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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운동 

• 1919 년 3 월 1 일 한국 강제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학생과 

종교계 지도자가 주도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한 만세 운동 

• 다른 이름 - 기미 독립 만세 운동, 기미 독립 운동, 3·1 만세 운동 

• 구호 - 대한 독립 만세(조선 독립 만세) 

 

❖ 3·1 운동이 일어난 시대 배경 

• 국내적 배경 - 계속된 민족의 독립운동, 민족의 응집력 강화,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짐 

• 국외적 요인  

➢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 회의 

➢ 해외 독립 선언  

- 무오 독립 선언: 만주,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한 독립 선언으로  

3·1 독립 선언의 도화선 역할 

- 2·8 독립 선언: 재일 유학생들이 주도한 독립 선언 

 

❖ 3·1 운동 경과 

• 고종의 독살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 

• 약 3 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나 일본군이 무력으로 진압  

 

   
종로 탑골 공원에서의 만세 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 일본의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제암리 사건. 일본은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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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운동의 의의 및 영향 

• 대한민국의 정통성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 

• 항일 운동이며 국민 주권 정부 수립 운동 

• 일본의 통치방식 변화 - 무단 통치 ➔ 문화 통치 

• 민족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킴 

• 본격적인 무장 독립 운동 

•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민족운동에 영향  

➢ 중국의 5·4 운동 

➢ 인도의 제 1 차 ‘사타그라하’운동 

 

❖ 3·1 운동 관련 인물 

• 민족 대표자 33 인 - 각 종교계의 대표자로 기미 독립 선언서 낭독 

• 유관순 열사 - 16 세의 이화학당 학생으로 3·1 만세 운동에 참여 

 

❖ 3·1 운동의 전개 

•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확대 

• 해외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어짐 

 

❖ 해외 독립운동 

• 만주, 연해주, 미국 등에서의 활발한 독립 운동 

• 미주 지역 

➢ 하와이 이민과 교포들의 독립 운동 

➢ 필라델피아 독립 선언식 

 

  
 

독립금 공고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독립금예약서 

예약인 심연신 $100 예약증 

1919 년 4 월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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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단어 

• 강제 force 

• 병합 annexation; amalgamation 

• 조약 contract, treaty; pact 

• 무효 invalidity 

• 주도 leading 

• 요인 factor; cause 

• 지속 maintenance 

• 응집력 cohesiveness 

• 강화 reinforcement; strengthening 

• 기반 조성 foundation construction 

• 민족 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 독살설 a rumor of poisoning someone to death 

• 호응 response 

• 무력 진압 military repression 

• 정통성 legitimacy; authenticity 

• 수립 establishment 

• 계기 opportunity; chance 

• 항일 anti-Japanese 

• 통치 rule 

• 방식 way; means 

• 무단 통치 military rule; military ruling 

• 문화 통치 forcing one’s culture on other country 

• 본격적 Being in full swing 

• 전개 unfolding; expansion 

• 확대 expansion; enlargement; increase 

• 독립금 supporting money for independence  

• 공고서 document for a 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