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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역사·지리적으로 자주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주 무대였음

  현재 경기도에는 다양한 항일운동의 흔적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도내 산재하여 있는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57건(건조물 38, 터/지 181건, 현충시설 3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에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업  명 :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근       거 :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12.31.

  사업내용 : 항일유적 내 안내판 및 표지판 62개소 설치

  소요예산 : 금 120,000,000원(금 일억이천만원정)

  대행기관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추진방법 : 공기관 업무 대행(업무협약 체결)

  (안내판, 표지판 디자인) 전문가 자문, 문화재 성격 분석 등을 통해 최적안 도출

   -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국가등록문화재 표지판 등 자료 분석, 선정

  (안내판, 표지판 설치) 건조물, 터 유적 등에 대한 안내 및 설명

   - 실태조사결과 + 설치 위치 적정성 검토, 안내문 감수 등을 통한 정확도 확보

1. 사업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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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방침

사업 개요

Ⅰ

  사전연구 수행

   - 2017년에 제작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 실태 조사 보고서』 분석

   -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대상지 선정

   - 대상 장소 현장답사 사전 준비

   - 자문위원회 운영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 경기도 항일운동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제작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추후 시설물 관련 각종 안내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은 해당 유적의 역사성 및 교육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현지 조사

   - 기존에 선정된 장소를 기초로 하여 설치 대상을 확정함

   - 현장 답사, 지적 조사, GPS 정보 수집, 사진 촬영을 통해 제작 설치 시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함

   - 토지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제거함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 현지에 설치할 안내판 및 표지판은 야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훼손 및 파손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제작함

   - 노선의 정확한 GPS정보를 수집하고, 정비 필요 구간 조사 후 친환경 공법으로 정비를 추진함

   - 향유자의 시각에서 쾌적성/안전성을 확보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및 설치함

  기타사항

   - 설치 지역 선정에 있어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정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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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유적명 설치주소

1 가평군 보납산 의병 전투지 가평읍 읍내리 산 81-1

2 가평군 가평군청 의병 전투지* 가평읍 읍내리 495-39

3 가평군 북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북면 목동리 848

4 가평군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가평읍 읍내리 1010-1

5 고양시 행주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덕양구 행주외동 500
(행주산성로 93-96)

6 고양시 일산리 헌병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일산서구 일산동 620-3

7 고양시 가장곡산 3.1운동 만세 시위지 덕양구 관산동 907

8 과천시 남태령 3.1운동 만세 시위지 과천동 576-22

9 광명시 노온사리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노온사동 361-2

10 광주시 광주군청 3.1운동 만세 시위지* 경안동 53-2

11 광주시 중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남한산성면 산성리 579

12 광주시 실촌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오향리 272-3

13 광주시 광주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 운동지 경안동 36-2

14 광주시 구연영 집 터 도척면 궁평리 산 1-10

15 군포시 군포장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당동 805

16 김포시 월곶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월곶면 군하리 94

17 김포시 오라니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양촌읍 양곡리 432-2

18 남양주시 와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와부읍 덕소리 458-3

19 남양주시 마석우리 헌병분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화도읍 마석우리 293-4

20 남양주시 봉선사-부평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진접읍 부평리 258-95

21 남양주시 장현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지 진접읍 장현리 379

22 동두천시 김연성 의병 전투지 상봉암동 12-4

23 부천시 계남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심곡본동 558

24 성남시 낙생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분당구 판교동 651

25 수원시 김세환 집 터 팔달구 팔달로 2가 18-2

26 수원시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지* 권선구 서둔동 103-14

27 시흥시 군자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거모동 1833

28 시흥시 거모리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거모동 1757-6

29 안산시 김윤규 집 터 단원구 대부동동 2084

30 안산시 대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단원구 대부북동 467

31 안성시 양성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양성면 동향리 409-16

32 안성시 안성군청 3.1운동 만세 시위지 구포동 186

33 안양시 원태우 집 터* 안양동 674-93

5. 설치대상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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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및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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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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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양시 군포장 3.1운동 만세 시위지 호계동 639-1

35 안양시 이재현 집 터 만안구 석수동 산 159-10

36 양주시 고동 의병 전투지* 장흥면 일영리 111-1

37 양주시 조소앙 집 터 남면 황방리 214-7

38 양평군 서종면 3.1운동 만세 시위지 서종면 문호리 1198

39 양평군 양평읍 3.1운동 만세 시위지 양근리 352-1

40 양평군 최대현 집 터 전수리 498-3

41 여주시 이포리 헌병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사면 이포리 394

42 여주시 조성환 집 터 대신면 보통리 620-10

43 여주시 엄항섭 집 터 금사면 주록리 90-2

44 연천군 연기우, 이근배 의병 전투지 신서면 대광리 1110-4

45 연천군 두일리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백학면 두일리 370

46 오산시 성호면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오산동 895

47 오산시 오산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지 오산동 529-1

48 용인시 남정각 집 터 모현읍 갈담리 502-8

49 의왕시 고천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고천동 272-2

50 의정부시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동 395-2

51 이천시 신둔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신둔면 수광리 154-1

52 이천시 이선룡 의거지* 장호원읍 장호원리 99-12

53 이천시 김원조 집 터 율면 총곡리 432

54 파주시 교하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교하동 354-10

55 파주시 와석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교하동 388-3

56 파주시 광탄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광탄면 신산리 225-5

57 파주시 공릉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조리읍 봉일천리 209-2

58 평택시 계두봉 3.1운동 만세 시위지 현덕면 권관리 564-14

59 평택시 북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진위면 봉남리 229

60 포천시 최익현 집 터 신북면 가채리 710-1

61 포천시 송우리 헌병분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소흘읍 송우리 642-1

62 화성시 백낙열 집 터 장안면 수촌리 1084

 * 표시는 안내판과 표지판이 모두 설치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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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업무대행 협약 체결

  항일유적 전문가 자문단 위촉

  자문회의 개최

   - 2017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실태조사 271개 대상지 검토

   - 설치대상 후보지 선정(74개소)

