강제공출 절대 반대 ② 빈농에게 쌀을 배급하라 

③ 강제부역 00000 ④ 가렴 잡세 즉시 철폐 

⑤ 누진세 실시 ⑥ 비료를 인민의 손으로 배급하라 

⑦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남조선에도 곧 실시하라

⑧ 일제잔재의 기구, 농회, 산림회, 전업(塡業)조합 등을 분쇄하라

 
(주 : 이상의 표어 중에서라도 농민이 반대하는 것은 빼고 또 넣을 것이 있으면 넣어서 

가함. 이상의 표어를 가지고 우선 농민을 집중시키고 선언, 강령, 규약은 본도 농민에 

합의하도록 추후 제정하여 보내겠음. 격려문은 공동투쟁위원회 000 - 전단 말미에 

만년필 글씨로 씌어 있음)



3. 1947년 3 ‧ 1절 전후 남로당제주도당의 각종 지령서 분석

95

(2) 제11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10일 자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의건 등’은 총파업 

대비책, 조사정보 수집 강화, 주간 보고 및 3 ‧ 1투쟁결과 보고 독촉, 농민위원회 

조직 독려 등이다.

중요 내용으로 

(가) 각 리 ‧구에서는 3 ‧ 1기념준비위원회를 시급히 3 ‧ 1사건대책위원회로 조

직 개편할 것.

(나) 우리의 요구조건을 서면으로 작성 연명하여 당국에 제출할 것.

(다) 3 ‧ 1투쟁과 관련한 인명피해 상황, 가해자 및 목견자의 주소 성명, 파업 

후의 반동단체 동향 구성원 수, 책임자 성명, 직장 및 농촌의 스파이

= 밀고자 조사 보고.

(라) 투쟁기금을 각 읍 ․면별로 할당.

(마) 농민위원회 조직을 독려하고 있다. 또 구호에는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남조선에도 곧 실시하라’ 등이 있다.

이 11차 지령서에서도 반동단체 책임자와 스파이를 사전 파악 숙청하려는 

자료수집 지시가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의해 4 ‧ 3반란 당시 우익인사가 

많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남로당제주도당은 농민을 계속 선동하면서 농민위원

회 조직을 독려하고 각 읍 ․면당에 투쟁기금을 할당, 갹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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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12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2차 지령서 발 ‧수신 및 날짜 등 불명한 ‘미군정명령 일체 불복종 등’65)

65)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1~202쪽.

00000

수신, 발신, 날짜 등 불명

1. 각 직장대회 및 부락민대회는 이미 정한 6조 요구조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케 하는 

시에 이 요구조건이 완전히 전취될 때까지 

① 미군정의 여하한 명령에도 일체 불복함

② 일체 세금 불납함을 의결케 하고 연명 날인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요구서를 

3통 작성하여 각각 0당국에 제시하고 맹렬한 교섭전을 전개할 것(이 요구서는 

반드시 도대책회(합법적)의 손을 경유할 것)

  
요구0식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평화 동포에 대한 발포살인사건은 3 ‧ 1운동 당시의 비0을 

재연한 것이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보지 못할 청천벽력의 

인공노(人共怒)할 악마적 행동이며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민족에 대한 일대회욕(一

大悔辱)0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은 다음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1) 미군정의 여하한 명령에도 일체 불복함

2) 일체 세금을 불납함.

  
요구조건

1)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 즉시 처형하라.

2)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인책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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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차 지령서 분석

이 지령서는 발신 명의, 수신자, 발송 날짜, 제목 등이 불명(不明)한 지령서이나 

그 내용에 새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

(가) 미군정 명령에 일절 복종하지 않고

(나) 세금을 일절 내지 않으며

3)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

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4) 3 ‧ 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5)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6)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1947년 3월 00일

제주도 ○○면 ○○리 부락민대회(○○○직장대회)

  
○○○ 인

이○○ 인

김○○ 인

  
2. 동시에 희생자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도대책위원회에 독촉서를 

보내고 만일 경찰에서 허락지 아니할 시는 즉시 확(擴)0문을 감찰청에 착시(捉示)하

여 투쟁할 것.

3. 대회석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호기금 캄파를 전개하여 거금(據金)은 즉시 

거출고(거出考) 명부와 함께 도대책위원회 구호부에 보낼 것.

4. 앞의 요구서를 써서 요소요소에 첨부(貼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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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0차 지령서에 따라 3 ‧ 1발포 사건 후 당국에 제출할 요구조건과 성명서

를 3통 작성 1부는 미 지방장관에게, 1통은 미 중앙장관에게, 1통은 대책위

원회에 제출하라고 지령하면서 그 문서 견본을 제시하고 있다.

 
제12차 지령서는 문서투쟁의 틀을 제시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중앙에 있는 미군정장관에게 성명서를 보내도록 한 것은 미군정의 정책을 바꿔보

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벽보투쟁’ 역시 당시 자고 나면 길거리 담벼락이나 

대문에 도배하다시피 각종 벽보가 부착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파. 제13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3차 지령서 ‘각 읍 ‧면 파업단대회 소집의 건’ (1847년 3월 13일)66)

66)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6쪽.

투위�지시�제7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3 ‧ 1사건투쟁위원회

각�읍 ‧면�투위�귀하

1947년� 3월� 13일

각 읍 ‧면 파업단대회 소집의 건

1. 목적

1) 파업단의 기세를 높여서 그 투쟁열을 앙양 고조시킨다.

