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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도안 (중급) 

1.  학습단원: 3·1 운동       

2. 학습목표: 3·1 운동에 대해 배우고 3·1 운동 정신을 이어 나간다.                                                                

3. 학습평가: 3·1 운동의 배경과 진행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1. 3·1 운동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지 질문 

2. 3·1 운동 시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지 확인 
5 분  

  3·1 운동 관련 이미지 

  3·1 운동 시대의 세계사와 한국사 연표  

전개 

 

1. 3·1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 1919 년 3 월 1 일 일어났던 만세 운동 

➢ 학생과 종교계 지도자가 주도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한 만세 운동 

2. 3·1 운동이 일어난 시대 배경 설명 

➢ 국내적 요인- 민족 독립 운동의 지속, 민족의 

                          응집력 강화,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짐 

➢ 국외적 요인-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 회의 

                              해외 독립 선언 

3. 3·1 운동의 경과 설명 

➢ 고종의 독살설로 많은 호응 

➢ 약 3 개월 동안 지속, 수많은 인원이 참여 

➢ 일본군의 무력 진압으로 폭력화 됨 

4. 3·1 운동의 의의 및 영향 

5. 3·1 운동 관련 인물 소개 

6. 3·1 운동의 전개 

➢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으로 확대  

➢ 해외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어짐 

7. 해외 특히 미주 지역의 독립 운동 

  

 

5 분 

 
 
 
 
 

10 분 

 
 
 
 
 

5 분 

 
 
 
 

10 분 

5 분 

5 분 

 
 
 

10 분 

 
  

• PPT   
 

• 고종, 윌슨 대통령 등 

➢ 관련 이미지 사진 

 
 
 

• 3·1 운동 관련 사진 

• 지도 자료 

• 인물 자료  

 
 
 

• 다음 차시에서  

3·1 운동 관련 인물 

집중 탐구 

정리 
1. 3·1 운동 정신과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2. 3·1 운동에 대한 질의 응답  
5 분  

           학생 평가 자료 참고 

           다음 차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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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 자료 

 

❖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 

1. 설명 -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 년 3 월 1 일  

    한국 강제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 독립 운동이라고도 부른다. 1919 년 3 월 1 일부터 수개월간  

    한반도 전역 및 전세계 한인 거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다. 

2. 3·1 운동의 다른 이름 - 기미 독립 만세 운동, 기미 독립 운동, 3·1 만세 운동 

3. 3·1 운동의 구호 - '대한 독립 만세(조선 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武斷統治)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4. 기미 독립 선언서 -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당시 대한제국이어서 대한 독립 만세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왕조의    

      연장 선상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 3·1 운동의 배경 

1. 국내적 요인 

1) 민족 독립 운동의 지속: 국내외적으로 19 세기말부터 있었던 일본 침략에 대한 국권 수호의 

연장 선상이었다. 

2) 민족의 응집력 강화: 조선시대말 계층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이 어려웠다면 일제의 탄압에 

독립의 중요성이 우선이어서 내부의 대립에서 벗어나 강력한 민족의 응집력을 보여주게 

되었다. 

3) 독립 운동 기반 조성: 일본의 탄압으로 민족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다. 

 

 

2. 대외적 요인 

1)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1 차 대전이 끝나고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제안 

2) 파리 강화 회의: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신한 청년당을 구성,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면서 독립 선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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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독립 선언  

a. 무오 독립 선언 - 1919 년 2 월 1 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선생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 운동 지도자 39 명이 제 1 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추어 

조국독립을 요구한 독립 선언서이다. 다음달 3 월 1 일 서울에서 이루어진 3·1 독립 

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b. 2·8 독립 선언 -1919 년 2 월 28 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재일 유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진 

독립 선언.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였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며 민족의 궐기를 촉구했다. 

 

❖ 3·1 운동의 경과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에 의한 통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위는 순수한 평화적 시위였으나 일본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폭력화되었다. 약 3 개월 동안 지속된 3·1 운동은 박은식의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에 의하면 3·1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0 만명, 7,509 명 사망, 

15,850 명 부상, 45,306 명이 체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종로 탑골 공원에서의 만세 운동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 

  
미국 영사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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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운동에 있다. 

2. 3·1 운동은 대외적으로는 항일 운동이며 대내적으로는 국민 주권 정부 수립 운동 

3. 3·1 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일제는 그들의 통치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바꾼다. 

4. 3·1 운동은 대규모 민중운동으로써 민족운동을 한 단계 고양, 발전시키고, 민족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에 대거 참가했던 노동자·농민층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이후 민족운동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 3·1 운동은 무장 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 무장화되지 

       않아서 큰 성과없이 막대한 희생만을 냈다. 이에 교훈을 얻은 많은 청년들이 만주, 연해 

       주 지방의 무장 운동 단체에 가담하려고 망명 독립군에 가담하면서 무장항쟁이     

       본격화되었다.  