   - 디자인 제작ㆍ설치 관련 협의

  조사경로 계획 수립

   - 31개 시ㆍ군을 제1로~제9로 나누어서 조사

  1차 현장조사 진행

   - 해당 시ㆍ군 담당 주무관, 학예사 동행 추진

   - 설치위치, 지번 및 소유주 확인, 지적 조사, GPS 정보수집, 사진촬영

  조사보고서 작성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 자문회의 선정 대상 목록(74개소) 중 조사대상지 선정(70개소)

  시ㆍ군별 설치대상 검토서 공문 발송

  시ㆍ군별 검토의견 접수 반영

   - 유적지 적합성 여부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대상 위치 선정, 신규 및 수정 조사지, 설치위치 조정협의

   - 해당 시ㆍ군별 법적 허가사항 확인 / 토지 소유주 협의

  디자인 업체 수의계약 체결 / 디자인 용역 발주

  디자인 착수보고회 개최

   -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제작 추진 및 컨셉 토의

  2차 현장조사 진행

   - 시ㆍ군 신규 추천 및 수정 조사지

   - 해당 시ㆍ군 담당 주무관, 학예사와 동행조사 및 설치위치 조정협의

2018.01.30

02.19

03.15

03.23

04.02

04.03~04.25

04.09~05.20

05.15

05.25

05.25~07.08

06.07

06.18

07.10~07.20

6-1. 사업경과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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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시안 검토

   - 시ㆍ군별 요구사항 조치 관련 검토

  디자인 제작 결과보고회 개최

   - 안내판 및 표지판 추진사항 보고

   - 디자인 시안 보고 및 확정(표지판 재질 확정)

   - 문안 구성 확정

  원고 감수 의뢰

   - 자문위원(2), 국립국어원 감수 의뢰

  시ㆍ군별 문안 검토요청 공문발송 및 시ㆍ군 의견 접수 진행

  3차 현장조사 진행

   - 토지 소유주 접촉 및 법적 허가 신청 관련

   - 설치위치 재조정   

  시ㆍ군 담당부서 및 기관, 토지 소유주와 설치 관련 협의 진행

   - 도로점용, 문화재현상변경, 국유림 설치 허가 신청

   - 설치위치 확정(안내판 62개소, 표지판 20개소)

  안내판 및 표지판 문안 확정/실시설계 완료

   - 시ㆍ군 해당 기관 의견 반영

   - 자문위원 및 국립국어원 감수 원고 수합 반영

   - 디자인 업체 원고 교정ㆍ교열

  원가계산 실시 - 한국물가정보

  안내판 제작 및 설치용역 입찰 공고

  입찰업체 선정 - 용경건설

  안내판(62) 및 표지판(20) 제작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시설물 검수

  결과 보고

  

07.20

07.31

08.08

08.13~08.24

09.05~10.26

09.10~10.31

09.17

09.20~10.08

10.16~10.22

10.29

11.12~11.25

11.26~12.14

12.15~12.20

사업 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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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문회의

     ① 일시: 2018. 03. 23.(금), 10:00 ~ 12:00

     ② 장소: 경기학연구센터 회의실

     ③ 논의사항

         - 사업 계획 검토 및 확인

         - 안내판 설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

         - 2017년에 발간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 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에 있는 

            271개 대상 지를 재검토 후 선별

     ④ 결과

         - 재검토된 대상지 선정 방향에 의거하여, 참석자들의 논의를 거쳐 74개소를 

            후보지로 선별

         - 대상 후보지는 추후 자문위원들의 검수과정을 거친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

           - 대상 후보지 중 9개소는 해당 인물이나 장소의 명확성과 선정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 1차 중간보고회

     ① 일시: 2018. 05. 15.(화), 09:30 ~ 11:00

     ② 장소: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회의실

     ③ 논의사항

         - 70개소 조사 목록을 확정

         - 사업 예산 항목, 세부 일정 논의

         - 표지판 추가설치안 재검토

     ④ 결과

         - 가독성이 좋은 안내판과 함께 정확한 위치 표식이 가능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함          

            (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수량 조절)

6-2. 주요 회의

사업 개요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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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자인 착수보고회

     ① 일시: 2018. 06. 18.(월), 16:00 ~ 18:00

     ② 장소: 경기학연구센터 회의실

     ③ 논의사항

         - 안내판 디자인 논의 및 검토

     ④ 결과

         - 안내판 및 표지판은 절제된 텍스트와 디자인으로 결정

         - 도 내부 회의 뒤,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추진하기로 함   

   

   (4) 2차 중간보고회

     ① 일시: 2018. 07. 20.(금), 10:30 ~ 12:00

     ② 장소: 경기학연구센터 회의실

     ③ 논의사항

         -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시안 검토

         - 시군별 요구사항 조치 관련 검토

     ④ 결과

         - 디자인 시안 잠정 확정(추가 논의)

         - 시군 요청사항에 따라 위치 변경

   (5) 결과보고회

     ① 일시: 2018. 07. 31.(화), 12:00 ~ 14:00

     ② 장소: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창의마당

     ③ 논의사항

         -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시안 결정

     ④ 결과

         - 디자인 시안 확정

         - 원고 및 영문설명 작성 후 감수(전문가, 국립국어원)

         - 실시설계, 해당 설치지역 협의, 제작 및 용역 입찰 등 추후 일정 추진

사업 개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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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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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과 업 자: ㈜니치(nichi)

      과업기간 : 2018.06~10

      과업범위

         - 유적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항일유적지의 이해를 돕는 문안을 담은 안내판 디자인

             항일유적지의 건물 벽면 혹은 바닥에 설치할 표지판 디자인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디자인하며, 환경에 맞는 재질 및 마감방법 제시

         - 안내판 및 설치도 디자인 고안

             발주처가 제공한 안내 문안을 담은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제작

             각각의 안내판 및 표지판의 도안 디자인

   (2) 사업 성과

      디자인 기본 방향

         - 중후함과 절제된 디자인

             사업의 특성상 simple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여 항일운동의  

              성격에 맞는 곧은 느낌을 제공함

          - 검은색 바탕에 ‘경기도 항일독립 운동유적’ 붉은 도장 아이콘 활용

            (표지판은 은색 바탕)

1. 안내판 및 표지판 디자인 제작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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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지주형) 디자인 62개

    

사업 성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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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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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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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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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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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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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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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바닥형) 디자인 20개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사업 성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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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과 업 자: 용경건설