2) 단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파업에 대한 굳은 신념을 대중에게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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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13일 자 ‘각 읍 ‧면 파업단대회 소집의 건’은, 15일 개최되는 각 

읍 ‧면파업단대회 소집을 알리는 내용이다.

특이사항은 문서투쟁으로 메시지를 작성, 하지 중장, 민전 의장단, 연합군 

앞으로 보내고, 각 읍 ‧면에서는 교섭원을 선출하여 군정장관에게 교섭전을 전개

하라는 지령이다. 또한 읍 ‧면교섭원을 중앙에 파견하라는 지령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남로당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도이다.

시킨다.

2. 기일 : 15일 정오

3. 토의사항

1) 정세보고

2) 경과보고

3) 대회에서 성명서 발표

4) 메시지 교환 - 각 읍 ‧면 투위 이름으로서 각 읍 ‧면에 메시지를 교환하여 대회석상

에서 낭독할 것. 특히 메시지는 기초해서 15일 전 각 읍 ‧면에 도착하도록 

할 것.

5) 중앙에 메시지 발송 - 하지 중장, 민전 의장단, 연합군.

6) 군정장관에게 교섭전 전개 - 각 읍 ‧면에서 교섭원을 선출하여 강력한 교섭전을 

할 것.

7) 중앙에 교섭원 파견.

8) 도공동투쟁위원회 준비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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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14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4차 지령서 ‘파업단의 구호활동에 관한 건’(1947년 3월 13일)67)

67)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7쪽.

투위�지시�제8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3 ‧ 1사건투쟁위원회�지도부

각�읍 ‧면�투위�귀하

1947년� 3월� 13일

파업단의 구호활동에 관한 건

1. 里대책위원회를 하루 바삐 구성시킬 것.

2. 里대채위원회, 里민청, 里부맹(※婦盟부녀동맹,婦同) 등 대중단체로서는 읍 ‧면 공투

에 격려문을 보내 대중의 파업단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것.

3. 위문대 조직의 건

파업단의 기세를 앙양시키며 배후에 인민의 지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파업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며, 일반 대중에게도 파업에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청, 

부맹원을 중심으로 위문대를 조직하여 중요한 파업단을 위문 격려하고 쌀, 감자, 

담배, 야채 등을 파업원에게 줄 것(수량은 문제 아니다)

4. 대위와 투위와의 관계

대위(※對委대책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투위(※鬪委투쟁위원회)는 비합법적 조직

이며 대위로서는 절대로 파업단을 지도할 수 없으며, 투위만이 파업단을 지도한다. 

대위는 강력한 교섭전과 구호운동에 중점을 둔다. 투위로서도 교섭전과 구호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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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13일 자 ‘파업단의 구호활동에 관한 건’은 里대책위원회를 하루바삐 

구성하고, 민청과 부녀동맹을 총동원하여 파업단에 격려문과 위문품을 보내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중의 호응도를 높이라는 지령이다. 그리고 합법조직인 

3 ‧ 1사건대책위원회와 비합법조직인 3 ‧ 1사건투쟁위원회 간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3) 남로당의 동향 - 1947년 3월 13일 자의 ‘정보’68)

68)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7~208쪽.

투위�지시�제9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3 ‧ 1사건투쟁위원회�지도부

각�읍 ‧면�투위�귀하

1947년� 3월� 13일

  
1. 정보(제2호)

1) 11일 파업직장 - 삼양교, 읍사무소, 우편국, 상호은행, 남진운수사, 어업조합, 

전매국, 고등여학교

2) 미파업 직장 : 세무서, 식산은행(가능), 전기회사(실질적)

2. 지방정세

1) 애월면 : 각 광공서 일체, 중학교 및 각 국민학교 직원 생도. 투쟁기금과 구호기금 

0지, 벽서활동 활발

2) 한림면 : 각 관공서 일체, 중학교 및 각 국민학교 직원 생도. 상동

3) 대정면 : 각 관공서 일체, 중학교 및 각 국민학교 직원 생도.

10일 오후 2시 시위행렬 감행.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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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분석

1947년 3월 13일 자 ‘정보’는 파업에 동조 또는 동조하지 않은, 그리고 파업 

가능 기관단체를 파악하여 각 읍면에 전파하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애월 한림 

대정면 파업과 시위 상황이다. 3개 면 상황뿐인 것으로 보아 모이는 대로 하달한 

것 같다. 제2호인 것을 보면 제1호가 이미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 제15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5차 지령서 ‘연락에 관한 건’(1947년 3월 13일)69)

69)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2~203쪽.

당투위�제10호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3 ‧ 1사건투쟁위원회�지도부

각�읍 ‧면투위�귀하

1947년� 3월� 13일

연락에 관한 건

1. 연락

연락망을 전투태세로 개편할 것. 연락은 전무(專務)로 하고 겸무(兼務)로 하지 

말 것. 연락원은 도중에 있어서의 비상사태에 충분히 대비할 것. 연락의 지속(遲速)은 

전기(戰機)를 포착하는 데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각을 다투어 민속히 행동할 

것.