6. 3·1 운동은 대외적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민족운동을 

유발하거나 그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무저항 배영 

운동인 제 1 차 ‘사타그라하’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 중동 

지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a. 중국의 5·4 운동 - 1919 년 5 월 4 일에 조선의 3·1 운동의 영향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혁명운동으로, 중국에 변화가 

발생하는 사건이 되었다. 

b. 인도의 제 1 차 ‘사타그라하’운동 - 1919 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일어난 

무저항 비폭력·저항 운동으로 배영 운동이다. 

7. 세계 여러 국가들에 한국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는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 3·1 운동 관련 인물 

1. 민족 대표자 33 인  

손병희를 위시한 천도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들은 구 대한제국 고관들과도 

접촉했으나 별 반응이 없자 개신교, 불교, 가톨릭, 유교 등의 종교계 인물들과 접촉하여 

민족대표를 꾸리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86%90%EB%B3%91%ED%9D%AC
https://namu.wiki/w/%EC%B2%9C%EB%8F%84%EA%B5%90
https://namu.wiki/w/%EB%8C%80%ED%95%9C%EC%A0%9C%EA%B5%AD
https://namu.wiki/w/%EA%B0%9C%EC%8B%A0%EA%B5%90
https://namu.wiki/w/%EB%B6%88%EA%B5%90
https://namu.wiki/w/%EA%B0%80%ED%86%A8%EB%A6%AD
https://namu.wiki/w/%EC%9C%A0%EA%B5%90


NAKS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5 

 

2. 유관순(1902~1920)  

1919 년, 3·1 운동으로 휴교령이 떨어지자,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함께 

이화학당을 다니던 사촌 언니인 류예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만세 운동을 

주도한다. 이것이 3·1 운동 중 '천안 아우내 만세 운동'(1919 년 양력 4 월 1 일, 음력 3 월 

1 일)이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 년 9 월 28 일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만 17 살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민족대표 33 인 유관순 열사 

                                            

 

❖ 3·1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외국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 

국내에서의 3·1 운동의 거센 물결은 국외에 거주하던 한국 민족에게 파급되었다.  

국외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은 국내에서처럼 일제의 저지를 받지 않아 운동의 추진이 비교적 

쉬웠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발표할 수 있었다. 

1. 중국 - 서간도와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은 국내 3·1 운동에 

호응해서 전개되었으며, 교포들이 사는 곳에 고루 파급되었다.  

2. 미주지역 - 흩어져 살던 교포들도 국내의 3·1 운동에 호응해 궐기하였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교포들은 필라델피아의 워싱턴기념관에 모여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3. 연해주 지역에서도 국내에서의 3·1 독립 만세 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3 월 17 일 

대한국민회의가 주체가 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규모의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 초기 미국 이민자들의 애국 운동 

1. 하와이 이민과 교포들의 독립 운동 

    1903 년 1 월 13 일에 한국인 100 여 명을 실은 배 갤릭호가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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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집단 이민이다. 하와이 한인교포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힘든 일을 하며 넉넉하지 

    않게 살았지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돈을 모으기까지 했다.   

    하루에 10여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받은 노임 60여센트를 모아가며 독립 운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 강제 병합 이후 1945 년 해방이 될 때까지 미주 한인 이민자들은 동포사회를  

    통해 2 백 50 여만 달러를 모금하여 해외각지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독립금 공고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독립금예약서  

   예약인 심연신 $100 예약 증 

 

2. 교포들의 필라델피아 독립 선언식 

    1919 년 3·1 운동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4 월 14 일~16 일 필라델피아에  

    모여 한인자유대회를 가졌다. 한국은 독립을 원하고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것을 세계에  

    알린 행사이다. 행사는 서재필 박사가 주도하셨고 안창호 의사도 참석하셨다. 

  
1919 년 4 월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행진을 마치고 주 의회 의사당에 도착한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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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봉기도 -전국적인 독립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3·1 운동 당시 태극기 

 

                

                                

              

  

 3·1 운동 이후 일제의 학살 

장면. Robert L. Ward 라는 

사업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며,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지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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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 문제 

 

1. 3·1 운동에 영향을 미친 미국 윌슨 대통령의 국제적 제안을 이루는 단어는? 민족 자결주의 

2. 3·1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4 

1) 기미 독립 만세 운동  2) 기미 독립 운동  3) 3·1 만세 운동   4) 3·1 친일 운동 

3. 1919 년 2 월 1 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선생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 명이 제 1 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추어 조국독립을 요구한 독립 

선언서로서 다음달 3 월 1 일 서울에서 이루어진 3·1 독립 선언의 도화선이 된 이 선언문은? 