      과업기간 : 2018.11~12

      계약금액: 금 59,698,140원(금 오천구백육십구만팔천일백사십원정)

      과업범위

         - ㈜니치

             안내시설물 실시설계 및 도안 디자인

             안내시설물 설치 감리

         - 용경건설

             안내시설물 제작 및 설치

          

   (2) 사업 성과

      안내판 및 표지판 실시설계, 도안 디자인

         - 안내판 62개, 표지판 20개 등 총 82개 시설물 설치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 설치

         - 제작

               안내판은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을 사용

             표지판은 심미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스틸을 사용

          - 설치

             설치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점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국유림 사용 등              

             관계 법령과 개인 사유지 내 설치 시 검토ㆍ허가 후 설치

2.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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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3) 사업 성과물 개요

        1. 보납산 의병 전투지

    

    

주소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산 81-1 일원

GPS  N37°50'05.08" E127°31'08.50"

개관  1896년 2월 가평ㆍ춘천 연합의병이 일제의 사주를 받은 관군과 전투를 벌인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읍내리 산 81-1 임야 192,094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보납산 등산로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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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보납산 입구 보납산 전경

보납산 등산로 입구 보납산 등산로 입구

보납산 등산로 입구 보납산 등산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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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평군청 의병 전투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95-39

GPS  N37°49'52.06" E127°30'36.86"

개관  1896년 6월 가평ㆍ춘천 연합 의병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읍내리 495-39 대지 130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가평군청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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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가평군청 입구 가평군청 입구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 앞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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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가평군 북면 목동리 848

GPS  N37°53'08.13" E127°33'00.27"

개관  가평군 북면 주민 수백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목동리 848 대지 3,121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북면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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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북면사무소 전경 북면사무소 전경

북면사무소 전경 북면사무소 내 북면 농업인상담소

북면사무소 전경 북면사무소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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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010-1

GPS  N37°49'48.52" E127°30'31.30"

개관  가평군 북면과 군내면 주민 수백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읍내리 1010-1 학교용지 35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가평초등학교 정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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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가평초등학교 초입 가평초등학교 정문

가평교육지원청 전경 가평초등학교 전경

가평초등학교 정문 가평초등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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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주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500(행주산성로 93-96)

GPS  N37°36'00.25" E126°48'53.71"

개관  지도면 행주외리와 행주내리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행주산성로 93-96 하천 979,695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행주나루터 표지석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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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행주나루터 3.1운동 안내판 행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전경

행주나루터 표지석 행주나루터 표지석 인근 전경(행주가든)

행주나루터 표지석 인근 전경(장수촌 음식점) 행주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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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6. 일산리 헌병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0-3

GPS  N37°41'08.06" E126°46'25.11"

개관  고양군 중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일산동 620-3 대지 3,787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일산리 헌병 주재소 터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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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 전경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 주변 전경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 주변 전경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 주변 전경 일산리 헌병주재소 터 주변(일산 119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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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7. 가장곡산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907

GPS  N37°49'48.52" E127°30'31.30"

개관  고양군 벽제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관산동 907 도로 2,073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가장곡산 인근 빌라촌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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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가장곡산 진입로 앞 도로 가장곡산 진입로 앞 도로

가장곡산 전경 가장곡산 인근 빌라촌

가장곡산 인근 민가 가장곡산 인근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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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8. 남태령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과천시 과천동 576-22

GPS  N37°27'06.72" E126°59'35.65"

개관  과천면 주민이었던 이복래 등이 주도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과천동 576-22 도로 467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남태령 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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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남태령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남태령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남태령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남태령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남태령 도로 남태령 옛길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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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9. 노온사리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명시 노온사동 361-2

GPS  N37°26'31.27" E126°50'47.04"

개관  시흥군 서면 주민 2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노온사동 361-2 학교용지 10,211 시도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온신초등학교 정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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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주재소 터 주변 도로 주재소 터 주변 도로

주재소 터 전경 주재소 터 주변 도로

온신초등학교 건물 벽화 주재소 터 전경(온신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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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10. 광주군청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주시 경안동 53-2

GPS  N37°24'39.41" E127°15'28.28"

개관  3.1운동 당시 광주군 주민들이 대규모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경안동 53-2 대지 3,062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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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광주군청 터(경안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군청 터(경안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군청 터 주변(경안지구대 방향) 광주군청 터 주변 도로

광주군청 터 앞 버스 정류장 광주군청 터(경안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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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11. 중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79

GPS  N37°28'41.31" E127°11'02.24"

개관  광주군 중부면 주민 2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산성리 579 도로 36 시도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남한산성 행궁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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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중부면사무소 터(남한산성) 중부면사무소 터(남한산성 행궁 진입로)

중부면사무소 터(남한산성 행궁 진입로) 중부면사무소 터(남한산성 행궁 진입로)

중부면사무소 터 전경(행궁 앞 로터리) 중부면사무소 터(남한산성 옛길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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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12. 실촌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272-3

GPS  N37°21'47.05" E127°22'36.75"

개관  실촌면 이선리의 구장이었던 오수식이 주도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오향리 272-3 도로 102 시도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오향교 교량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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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실촌면사무소 터 실촌면사무소 터

실촌면사무소 터 실촌면사무소 터 앞 오향교

실촌면사무소 터 전경(곤지암읍 방향) 실촌면사무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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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13. 광주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 운동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주시 경안동 36-2

GPS  N37°24'34.92" E127°15'21.34"

개관  광주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민족 차별에 맞서 동맹휴학을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경안동 36-2 도로 1,781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광주초등학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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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광주공립보통학교 터(광주초등학교) 광주공립보통학교 터 앞 도로

광주공립보통학교 터 입구 광주공립보통학교 터 앞 도로

광주공립보통학교 터 입구 광주공립보통학교 터(광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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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14. 구연영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산 1-10

GPS  N37°20'34.28" E127°19'55.52"

개관  이천수창의소와 구국회에 참여해 국권회복운동을 펼치다가 순국한 구연영이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궁평리 산 1-10 도로 1,506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갈림길 전신주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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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구연영 집 터 구연영 집 터 앞 도로

구연영 집 터(고물상-녹빛자원) 구연영 집 터 앞 도로

구연영 집 터 앞 도로 구연영 집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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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15. 군포장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군포시 당동 805