2.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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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시가 있을 때에 그 지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구안(具案)한 

사전 계획서

② 그 계획에 대한 실천 성과

③ 읍 ‧면 각 파업단의 파업선언 시일, 참가인원수, 동향(의식적과 무의식적 

구별)

④ 각 대중단체로서의 파업단 구호활동 상황

⑤ 농촌활동, 특히 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항의문 제출(작성)상황

⑥ 면공투위의 활동 상황

⑦ 구호기금과 투쟁기금 활동상황(수학적, 직장지역별, 참가인원수별)

⑧ 적 진영의 경비태세 동향

⑨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귀, 중문, 안덕 각 면의 보고활동이 없음을 

지적함.

연락, 지시, 건의, 보고에 의한 각급 기관의 유기적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통일적으로 운동을 추진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적 활동을 거부하려는 

파괴적 경향이며 고의라면 반당파적 오류를 재기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음.

당투위의 투쟁기금 해당액이 대정, 한림, 애월을 제외하고 아직 소식이 없으

니 오는 15일 한 필착토록 할 것.

3. 작전상 당투위 지시 제7호에 의한 파업단은 면대회를 15일 정오 그대로 하되 

시(時)로 시위를 하고 또 민청, 부총의 응원 데모를 실시하여 제주읍의 집중적 

경비를 분리시키기에 노력할 것.

벽서활동의 합법성을 각 면에서는 그 역량으로 전취할 것.

벽서기록은 투쟁적 미술기능을 발휘할 것.

당투위에서 결정한 슬로건은 남로당 서명으로 할 것.

철시를 단행시키고 겉문, 이문, 대문에 빠짐없이 풀을 넉넉히 하여서 완전히 첩부할 

것.

4. 당 결정 고급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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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13일 자 ‘연락에 관한 건’은 주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이한 것은 

(가) 연락망을 전투태세로 개편할 것.

(나) 각종 보고사항 철저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 적 진영의 경비태세 동향 보고

    - 각종 연락, 지시, 건의, 보고의 태만은 조직적 활동을 거부하려는 파괴적 

경향이며 고의라면 반 당파적 오류를 재기하는 것이라고 위협 경고하고 

있다.

(다) 당 투위 투쟁기금을 각 읍 ‧면별로 할당했는데 애월 한림 대정을 제외한 

읍 ‧면이 미납하였고 15일까지 내도록 독촉하고 있다.

(라) 면 단위 파업단대회를 15일 정오에 시행하고, 민청과 부녀동맹이 응원데모

를 하도록 지령하고 있다.

(마) ‘불법탄압하면 무력으로 항쟁한다’는 것이 등장했다.

제15차 지령서에는 업무적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내부 이탈 방지와 투쟁기금 

모금이 원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불법탄압하면 무력으로 항쟁한다는 

표어가 최초로 등장하여 13개월 후에 발발한 4 ‧ 3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①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② 경찰의 수뇌부는 전 인민의 선거로!

③ 불법탄압하면 무력으로 항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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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제16차 지령서와 그 분석

 
(1) 제16차 지령서 ‘농위조직에 관한 건’ (1947년 3월 13일)70)

70) 제주4 ‧ 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204~205쪽.

도위 지시 제3호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농민부

각 읍면위 귀하

1947년 3월 13일

농위조직에 관한 건

3 ‧ 1사건투쟁 기간을 통하여 농민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 의식이 확대되고 

그 혁명적 열정이 양양되어 있음을 포착하여 적 세력이 읍내 파업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비하고 있는 틈을 타서 농민위원회의 조직을 급속히 추진시킬 것이며 또는 별지와 

같이 도련(道聯)대회에 대비하여 준비완료 면은 대의원을 파견할 것이며 미조직 

구역에서는 준비위원회를 갖고 준비위원으로서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음.

1. 농위조직 상황을 오는 3월 20일까지 보고할 것

2. 농위 강령규약은 대정면 농위의 것을 당분간 이용키로 하고 상부로부터 규약이 

오면 수정할 것으로 함.

3. 도련대회 참가에 관해서는 대정면 농위에서는 특히 도대표 파견에 대하여 위촉코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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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전라남도 농민연맹 상임집행위원회

각 부 ‧군 ‧도 농민위원회 귀중

1947년 3월 4일

제2차 도련(道聯)대회 소집에 관한 건

조선의 완전한 민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악전고투하시는 여려 동지에게 성심으

로 경의를 표하며 규약에 의하여 지난 9월 중에 정기대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주객 양관(兩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3월 19일로 연기되어 다음의 

요항(要項)에 의하여 개최하겠아오니 유루(遺漏) 없이 준비하여 대의원을 파견하시기 

바라나이다.

〈요항〉

1. 일시 : 3월 19일(시일이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 통지함)

2. 장소 : 광주극장

3. 연락소 : 민전사무소

4. 대회구성 : 각 부 ‧군 ‧도 대의원 3명, 각 면 대의원 2명(단 각 대의원은 위원장의 

신임장을 제출할 것)

5. 지방에 있어서의 준비요항

1) 각 위원회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대회를 소집할 것. 만일 불가능할 

때에는 대표자대회를 소집할 것.

2) 대회기록, 대표자 회의록을 1부씩 도대회에 제출할 것.

3) 전략(前略) 제2차 전국대회 소집에 관한 건 지시에 의한 조사표 및 보고서를 

제출할 것.

4) 도농위 해당금 3천 원을 속히 준비하여 보낼 것.