무오 독립 선언 

4. 3·1 운동으로 나타난 일제의 통치방식 변화 중 옳은 것은? 2 

1) 문화 정치에서 무단 통치로 변화하였다.  

2) 무단 정치에서 기만적인 문화 정치로 변화하였다. 

3) 임시 정치에서 정부 정치로 변화하였다.  

4) 임시정부 정치로 변화하였다. 

5.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내용의 3.1 운동 

당시 33 인의 민족대표에 의해 발표된 이 선언문의 이름은? 기미 독립 선언서 

6. 3·1 운동 이후 나타난 민족운동의 변화는? 민족운동을 한 단계 고양, 발전시킴 

7. 3·1 운동이 영향을 미친 중국의 민족운동은? 5·4 운동 

8. 하와이에 본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이 특히 일제에 대한 저항심 강했던 이유는?  

         일제침략의 만행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한인 이민사 참조) 

9.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 년 3 월 1 일 한국 강제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은? 

         3·1 운동 또는 3·1 만세 운동 

10. 16 살의 나이로 천안 아우내 시장의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감옥에서 죽은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유관순 열사 

11. 1919 년 3·1 운동을 이어받아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이어졌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도시에서 1919 년 4 월 14 일~16 일동안 한인자유대회를 통해 한국은 독립을  

        원하고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이 도시는 어디인가? 필라델피아   

    12.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1)농민  2)종교인  3)농민, 학생 ,종교인 등 모든 계층의 사람 4)학생만 빼고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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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단어 

• 3·1 운동 March 1st Movement 

• 지속 maintenance; lasting, continuance 

• 응집력 cohesiveness 

• 강화 reinforcement; strengthening 

• 기반 조성 foundation construction 

• 호응 response 

• 항거 resistance; defiance; disobedience 

• 무단 통치 military rule; forceful rule 

• 국권 수호 protection of national right 

• 독립 (국가의 주권 회복) independence, become independent, gain independence (from) 

• 계층 class; social class 

• 단합 unity; solidarity 

• 탄압 oppression; pressure; suppression 

• 민족 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 대두 emergence; rise 

• 도화선 fuse 

• 궐기 acting together for a certain goal 

• 촉구 urging; pressing; demanding 

• 수립 establishment 

• 헌법 Constitution 

• 계승 inheritance 

• 명시 clear statement 

• 정통성 legitimacy; authenticity 

• 문화 통치 forcing one’s culture on other country 

• 고양 boosting; encouragement 

• 발전 development; advancement 

• 유발 causing; provoking; triggering 

• 무저항 non-resistance 

• 촉진 acceleration 

• 빈제국주의 anti-imperialism 

• 반봉건주의 anti-feudalism 

• 혁명운동 a revolutionar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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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liberation; emancipation 

• 고관 high official 

• 휴교령 school close 

• 헌병 military police 

• 체포 arrest 

• 고문 torture 

• 파급 spread; extension 

• 협정 treaty, convention 

• 전통 tradition, custom 

• 애국심 patriotism, patriotic spirit 

• 만행 brutality 

• 식민지 colony 

• 선언 declaration 

• 봉기 uprising 

• 전국적 nationwide 

• 시가행진 march along the street, street march 

• 무장 being armed 

• 친일 being pro-Japanese 

• 옥사 dying in prison 

• 이민 emigration 

• 일제강점기 Japanese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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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http://kuksa.nhcc.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 역사학회 http://www.hongik.ac.kr/～yoksa 

• 한국역사연구회 http://www.koreahistory.org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http://www.hknm.or.kr 

• 한국근현대사학회 http://kmch.or.kr 

•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92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6772 

• 유관순 열사 사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8282055144940 

• 미국 영사관 앞의 만세운동   코리안스피릿 http://www.ikoreanspirit.com/  

• 제암리 사건 사진출처=독립기념관 

http://www.i815.or.kr/2017/edu/history_edu.php?code=historypds_class&tabn=3 

• https://namu.wiki/w/3.1%20 운동 

• https://namu.wiki/w/3.1%20%EC%9A%B4%EB%8F%99 

• https://www.youtube.com/watch?v=n5c078aV9Bg 

• https://www.youtube.com/watch?v=5oHyTIF8T1o 

• https://www.youtube.com/watch?v=5p8XUoKoJ_E 

• 독립운동 암살영화 https://www.youtube.com/watch?v=ilAYRPvrFo4- 

• 3·1 운동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Mrz99Bd5pg   

• 3·1 운동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qlt4oP4STM   

• 3·1 운동 기미독립선언서 포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kj0gizZld8     

• 3·1 운동 동영상 유관순 열사 https://www.youtube.com/watch?v=2hhr2wyo1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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