GPS  N37°21'13.99" E126°56'51.72"

개관  시흥군 남면 주민들과 수원군 의왕면 주민들이 연합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당동 805 도로 618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군포역전시장 입구 설치 사진(표지판) – 군포역전시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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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주재소 터(군포역전시장) 주재소 터(군포역전시장)

주재소 터 주재소 터

주재소 터 입구 주재소 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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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16. 월곶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94

GPS  N37°43'00.27" E126°33'08.78"

개관  김포군 월곶면 주민 수백 명이 모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군하리 94 대지 162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월곶생활문화센터 정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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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월곶면사무소 터 입구 월곶면사무소 터(119 지구대)

월곶면사무소 터 전경 월곶면사무소 터(월곶보건소)

월곶면사무소 터 월곶면사무소 터(군하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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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17. 오라니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32-2

GPS  N37°39'20.23" E126°37'23.95"

개관  김포군 양촌면, 대곶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양곡리 432-2 도로 145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장터 앞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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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오라니장터 오라니장터(신 김포농협)

오라니장터 앞 도로 오라니장터 앞 도로

오라니장터 앞 도로 오라니장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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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18. 와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3

GPS  N37°35'15.83" E127°12'40.50"

개관  와부면 송촌리, 덕소리, 조안리 일대 주민 5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덕소리 458-3 대지 1,399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치매안심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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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와부면사무소 터(남양주보건소) 와부면사무소 터 전경

와부면사무소 터 입구 와부면사무소 터 입구

와부면사무소 터 진입로 와부면사무소 터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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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19. 마석우리 헌병분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3-4

GPS  N37°39'08.88" E127°18'24.80"

개관  화도면 주민 1,0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마석우리 293-4 도로 185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마석지구대 담장 앞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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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헌병분견소 터 전경(마석지구대) 헌병분견소 터 전경(마석지구대)

헌병분견소 터 전경 헌병분견소 터 앞 도로

헌병분견소 터 전경(마석지구대) 헌병분견소 터 앞 회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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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20. 봉선사-부평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8-95

GPS  N37°44'48.79" E127°11'10.77"

개관  봉선사 승려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선언문을 제작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부평리 258-95 답 6,525 종교단체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봉선사 일주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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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봉선사 일주문 앞 주차장 봉선사 일주문

봉선사 입구 봉선사 입구 앞 도로

봉선사 입구 봉선사 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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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21. 장현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9

GPS  N37°43'07.43" E127°10'55.66

개관  일본인 교사의 민족 차별 행위에 대항하여 장현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단행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장현리 379 학교용지 9,850 시도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장현초등학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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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장현공립보통학교 터 앞 도로 장현공립보통학교 터(장현초등학교 후문)

장현공립보통학교 터 앞 도로 장현공립보통학교 터 앞 도로

장현초등학교 정문 장현초등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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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22. 김연성 의병 전투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동두천시 상봉암동 12-4

GPS  N37°56'47.62" E127°03'50.10"

개관  김연성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상봉암동 12-4 임야 13,013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소요산산림욕장 안내석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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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소요산 관광지 입구 소요산 관광지 입구

원효대 앞 소요산 원효대 안내판

원효대 전경 원효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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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23. 계남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부천시 심곡본동 558

GPS  N37°28'58.59" E126°46'58.82"

개관  부천군 계남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심곡본동 558 도로 45,143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경원여객 차고지 정문 옆 설치 사진(표지판) – 경원여객 차고지 정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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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계남면사무소 터(경원여객) 계남면사무소 터 앞 도로

계남면사무소 터 앞 도로 계남면사무소 터(경원여객)

계남면사무소 터(경원여객) 계남면사무소 터(경원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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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낙생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51

GPS  N32°23'10.90" E127°06'07.01"

개관  광주군 돌마면과 낙생면 주민들이 연합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판교동 651 도로 13,314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낙생고등학교 정문 설치 사진(표지판) - 낙생고등학교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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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낙생면사무소 터(낙생고등학교) 낙생면사무소 터 입구

낙생면사무소 터 앞 도로 낙생면사무소 터 입구

낙생면사무소 터 낙생면사무소 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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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25. 김세환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8-2

GPS  N37°16'43.51" E127°00'58.98"

개관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이 3.1운동 당시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팔달로 2가 18-2 도로 26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선린빌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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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김세환 집 터 앞 도로(팔달문 방향) 김세환 집 터

김세환 집 터 앞 도로(장안문 방향) 김세환 집 터

김세환 집 터 김세환 집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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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26.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14

GPS  N37°16'06.37" E126°59'16.84"

개관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과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서둔동 103-14 도로 367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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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입구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입구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수원고등농림학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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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군자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시흥시 거모동 1833

GPS  N37°20'38.75" E126°47'12.02"

개관  시흥군 군자면 주민들이 모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거모동 1833 도로 1,757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신한윗말 2차 가 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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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군자면사무소 터 전경 군자면사무소 터 주변(군자초등학교 후문)

군자면사무소 터 군자면사무소 터

군자면사무소 터 진입로 군자면사무소 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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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거모리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시흥시 거모동 1757-6

GPS  N37°20'39.07" E126°47'06.87"

개관  강은식 등의 주도로 시흥군 군자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벌인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거모동 1757-6 대지 299,4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군자파출소 옆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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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군자파출소)

주재소 터(군자파출소) 주재소 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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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29. 김윤규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84

GPS  N37°14'34.03" E126°35'15.65"

개관
 김윤규가 노병상, 홍원표와 함께 당시 부천군 대부면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시위에  
 활용할 태극기를 제작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대부동동 2084 도로 11,419 국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집 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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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김윤규 집 터 김윤규 집 터

김윤규 집 터 앞 도로 김윤규 집 터 앞 도로

김윤규 집 터 김윤규 집 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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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대부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7

GPS  N37°14'36.38" E126°35'05.53"

개관  부천군 대부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대부북동 467 대지 4,620 군유지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3.1 만세 운동 기념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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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옛 대부면사무소 옛 대부면사무소

옛 대부면사무소 앞 3,1만세운동 기념비 옛 대부면사무소 주차장

옛 대부면사무소(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옛 대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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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양성초등학교 정문 앞