5)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 강제공출 절대반대, 민전선거 행동강령 실천,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삼상회의 결정의 총체적 지지 등을 각 부 ‧군 ‧도 ‧면 부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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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차 지령서 분석

1947년 3월 13일 자 ‘농위 조직에 관한 건’은,

(가) ‘3 ‧ 1발포사건으로 농민의 혁명적 열정이 앙양되어 있음을 포착하여 적 

세력이 읍내 파업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비하고 있는 틈을 타서 농민위원

회의 조직을 급속히 추진하라.’

(나) ‘읍 ‧면 농민위원회 조직 결과를 3월 20일까지 보고하라.’

(다) ‘농위 강령규약은 대정면 농위의 것을 당분간 이용하라.’

(라) 이 지령서에는 별지 ‘전라남도농민연맹 상임집행위원회’가 1947년 3월 

4일자 각 부 군 도 농민 위원회에 하달한 ‘제2차 도련대회 소집에 관한 

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에 있어서의 준비 요항’으로 6개항을 

지령하고 있다. 그 중 제5항에는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는 

등의 주장과 각 부 ‧군 ‧도 ‧면 ‧리에서 결의문을 작성하여 1통은 하지 

혹은 부락좌담회 석상에서 결의하여, 1통은 하지 중장, 1통은 중앙민전으로 

보낼 것(즉시 실시)

6) 대회는 시간관계로 3월 19일 오전 8시 반부터 개최하겠사오니 지방 대의원은 

3월 18일에 광주 도착할 것. 군(郡)대표는 18일 오전에 도착할 것.

6. 전농기(全農旗) 배부에 대하여

각 농위에 있어서 농민이 가장 사랑하는 농위의 기가 없어 퍽이나 유감이 적지 

않아 금반 도농련에서 각 부 ‧군 ‧도, 각 면기 300매를 준비하였으니 각 부 ‧군 ‧도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1매씩 상비할 것.(본견으로 상당히 크게 되었음) 가격 1매 

천원쯤. 금반 대회시 구입토록 준비할 것. 기타 인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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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에게, 1통은 중앙민전으로 보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6차 지령서는 당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치밀한 

지령이다. 이 지령으로 보아 전도 각 읍 ‧면농민위원회는 늦어도 3월 중 조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정면농민위원회(위원장 이운방)를 1947년 1월 

30일 조직71)했고, 이운방을 제주도 대표로 위촉하여 3월 19일 전남 광주시 광주극

장에서 개최되는 농위전라남도연맹대회에 파견할 계획인 듯하다. 

71) 현길언. 본질과 현상 제34호 (본질과 현상사, 2013.12.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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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으며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3 ‧ 1운동기념투쟁의 주체는 남로당중앙당

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당이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전이 주도하였다.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을 그대로 승계한 정당이다. 당연히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친소 친공 친북한, 반시장경제, 반자유민주주의, 반미

(反美), 반대한민국성(性)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정당이다.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38선 왕래가 차단된 상황에서 미군정이 

지배하는 남한에서 남로당의 진로와 활동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군중동원이 가장 좋은 

3 ‧ 1운동 기념일을 맞이했다. 남로당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자신의 이념 실현을 시도했다. 이것이 3 ‧ 1운동기념투쟁이었다.

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로당제주도당이 각종 지령서에 나타난 구호나 주장은 소련과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남로당 지령서들을 추적해 보면 남로당중앙당 → 북한 

박헌영과 김일성 → 북조선주둔 소련군정 레베데프72) → 소련 연해주 군관구 

스티코프 → 소련 스탈린으로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72) 레베데프(~1992. Nikolai Georgievich Lebedev) 소장은 1945년 소련군정사령부 정치사령관, 1947
년 중반 민정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북한정권 창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비망록'을 중앙일
보현대사연구소에서 발굴, 1994년 11월 15일부터 7회에 걸쳐 연재하였으며, 졸저 제주4 ‧ 3사건 
문과 답 <부록 2>에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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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서에 ‘삼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라고 중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좋은 예다. 

둘째, 제1차 지령서 제목이 ‘3 ‧ 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는 3 ․ 1운동기념식이 3 ‧ 1평화항쟁73)이나 순수한 행사가 아니라 

‘투쟁’이었음을 명기하고 투쟁 방침을 담고 있다.

셋째, 제2차 지령서에서는 3 ‧ 1운동기념투쟁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3 ‧ 1운동 기념일을 기회로 남로당 이외의 세력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철저히 숙청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령은 3 ‧
1발포사건 8일 전에 내려진 지령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포사건이 

없어도 4 ‧ 3은 일어나게 되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넷째, 3 ‧ 1운동기념투쟁 때 동원된 사람들을 전부 조직에 가입시키고 정도에 

따라 (남로)당에 입당 수속을 할 것’을 지령한 것은 순수한 기념식이 아니고 

당세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지령서의 표어나 구호는 오직 소련과 북한이 노선과 일치한다. 

1947년 3 ‧ 1절 행사에서 북한 ‘김일성 만세’를 부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여섯째, 제10차 지령서 ‘3 ‧ 1사건대책투쟁 방침’에 나타난 현 정세 분석은,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의 ‘8월 테제’와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극비지령에 

나타난 정세 분석과 같다. 즉 현 정세를 혁명1단계로 판단하고,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 조장 발전시키고 3 ‧ 1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지도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73) 해방전후사의 인식 4호 (한길사, 2012.12.31.), 260쪽.
제주대 고창훈 교수는 ‘4 ‧ 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이란 논문에서 ‘3 ‧ 1평화항쟁’이라는 용어를 중복
으로 기술했다.