  31. 양성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409-16

GPS  N37°03'42.96" E127°11'42.03"

개관
 안성에서 최초 만세 시위가 벌어진 곳으로, 양성공립보통학교 재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동항리 409-16 도로 112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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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양성공립보통학교 터(양성초등학교) 양성공립보통학교 터

양성공립보통학교 터 양성초등학교 내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양성공립보통학교 터 양성초등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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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안성초등학교 내 유적비 옆

  32. 안성군청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성시 구포동 186

GPS  N37°00'40.48" E127°16'19.79"

개관  안성 읍내 주민 1,0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구포동 186 대지 5,452 시도유지

18.12.24.���� �����.indd   88 2018-12-28   �� 6:01:33



08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안성군청 터(안성초등학교) 안성군청 터(안성초등학교) 전경

안성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안성군청 터 앞 도로

안성군청 터(안성초등학교) 전경 안성초등학교 경내 유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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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농협상가건물 앞

  33. 원태우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93

GPS  N37°23'59.31" E126°55'22.30"

개관  1905년 11월 22일,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진 원태우가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안양동 674-93 대지 1,109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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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원태우 집 터 원태우 집 터

원태우 집 터 주변 원태우 집 터 주변

원태우 집 터 주변 원태우 집 터 농협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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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삼신 6차 아파트 입구 안양천 교량 앞

  34. 군포장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39-1

GPS  N37°22'02.51" E126°57'02.53"

개관  시흥군 남면 주민들과 수원군 의왕면 주민들이 연합하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호계동 639-1 잡종지 266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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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군포장 터 군포장 터

군포장 터 군포장 터

군포장 터 앞 교량 군포장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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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집 터 주변 전신주 옆

  35. 이재현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59-10

GPS  N37°24'48.28" E126°54'20.04"

개관  일제강점기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및 광복군 간부로 활동했던 이재현이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석수동 산 159-10 도로 81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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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이재현 집 터 이재현 집 터

이재현 집 터 이재현 집 터 앞 도로

이재현 집 터 이재현 집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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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마을회관 마당 설치 사진(표지판) – 마을회관 뒤 사거리

  36. 고동 의병 전투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11-1

GPS  N37°43'13.2" E126°56'29.4"

개관  1907년 의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일영리 111-1 대지 261 기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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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고동 마을회관 고동마을 전경

고동마을 전경 고동마을 전경

고동마을 인근 건널목(서울 교외선) 고동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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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기념관 경내 복원 생가 담장 앞

  37. 조소앙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양주시 남면 양연로 173번길 87(황방리 214-7) 조소앙기념관

GPS  N37°55'16.69" E126°59'41.36"

개관  독립운동가 겸 정치사상가인 조소앙과 그 형제들의 본가가 있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황방리 214-7 공원 2,852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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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조소앙 집 터 조소앙 집 터

조소앙 집 터 조소앙 집 터

조소앙 집 터 인근 조소앙 기념관  조소앙 집 터 인근 조소앙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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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면사무소 경내 작은 도서관 벽화 앞

  38. 서종면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98

GPS  N37°29'24.34" E127°29'31.23"

개관  양평군 서종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문호리 1198 도로 6,979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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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서종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서종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서종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면사무소 경내 작은 도서관 

서종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면사무소 경내 작은 도서관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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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 소녀상 옆

  39. 양평읍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52-1

GPS  N37°29'24.34" E127°29'31.23"

개관  양평군 양평읍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양근리 352-1 대지 2,482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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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양평읍 3·1운동 만세시위지 터(광장 입구) 양평읍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소녀상

만세시위지 터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 광장)

양평 물맑은 시장 쉼터 광장

양평읍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양평읍 3·1운동 만세시위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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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집 터 맞은 편, 버스정류장 부근

  40. 최대현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양평군 전수리 498-3

GPS  N37°30'16.37" E127°25'47.91"

개관  대한제국 말 의병장이자 독립운동가인 최대현이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전수리 498-3 도로 648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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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최대현 집 터 전경 최대현 집 터 전경 

최대현 집 터 인근 전경 최대현 집 터 인근 전경 

최대현 집 터 맞은 편 전경 최대현 집 터 맞은 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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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금사파출소 맞은편 설치 사진(표지판) – 금사파출소 앞

  41. 이포리 헌병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394

GPS  N37°23'34.75" E127°32'04.69"

개관  여주 최초로 3.1운동 만세 시위가 일어났으며, 금사면 이포리 주민들이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이포리 394 도로 5,934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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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금사지구대)

주재소 터(금사지구대)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 주재소 터(금사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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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생가 문 옆

  42. 조성환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620-10

GPS  N37°22'30.06" E127°34'20.60"

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군무부장 등을 역임한 조성환이 태어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보통리 620-10 도로 1,168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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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조성환 생가 조성환 생가

조성환 생가(외부) 조성환 생가

조성환 생가 안내판 조성환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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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생가 터 앞 도로변

  43. 엄항섭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90-2

GPS  N37°22'54.16" E127°27'46.78"

개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및 국무원 선전부장 등을 지낸 엄항섭이 태어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주록리 90-2 대지 515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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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엄항섭 집 터 엄항섭 집 터

엄항섭 집 터 엄항섭 집 터

엄항섭 집 터 엄항섭 집 터 진입로

18.12.24.���� �����.indd   111 2018-12-28   �� 6:01:37



112

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의병 전투지 앞 자전거도로

  44. 연기우, 이근배 의병 전투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0-4

GPS  N38°11'45.90" E127°06'53.18"

개관  연기우, 이근배 등이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대광리 1110-4 답 2,863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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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의병 전투지 앞 교량 의병 전투지 앞 자전거도로

의병 전투지 앞 자전거도로 의병 전투지 앞 교량

의병 전투지 전경 의병 전투지 앞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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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백학면사무소 학마을 회관 앞

  45. 두일리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70

GPS  N38°01'46.40" E126°55'01.02"

개관  두일리 인근 주민들이 모여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두일리 370 대지 16,628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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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두일리장터(백학면사무소) 두일리장터(백학면사무소)

두일리장터 진입로 두일리장터(백학면사무소)

두일리장터(백학면사무소) 두일리장터 내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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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주재소 터 상가 앞 횡단보도 부근 설치 사진(표지판) – 주재소 터 상가 앞 횡단보도 부근

  46. 성호면 경찰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오산시 오산동 895

GPS  N37°08'57.13" E127°04'07.42"

개관  오산시장에서 시작된 성호면 독립 만세 시위의 중심지였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오산동 895 도로 5,319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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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주재소 터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 주재소 터 앞 도로

주재소 터 주재소 터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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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47. 오산공립보통학교 동맹 휴학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오산시 오산동 529-1

GPS  N37°08'57.28" E127°03'57.96"

개관  일제의 비교육적 행위 및 민족 차별에 항의하여 오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오산동 529-1 학교용지 1,869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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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오산공립보통학교 터(성호초등학교) 오산공립보통학교 터 인근 오색시장

오산공립보통학교 터 앞 오산공립보통학교 터 앞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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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남정각 집 터 앞 도로

  48. 남정각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02-8

GPS  N37°19'21.68" E127°14'18.61"

개관  1920년대 의열단 단원으로 일본 주요 기관 파괴 활동을 전개한 남정각이 태어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갈담리 502-8 도로 72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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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남정각 집 터     남정각 집 터 앞 도로

    남정각 집 터 남정각 집 터

남정각 집 터 앞 도로 남정각 집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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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고천동사무소 앞 화단

  49. 고천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의왕시 고천동 272-2

GPS  N37°28'51.49" E126°58'31.91"

개관  의왕면 고천리 주민 8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고천동 272-2 대지 2,376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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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고천리 3.1운동 만세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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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경기도 교육청 앞 도로 설치 사진(표지판) – 경기도 교육청 앞 도로

  50.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의정부시 금오동 395-2

GPS  N37°44'59.94" E127°03'09.42"

개관  양주군 시둔면(현 의정부시)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금오동 395-2 도로 75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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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금오리 3.1운동 만세 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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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신둔면사무소 쉼터 옆

  51. 신둔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54-1

GPS  N37°18'22.02" E127°24'13.04"

개관  이천군 신둔면 주민 500여 명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수광리 154-1 대지 516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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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신둔면사무소 터 앞 경충대로 신둔면사무소 터

신둔면사무소 터 신둔면사무소 터

신둔면사무소 터 신둔면사무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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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장호원 농협 정문 우측 사진(표지판) - 장호원 농협 정문 우측

  52. 이선룡 의거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99-12

GPS  N37°07'00.71" E127°37'46.74"

개관
 항일독립운동 단체 국민부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이선룡이 군자금 조달을 위해 동일은행 
 장호원 지점을 단신으로 습격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장호원리 99-12 도로 192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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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의거지(장호원 농협) 의거지

의거지 주변 도로 의거지 주변 도로 

의거지 인근 장터 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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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김원조 집 터 앞 도로

  53. 김원조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이천시 율면 총곡리 432

GPS  N37°04'22.77" E127°36'03.86"

개관  대한군정부 부원으로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한 김원조의 생가가 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총곡리 432 도로 605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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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김원조 집 터 김원조 집 터

김원조 집 터 앞 도로 김원조 집 터 앞 도로

김원조 집 터 앞 도로 김원조 집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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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교하초등학교 정문 앞

  54. 교하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파주시 교하동 354-10

GPS  N37°45'11.84" E126°44'50.83"

개관  교하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교하동 354-10 학교용지 171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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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교하공립보통학교 터(교하초등학교) 교하공립보통학교 터

교하공립보통학교 터 교하공립보통학교 터

교하공립보통학교 터 교하공립보통학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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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화단

설치 사진(표지판)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경내 은행나무 옆

  55. 와석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파주시 교하동 388-3

GPS  N37°45'10.38" E126°44'48.31

개관  파주군 와석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교하동 388-3 대지 2,805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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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와석면사무소 터(교하동 행정복지센터) 와석면사무소 터 앞 도로

와석면사무소 터 앞 교차로 와석면사무소 터 앞 교차로

와석면사무소 터 와석면사무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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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광탄 농협 앞

  56. 광탄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5

GPS  N37°46'52.68" E126°50'53.93"

개관  파주군 광탄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신산리 225-5 도로 46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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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광탄면사무소 터(광탄 농협) 광탄면사무소 터 앞 교차로

현 광탄면사무소 광탄면사무소 터

광탄면사무소 터 광탄면사무소 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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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표지판) – 교차로 상가건물 앞

  57. 공릉장터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9-2

GPS  N37°44'37.08" E126°48'28.92"

개관  파주 광탄면 주민들이 인근 고양군과 연합하여, 파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개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봉일천리 209-2 도로 26 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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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공릉장터 전경 공릉장터 앞 교차로

공릉장터 앞 교차로 공릉장터 앞 교차로

공릉장터 앞 교차로 공릉장터 앞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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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평택 3.1운동 기념비 옆

  58. 계두봉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14

GPS  N36°54'54.59" E126°54'28.57"

개관  1919년 3월 9일부터 4월까지 진행된 평택 최초의 만세 시위가 벌어진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권관리 564-14 유원지 538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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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만세시위지(평택3.1운동 기념비) 만세시위지(평택3.1운동 기념비)

만세시위지(현충탑) 만세시위지(현충탑)

만세시위지(현충탑 공원) 만세시위지(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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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면사무소 터 안내석 옆

  59. 북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229

GPS  N37°05'58.95" E127°05'26.58"

개관  진위군 북면(현 진위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봉남리 229 대지 2,415 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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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북면사무소 터(진위면사무소) 북면사무소 터 안내석

북면사무소 터 북면사무소 터

북면사무소 터 앞 도로 북면사무소 터 주변(삼남길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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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면암최익현선생 생가터’ 표지석 앞

  60. 최익현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10-1

GPS  N37°54'36.99" E127°12'19.63"

개관  조선 후기 애국지사이며 최고령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이 태어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가채리 710-1 임야 277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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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최익현 집 터 앞 도로 최익현 집 터 기념탑

최익현 집 터 안내문 최익현 집 터

 최익현 사당(채산사) 안내문 최익현 사당(채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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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신축 상가건물 앞 설치 사진(표지판) – 신축 상가건물 앞