4. 맺으며

111

일곱 번째, 제4차와 제9차 지령서에 나타난 주장들을 살펴보면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맹종하는 내용이 나온다.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하라.’고 지령하고, 북한 토지개혁법 시행 1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3월 

8일을 의의 깊은 날로 규정한 점, 농민 데이 투쟁 캄파를 전개하면서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다.

여덟 번째, 제13차 지령서인 ‘당투위 제10호’에는 최초로 무장반격전을 암시한 

‘불법탄압이면 무력으로 항쟁한다’는 구호가 등장한다. 이는 남로당제주도당이 

최초로 무장투쟁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지령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미군정 당국이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제주도당은 2월 19일 ‘3 ‧ 1절 당일 군중의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을 목표로...... 일대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제2차 지령서에 구체화하여 ‘만일 행사 및 시위행렬을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이라는 방침에 따라 불법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여 

폭동 또는 변수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는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비화하

였다. 경찰은 2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마경찰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돌을 던지며 

추격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포함으

로써 6명 사망, 8명 부상이라는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커지게 되고 도민들은 남로당의 선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는 총파업으로 연결되어 도내 치안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남로당의 ‘이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라는 지령 내용을 실현할 기회(명분)

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결국, 330명의 도내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치안유지가 힘들게 되자 1차 응원경찰 

100명이 2월 23일 도착하였고, 이어서 추가 지원을 받아 사태수습에 당하였다.

3월 14일에는 조병옥 경무부장이 내도하여 중앙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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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수습에 나서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후유증은 막심했다.

3 ‧ 1사건과 관련되어 재판에 넘겨진 자는 모두 245명이다.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57명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일부 도민들은 역사적 민족적 평화적 경축일인 3 ‧ 1절 기념식에서 경찰이 

무조건 발포하여 많은 사람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4 ‧ 3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3 ․ 1시위사건은 남로당의 수많은 투쟁 중의 하나이고, 발포사건이 

없었어도 조선공산당을 승계한 남로당으로서는 대한민국 건국저지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3 ․ 1발포 사건은 미군정의 경고에도 불구하

고 남로당제주도당이 시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제주4 ․ 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5 ․ 10선거를 파탄 내기 위해 

남로당이 벌인 무장투쟁으로서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남로당은 3 ․ 1투쟁 전후를 불문하고 오로지 공산주의 강령을 실천하는데 일로

매진하였지, 이를 포기하려는 조짐이나 의지가 추호도 없었다. 남로당이 4 ․ 3무장

반격전을 전개한 것은 공산주의 통일을 지향한 남로당 강령74)에 따른 것이지, 

3 ․ 1발포사건에 대한 저항으로 4 ․ 3무장반격전을 전개하였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지다.

이처럼 남로당의 극렬한 방해와 저지투쟁을 극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

국은 건국되었고, 당시 남로당제주도당은 숙청, 소탕, 분쇄, 타도, 파업, 혁명, 

투쟁 등 과격한 구호와 행동으로 대한민국과 제주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반면 남로당이 그처럼 

74) 제주경찰사 (1990.10. 제주경찰국) 287쪽에는 ‘남로당 강령 2항 ........ 그것은 조선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5항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질적 토대 위에 세울 것을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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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던 북한의 현실은 3대 왕조 세습에 백성들의 인권은 말살되고 굶어 죽는 

형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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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

남로당 강령

(포고령 위반 피의자 김완배 소지품 압수 제23호)

「제주경찰사」287~288쪽, 1990.10. 제주도경찰국

 

1. 우리 당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진정하게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으로서 조선근

로인민에게 민주주의와 개혁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연합국가 대열에 동등한 

국가의 자격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과업으로 한다.

2. 이러한 과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선근로인민의 모든 힘의 단결을 도모하나 

그 것은 조선에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이 건설의 

보장을 목적으로 모든 권력을 참된 인민정권의 기관인 인민위원회에 넘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3. 조선에서 봉건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국과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에게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한다.

4. 근로인민에 기본적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하기 위하여 8시간 노동제 실시와 사무원의 사회보험과 성별, 연령의 

차이 없이 남녀 노동의 동등 임금제를 위하여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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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질적 토대위에 세울 것을 목적으로 일본국가와 

일본인과 조선민족반역자에게 속한 산업, 광산. 철도, 해운, 통신, 은행과 

금융기관, 산업기관 및 문화기관의 국유화를 주장한다.

6. 조선의 모든 국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특히 정당, 사회단체 조직, 시위, 파업 및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다.

7. 조선인민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고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재산유무 거주 신교(信敎), 

성별, 교육정도와 차이가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8. 여자에게 남자와 평등한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주며 가정생

활 풍속관계에서 봉건적 요소를 청산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국가보험을 

위하여 투쟁한다.

9. 교육기관에서 일본교육제도를 청산할 것과 전 조선인민의 지식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민교육계획의 실시 모든 국민에게 재산유무 신앙, 성별의 차이

를 불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의무적 일반무료 

초등교육, 조선민족 문화, 예술,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10. 근로인민에게 무겁게 부담되어 있는 일제적(日帝的) 세금제 등의 청산을 

목적하고 진보적 세제와 실시를 위하여 투쟁한다.