  61. 송우리 헌병분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2-1

GPS  N37°49'42.09" E127°08'48.03"

개관  포천군 소흘면, 가산면 주민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한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송우리 642-1 도로 13,906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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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헌병분견소 터 앞 도로 헌병분견소 터

헌병분견소 터 앞 도로 헌병분견소 터 앞 도로

신축건물 공사완료 후 주변현황     헌병분견소 터(신축건물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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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도

설치 사진(안내판) – 집 터 뒤 도로

  62. 백낙열 집 터

사업 성과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Ⅱ

    

주소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084

GPS  N37°06'19.11" E126°51'01.53"

개관  독립운동가 백낙열이 살았던 곳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수촌리 1084 도로 3,410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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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Ⅱ

현
황
사
진

백낙열 집 터 전경 백낙열 집 터 전경

백낙열 집 터 전경 백낙열 집 터 전경

집 터 앞 전경 집 터 뒤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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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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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난 2017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 및 설치를 실시함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결과보고회 등을 거쳐 설치 장소를 확정함

   안내판 및 표지판은 82개(안내판 62, 표지판 20)를 제작하여, 확정 장소에 설치를 실시함

   (1) 제작

     ① 배경 및 목적

           멸실된 항일운동 유적에 안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유적에 역사적 상징성 

            부여함

           항일운동의 특성상 밝고 화려하지 않고, 직선적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함

     ② 추진 정도

           안내판은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재질 사용(62개)

           표지판은 심미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스틸 재질 사용(20개)

            안내 문안은 도내 각 시군과 자문위원의 감수를 받고, 국립국어원에 의뢰하여 확정

     ③ 향후 계획

           안내판 및 표지판 양식의 통일성을 위해 2019년도 사업 디자인에도 반영할 예정                         

   (2) 설치

     ① 배경 및 목적

           도내 산재하여 있는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5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에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② 추진 정도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 및 감수 실시

           설치 대상지 관련 기관 및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를 실시한 이후 총 62곳으로 확정          

           실시설계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치 확정지에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③ 향후 계획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안내판 활용 예정

1.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정도

2.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과 설치

사업 평가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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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사업 관련, 향후 추진 방향

– 3ㆍ1운동 연구사례

박 환(수원대학교)

1.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와 그 특징

경기 지방의 3.1운동은 3~4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21개 부ㆍ군에서 225회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3월 말에서 4월 초의 기간에는 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도내 전 지역에 

농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3.1운동의 민중운동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기 지방의 3.1운동은 당초 조직 과정부터 민족대표와의 연계성이 미약하였다. 민족대표와 사전 

연계 하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곳은 오화영이 남감리파 계열에게 전달한 개성 한 곳뿐이었다. 

그럼에도 경기 지방의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수의 치열한 양상으로 촉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서울의 움직임과 가장 밀착되어 있고 지방사회의 지식인, 청년, 유생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농민대중들의 적극적인 참가 때문이었다.

서울의 운동소식은 3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비조직적으로 도의 중앙부인 고양군, 김포군, 파주군, 

광주군, 양주군 등으로 전파되었고, 3월 22일 서울의 노동자 대회 이후 운동의 대중적 성격이 

고양되면서 도의 외곽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갔다. 초기의 운동이 촉발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식인, 청년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유포된 독립선언서, 독립신문 등 각종 

유인물과 도시의 운동경험을 각 지역에 전파하거나, 선언서, 태극기, 독립만세기 등을 제작 배포하며 

직접 시위대를 이끌어가는 등 선도적인 투쟁을 벌여나갔다. 

특히 3월 하순 이후 농민들의 적극적 참가가 두드러지던 시기에는 농민 가운데에서도 서당교육이나 

계몽운동의 세례를 받은 향촌사회 내의 식자층, 유생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해 갔다. 

민족적 자각과 반일의식이 고조되어 있던 이들은 통일적인 지도이념이나 지도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국의 시위운동, 민족대표들의 독립선언, 고종인산일 참석 등에 영향 받아 이전의 경험에 기초한 

자신들의 운동방법으로 운동을 조직해 갔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3월 하순 이후 운동이 마을에서 

마을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데에는 향촌사회 전래의 리(里) 체계가 활용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이장(

구장)들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종교적, 이념적 지도조직체계 없이 농민을 

동원하여 운동을 조직하는 데에는 마을 공동행동의 단위인 리와 그 대표자인 구장의 역할이 크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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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경기도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사업 결과보고서

이와 같이 하여 경기 지방의 운동이 전 지역적으로 통일적인 지도세력 없이 분산적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지역 단위로 가능한 수준에서 운동의 조직화가 모색되었고, 각 지역운동 주도자들의 조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는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기 지방의 애국적인 민중들은 각기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여러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식인, 

청년 학생들은 선전, 선동을 통한 운동의 고취와 선도적인 투쟁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대규모의 

만세시위운동을 통해, 노동자, 중소상인들은 파업과 철시투쟁 등을 통해 각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 지방의 운동이 광범하고도 격렬하게 전개된 것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었다. 운동이 절정에 달한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경기 지역 피기소자의 90%가 

농민이었던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농민들은 주로 리 단위의 조직에 의해 평화적 만세시위, 

횃불봉화시위, 폭력투쟁 등 스스로의 다양한 투쟁방법을 구사하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농민들의 투쟁 양상은 주로 만세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일단 세가 모여지고 투쟁의 열기가 고양되면 

면사무소, 군청,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는 폭력투쟁으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폭력투쟁은 

본질적으로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충분히 그 계기가 성숙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일제 지배에 직접 저항하는 폭력투쟁의 양상이 33.8%나 나타나고 있었고, 3~4월 전 기간에 걸쳐 

전체 투쟁의 30% 이상이 폭력투쟁이었던 것은 이 지방의 운동이 일제에 대한 직접투쟁을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 지방의 3.1운동은 외견상으로는 당초 민족대표들이 의도했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의 형식으로 

촉발되었으며 실제로 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은 독립청원 방식이 아닌 주체적인 시위운동을 독립 획득의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민중들은 ‘민족의 자존’ ‘독립’을 선언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자체에 크게 고무ㆍ선동되었으나 그것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없었고, 즉각적인 ‘독립’에 

매몰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립 후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한 정치사상적 이해도 희박하여 민주공화제 

등에 대한 이해보다는 왕조 의식을 미탈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들의 의식은 비록 

명확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갖지는 못했으나 생활상의 불만에 기초한 변혁의지를 가지고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었다. 토지분배, 식민지 무단농정의 철폐, 부역, 세금의 거부 등은 

맹아적인 의식 변화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일제의 엄혹한 무단통치와 민족말살에 저항하며 독립에 대한 희원을 새겨온 

경기지방의 각 계급, 계층의 애국민들은 3.1운동을 통해 반일 민족의지를 대중투쟁으로 승화시켜 

갔다. 일제의 폭력적 지배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 위축되어 있던 정세 속에서 3.1운동을 통해 민중의 

투쟁력은 복원되었으며, 새로운 변혁이념과 올바른 운동노선이 확인되고 걸러져 갔다. 이같은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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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지원, 1989, 「경기도지방의 

3.1운동」,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3.1운동 70주년 기념논문집』, 청년사)

2. 연구가 필요한 부분

첫째, 경기도 3.1운동의 경우, 일부지역 특히 화성 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수원, 안성, 고양, 포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의 연구는 시작단계로 보이며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기독교, 천도교 등 특정 종교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주교 등 

보다 다양한 종교, 인물, 단체들의 3.1운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특히 불교의 3.1

운동 당시 동향에 관해서는 용주사의 역할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동민의 「근대 불교계와 

용주사 주지 강대련」(「경기사학」 6, 2002)이 주목된다.

셋째, 각 지역의 3.1운동은 인근 지역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성, 수원, 오산, 안성의 

경우 하나의 운동권으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용인의 경우도 안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상호관계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장시의 경우에도 깊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인의 경우, 읍내장, 백암장 등이, 화성의 경우 사강장, 발안장 등이, 오산의 경우 오산장 등이 

만세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아울러 시장을 여는 장꾼들의 움직임과 이동은 타 지역으로 만세운동을 

전파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장시에 대한 연구는 3.1운동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것이기는 하나 수원지역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정일의 

「조선후기 수원지역의 장시연구」(「경기사학」 6, 2002)가 도움을 준다.

3. 경기도 지역의 3ㆍ1운동사 연구 시 유의할 점

첫째,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의 기초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으로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3.1운동 유적지 또한 계속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1운동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회성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작업을 이루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3.1운동 항쟁지, 

주도자의 집터, 역사적 장소, 만세길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는 3ㆍ1운동사를 

연구하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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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진 자료들의 수집을 통한 영상을 통해본 3.1운동 복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1운동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수형자의 경우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문조서, 재판기록 등에 항쟁지 도면, 주재소 도면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세운동 

후손들의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집, 인물 사진들도 있다. 향토사학자 및 각 지역 문화원에서는 

당시의 지도, 지역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시흥과 용인 등지에서는 사진첩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진들로 <사진으로 보는 3.1운동> 등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든 근대 안동에 대한 사진집 등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셋째, 지방사 자료 발굴을 통한 새로운 3.1운동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대의 호족등본

(민적)의 경우 일부 면사무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송산면, 향남면 등이 그러하다. 

팔탄면의 경우 일부 소장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양지면에 일부, 원삼면의 경우 거의 전부 남아 

있다. 특히 향남면의 경우 순국한 23인 중 일부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이 남아 있어 그들의 성씨, 부모, 

형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친일파 앞잡이 조희창의 호적도 볼 수 있다. 화성시청의 경우 식민지 

시대 인물들의 토지대장을 소장하고 있어 그들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제암리 학살의 

실마리를 제공한 일본인 사사키의 토지 소유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지방 자료의 효율적 활용은 

3.1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복원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1운동 당시 태형을 

받은 인사들이 있다. 이들과 관련된 서류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지방사자료 수집을 위한 안내 책자들이 다수 발간되어 이 분야 

연구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사료 창열기」(

국사편찬위원회, 2003),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국사편찬위원회, 2001)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일본 측이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3

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3.1운동 독립선언서와 격문」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 이 

자료는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서울과 고양군 등 경기도 일원의 시위 현장에서 배포되거나 

소지 혹은 인쇄 도중에 수거, 압수된 각종 독립선언서와 상소문, 지하신문, 경고문, 격문 등을 모아 

발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기타 경기도의 여러 지역의 3.1운동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표적인 3.1운동지인 제암리와 안성 등과 관련된 자료들도 보다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암리의 경우 책임자 문책 차원에서 일본에서 재판이 있었으므로 

재판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성의 경우도 도면 등 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자료들의 수집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의 3.1운동사 연구는 보다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경기도문화재단 등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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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후손 및 관련인사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3.1운동의 실상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에서 간행한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1(2001)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김시중편」

에서는 송산면 사강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홍면옥에 대하여 살필 수 있으며, 발안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정근편에서는 손자 이신재의 증언을 볼 수 있다. 또한 우정 장안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차병혁편에서는 손자 차진환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사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 화성시 

송산면의 경우 문상익, 홍면옥, 홍관후 등 여러 지사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집안 형편, 가계, 재산정도, 친인척 관계, 신분 등 보다 다양한 내용에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용인의 경우 양지면 남곡리에는 이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영규의 손자, 한종혁이 살고 있다. 

씨는 대대로 천주교 집안으로 천주교 내력 등 가족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 후손의 경우 

아들 및 손자를 넘어가면 사실 증언을 거의 들을 수 없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본 

3.1운동사 등 지역별 다양한 증언자료집이 시급히 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사하여 3.1운동이 발발한 구체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화성 지역 우정, 장안면의 경우 간척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심문 기록에 

간간히 언급되고 있으나 답사 및 면담을 자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다. 용인 원삼면의 

경우 금광 및 사금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간단히 처리된 재판기록에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답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3.1운동의 위상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경기지역의 지역사, 

종교사, 민족운동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홍규의 「조선시대 지방사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일조각, 2001)와 조성운의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3),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기전문화예술총서 9, 2001),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창설 20주년 기념사업회가 편한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이창식이 지은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수원문화원, 2003) 등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의 3.1운동사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지역별 사례별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제별, 인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마친 후에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연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경기지역 3.1운동사 연구의 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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