11. 조선인민공화국의 자유로운 자주독립 존재의 보장을 목적하고 민족군대의 

조직과 일반 의무병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12. 연합국 대오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모든 인국(隣

國)들과 또 다른 평화 애호국들과의 친선을 굳게 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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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

3 ‧ 1기념투쟁위원회의 무허가 집회 폭동시위 

강행사건

(『제주4 ‧ 3의 실상』 38~61쪽, 강재훈 편 1991.12.1)

1947년 3월 1일은 제28주년 기미독립만세사건 기념일이었다.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이 날의 기념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일제에 항거하고 자주

독립을 선포했던 그 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경축해 맞이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게양된 태극기의 규격이 각양각색인 것이 특징이었다.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는 개별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토록 하고 정국의 혼란스러운 이 때 다수 군중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소요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치안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남로당제주도당 위원장 안세훈 등은 이 날 계획적인 전도 모임을 갖고 미군정

당국에 항거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들이 제출한 

3 ‧ 1절기념행사 집회는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전달하고, 안세훈 등 간부를 초치, 

사전에 집회불허에 대한 통보를 하였으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는 당사 앞 

게시판에 형식적으로 집회불허사항을 게시하였을 뿐 사전 계획된 대로 이 날의 

집회를 강행하였다. 

사전 계획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947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북한에 진주한 소련장교 니콜라이 쿠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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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소좌가 남조선 노동당 운동자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남조선 노동조합 연맹은 

남조선 전체에 긍하여 문제를 야기 시켜라’ 는 것인데 그 목적은 남조선 미군정청

이 수립한 전 행정기구를 일소시키는데 있으며 그 제1보로서 학생들의 맹휴를 

단행시키라는 것이라 했다. 이 지령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허헌에게 보낸 문서로

서 원문은 생략한다.

1947년 3월 1일 독립신보에는 남로당선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3

‧ 1투쟁 교훈 살리자’ 라는 제하의 

‘오늘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 ‧ 1절 기념행사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임무는 

반역도배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보장한 막부(주:모스크

바)3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광범위한 인민운동을 전개하게 하고, 

이 미 ‧소공동위원회가 막부3상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민주주의 정당

과 사회단체만을 토대로 임시민주정부를 꼭 수립하고, 정권이 인민위원회에 

넘어오게 하여, 인민위원회가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천함에 있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 팟쇼분자 이외의 모든 인민은 

즉 그 계급과 정파와 사상의 차이 여하를 불구하고, 민주주의민주노선의 깃발 

밑에 모여 모두 다 굳게 단결하고 통일을 강화하여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의 

반탁모략을 분쇄하고 막부3상결정에 의한 임시민주정부를 전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민주독립의 나라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의 대열

에서 손을 같이 잡고 국제평화와 세계의 민주발전에 기여합시다! 

이 모든 투쟁에 있어 3 ‧ 1운동과 그 이후의 민주독립 운동의 혁명적 전통의 

발전적 계승자이며 진실한 인민의 당, 애국의 당인 우리 남조선노동당은 여러분이 

선두에서 용감히 투쟁함으로써 기필코 자유와 민주독립을 전취할 것을 맹서합니

다.’

라는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전국적인 3 ‧ 1운동시위를 선동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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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동하고 있다.

(‘결정서’는 본고 60~61쪽에 게재된 내용 참고)

위와 같이 남로당에서는 28주년 3 ‧ 1절 기념식을 계획적으로 공산정부수립을 

위한 대중 집회로, 사전 계획된 대로 당국의 집회허가 불허방침에도 의도대로 

실시케 된 것이다.

1947년 3월 1일 아침이 되자 동쪽에서는 화북, 삼양, 도련, 봉개, 신촌, 조천, 

함덕, 북촌, 김녕, 세화 쪽에 거주하는 일부 극렬분자들까지 수천 군중이 무리를 

지어 ‘엿샤 엿샤’ 구호를 외치며 읍내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몰려들었으며, 서쪽에

서는 먹돌새기를 통하여 도두, 이호, 외도, 내도, 하귀, 애월, 한림 일대에서 

모여든 군중이 무리를 지어 성안으로 밀려들었고, 남쪽에서는 남문, 광양 쪽에서 

오라, 아라 주민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북국민학교를 향하여 밀려들었다. 이 때 

동문 쪽에서 읍내로 향하던 군중들은 기마경찰 2명과 미군헌병차가 요란한 경적

을 울리면서 이들의 선두를 막아서서 군중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이들의 만류도 무시한 채 계속 6인이 일렬횡대로 대열을 짓고 어깨동무한 상태로 

북국교(北國校)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태극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두르거나 어깨

띠를 한 사람, 손에 잡은 사람, 팔뚝에 감은 사람 가지각색이었다. 

군중들은 “3 ‧ 1절을 네놈들은 모르느냐? 미친놈들”, “비켜서라! 미제주구(走狗) 

경찰반동들아! 개수작마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문교(東門橋)까지 밀려들

었다. 동문교에서는 미헌병과 기마경찰이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이 때 군중의 행렬은 동문교에서부터 오니루까지였다고 한다. 군중들은 

동문교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산지천으로 향하였고 일부는 남수각 세월교를 건너 

북교로 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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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기마경찰과 미 헌병들은 동 ‧서 ‧남문통에서 일제히 몰려드는 수만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3 ‧ 1절기념행사에 따른 당시 경찰의 정보 상황은, 

3 ‧ 1기념투쟁위원회의 계획대로 당일은 각 읍면에서 군중이 읍내로 집합하여 

일대 시위를 감행한 후 경찰관서를 파괴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여 일대 소요를 

벌일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경찰에서는 관하에 경비경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여 대비하던 중 그들이 계획대로 청장년층은 제주 북교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은 오현중학교 교정으로 모여들었으며, 이 날의 시위 군중들은 좌익계

의 선동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경찰의 각 부대는 군중의 해산을 위하여 강력한 설득을 하였으나 학생들

은 오히려 4~5명씩 팔을 끼고 허리를 잡고 대열이 끊어짐이 없이 시위행진을 

계속함으로 경찰은 군중의 집결을 막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은 해산을 명하는 경찰관에게 투석, 욕설 등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의의 깊은 3

‧ 1절인만큼 은인자중하면서 불상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군중들의 대열을 감시하

고 있던 차에 오현중학교에 집결한 학생 500여명은 경축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학교 주위의 길목에는 군중들이 대거 집결하여 3 ‧ 1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스크바3상회의 절대지지, 미 ‧소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등 표어와 프랑카드들

을 들고 있었으며, 부녀동맹원들은 붉은 완장을 두르고 반미삐라를 뿌리고 있었

다. 

당일 11시경에는 애월면과 조천면 등지에서 수천 명이 읍내를 향하여 시위행진 

중이었으므로 경찰병력은 읍내 요로에 배치되어 군중들에게 귀가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 읍내는 수만 군중이 집결되었고 이 날 북교에 집결된 군중의 수는 

25,000명으로 당시 제주인구의 10분의 1이 모인 셈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경찰은 유혈진압을 피하고 주모자는 사후에 검거하기로 

군정관과 협의하여 북교에서의 3 ‧ 1절기념행사 거행을 묵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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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오현중학교에 모인 학생들에게 시위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였으나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고, 학생과 시위군중의 합류를 차단해 보았으나 이것 역시 

허사였다. 

이러는 가운데 북국민학교에서는 어느새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흥분된 군중들

은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또 식장 내에서는 “양과자를 먹지 말자.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등의 반미구

호와 군정과 현정부기구의 비방, 경찰에 대한 적개심 앙양 등 장내의 분위기는 

험악하였고, 일부 군중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응하

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박수로 찬동을 얻고 인민공화국 수립만

세 3창을 끝으로 식은 종료되었다. 

식이 종료되자 군중들은 지금부터 전 참가자는 읍내로 시위 행렬에 옮길 것을 

결의하고, 8명 1조로 스크럼을 짜고 북교 정문을 나와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일부는 제1구경찰

서(관덕정 광장)방향으로, 다른 시위대들은 감찰청(구 제주신문사 위치)으로 

쇄도해 나갔다. 그러는 동안에 북국민학교 앞에서 제1구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

던 시위대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미 군정청으로 쳐들어가자! 경찰서를 때려부수자!” 이런 구호를 선후창으로 

외치며 정문을 빠져나오는 군중과 제지하려는 경찰, 미군헌병들 사이에는 일촉즉

발에 있었다. 군중들은 7~8명씩 스크럼을 짜고 제지선을 돌파하려하고 있었고 

경찰과 미군은 스크럼을 풀고 한사람씩 질서를 지키며 나오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위에서 밀려드는 군중과 시위대의 돌격대라고 

생각되는 선두의 젊은 청년들의 무리가 몽둥이를 들고 경찰과 미군헌병들에게 

무력을 행사했다. 

저지선은 무너지고 시위군중 10여 팀이 스크럼을 선두로 물밀듯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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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시하던 기마경찰 임영관 순경이 말을 잡아타고 시위대 앞을 막아선다. 

이어 강일평 순경이 말을 달려 감찰청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섰다. 이창후 순경도 

학교 앞 서쪽 길로 내달았다. 이러는 순간 시위대의 행동은 더욱 난폭해졌다. 

임영관 순경이 탄 말이 시위대에 의해 지사관사 앞까지 밀렸다. 시위대들은 

임 순경이 탄 말꼬리를 잡고, 가지고 있던 몽둥이와 대나무꼬챙이로 말을 찌르자 

말은 위험을 알아차렸는지 놀란 말이 앞발을 쳐들고 날뛰는 것이었다. 

말이 요동치는 바람에 시위대 5~6명이 쓰러졌다. 

그 사이에 시위대는 갑자옥 앞까지 진출했다. 임 순경은 놀란 말을 달래고 

선두를 향하여 달렸다. 달리는 말에서는 몸뚱아리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악질 경찰놈 때려 죽여라. 악질 경찰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다. 저 놈을 

붙잡아라.” 시위대 선두의 전진을 막기 위해 달려가는 임 순경을 보고 넘어졌던 

시위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팔매질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임 순경이 탄 

말에서는 피가 흘러 말발굽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말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스치는 시위대들의 옷에는 붉은 피가 묻었고 이를 본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여 

임 순경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 같았다. 갑자옥 앞에서 임 순경이 탄 말의 고삐가 

시위대에 잡혀 말머리가 땅바닥에 닿는가 했더니 말이 괴상한 울음을 하며 하늘 

높이 치솟는다. 와! 하는 놀란 함성과 함께 말고삐를 잡은 서너 명의 시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 갑자옥 벽에 머리를 부딪치

는 사람, 땅바닥에 구르는 사람, 말고삐를 잡았다 말이 뛰는 바람에 높이 치솟았다 

떨어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의 형태도 각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사람 죽인다”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이 때였다. 어린 

아이를 안고 갑자옥 벽에 붙어서 구경하던 여자가 넘어지는 사람 밑에 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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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놈이 어린 아해를 치어 죽게 하고 도망친다! 저놈 잡아라!” 넘어졌던 

사내가 일어서면서 삿대질을 하며 고함친다. 그러나 임 순경은 그들을 비웃는 

듯 선두를 제지하는 템포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다. 

“해산하고 귀가하십시오” 임 순경이 시위대 앞을 가로막고 악을 썼지만 그들에

게는 마이동풍이었다. 

이윽고 학교 앞쪽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다른 방향으로 갔던 강일평 이창후 

순경이 시위군중을 헤치며 갑자옥 앞으로 달려왔다. 새 기마경찰이 시위선두를 

막아섰다 뒤따라 온 네 기의 말을 탄 경찰관들을 보고 임 순경이 손짓을 했다. 

감찰청을 경비하라는 명령 같았다. 그리고 3명이 기마경찰관은 시위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말을 오락가락 몰면서 선두 교란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와 프랑카드를 잡아맨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말을 때리고 찌르고 하는 바람에, 말 세 마리가 피투성이요, 경찰관들을 말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세 경찰관은 등에 대각선으로 

맨 카빙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흥분된 군중 앞에 신사도를 

지키는 세 기마경찰관의 힘은 말 그대로 새발의 피였다. 

선두는 “경찰놈을 밀어 제껴라!” 시위대 뒤에서 요란한 확성기가 들렸다. 와! 

확성기의 소리가 신호인 듯 시위대는 세 경찰관을 밀치고 관덕정 앞으로 돌진하였

다. 마치 살기등등한 분위기가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돌격대와 흡사했다. 

시위대 후미에서는 “미군정과 경찰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 아이를 

밟아 죽였다. 미군정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해야 된다”라고 확성기 소리와 뒤범벅

이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시위대들은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진하였다.

 “시위대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산하지 않고 경찰서로 쳐들어온다면 무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을 제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산하십시오. 해산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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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발포할 것을 경고합니다. 빨리 해산 하십시요!” 

경찰과 미군 헌병들의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간파하였는지 제주경찰

서 강동효 서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미친 개놈! 개수작 마라!” 시위대들은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며 

더욱 기세를 높였다. 

“처들어 가자! 와!” 함성과 함께 경찰서 앞까지 밀린 저지선이 무너질 찰라였다. 

“발포하겠다!” 강동효 서장이 다급한 목소리였다. 

시위대들에게는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강 서장의 황급한 목소리가 불붙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때 시위대 후미에서 “전위는 무엇하느냐?” 고함 섞인 확성기가 강 서장의 

목소리를 제압하듯 군중을 독려했다. 

와! 와! 함성과 함께 경찰서 정문 저지선이 무너졌는가 생각하는 순간 요란한 

총소리가 공중을 메아리쳤다. 

빠바방! 빠바방! 천지를 뒤흔들 듯 고막이 터지는 듯한 총성이 들렸다. 위협 

발포인 것 같았다.

“개놈들이 무차별 사격이다. 사람을 마구 쏘아 죽인다.” 

군중 속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서로 진입하던 시위대오가 흩어지고 관덕정 

앞 칠성로, 서문로 할 것 없이 시위군중이 곳곳으로 피신하느라 수라장이 되었다.

제일은행 옆 골목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피했다고 생각했는지 대오를 

정비하고 개놈들이 무차별 사격으로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 한다고 발악하면서 

40~50여명이 미친 듯이 경찰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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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바방! 일발의 총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이때 제일은행 옆 골목 쪽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비장한 고함이 들렸다. 그러자 시위 군중들은 뿔뿔이 해산 되었다. 

제일은행 옆 골목 쪽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발포는 경찰서 망루대 위에서 먼저 발포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들도 위협사

격을 했는데 제일은행 옆에서 구경하던 양민들도 생죽음을 당했다고 했다. 이날 

사고로 사망 6명 부상 10명이 발생하였다. 

이때 즉사한 사람은 민간인 송덕수, 오영수 34세, 양무봉 49세, 김태진 38세, 

허두용 16세, 박재옥 20세 등 6명이 사망하고 부상 10명 중 2일 후 김모씨가 

사망으로, 사망자는 모두 7명이었다. 이날 사망자 중 송덕수는 도남동에 사는 

송영희 부친으로 2월 28일 소를 도난당하여 도난계를 제출하려고 경찰서에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시위군중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제일은행 옆에 

앉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송덕수와는 4촌동서간인 김공보 씨가 변호사 양홍기 씨를 선정하여 

시위와 무관한 송덕수에 대하여 미군정 당국이, 가족에게 위로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정은 경찰책임이다, 경찰은 

미군정의 책임이다. 라며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한다. 또한 감찰청(구 제주신문사 위치, 당시 미군정청과 같이 있었

음)쪽으로 쇄도했던 다른 시위 군중들은 청장이 지휘 하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해산을 명한 결과 약 30분 후에 퇴거하여 군중 측이나 경찰 측 피해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