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민족대표 33인

   한국교회는“참혹한 식민 통치 아래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

한 부류의 한국인들”이었다.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한 힘이 

바로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교회의 힘은 성서로부터 길어 

올려진 것이었다. 성서의 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식은 겨레사

랑의 민족의식과 하나가 되어 세계도 깜짝 놀란 함성을 토해내었던 것이

다. 3.1운동은 그런 교회의 역량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기독교신앙이 민족운동의 형태로 발로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미국기독교연합회는“예수를 믿는다는 말

과 독립 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은 지금 한국에서 동의어가 되었다.”고 평

가할 정도였다. 삼일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

나님의 뜻”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삼일운동은 1919년 3월 1일‘독립선언서’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됨으로써 점화되었다. 그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계 인

사였다. 이는 한국 기독교가 삼일운동의 준비단계와 그 전개과정에서 막중

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당일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을 비

롯해 평양, 선천, 원산, 의주 등 12곳에서, 모두 교회 내지는 기독교인들

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이 독립만세운동은 3월 4일 경이 되자 전국적인 

운동으로 파급되었다. 이 단계는 삼일운동의 민중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특히 막중한 것이었다. 당시 천도교 측

에서 기독교 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족적 독립운동이 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적 역량을 비축하고 

있던 세력이었다. 이 민중화단계에서 비폭력 저항을 지향하던 독립만세운

동은 폭력적 저항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강서사건은 3.1운동의 최대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의 폭력에 항

거하여 실력대결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강서사건으로 사망자

가 63명, 중상자가 20여명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격렬한 항쟁이었다. 3월 

3일 강서군 소재의 사천교회(沙川敎會)의 목사 송현근은 130여명의 교인과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일제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

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1사람이 즉사하고, 주동자 8명이 체포

되었다. 이 일을 목격한 군중들은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에 다음날 군중들

은 인접지역의 원장(院場) 장날에 모였다. 그리고 이 날을 이용하여 원장교

회 장로 차병규, 지석용, 임이걸 등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합세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3,000여명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이에 시위대는 30세 이하의 결사

대 40여명을 앞세우고 사천 헌병대로 행진하며 만세를 부르고 체포된 사람들

의 석방을 요구했다. 일제 군경이 시위대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나 시위

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쓰러진 동료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발사하는 군경

에게 대항했다. 그리고 사격을 가하던 군경 3명을 쓰러뜨리고 만세를 높이 

불렀다. 

   이는 3.1운동이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일제가 군경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항거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

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3.1운동에 뒤따른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보복은 매

우 가혹했다. 수많은 일제의 관리들이 교회당의 종탑을 파괴하고, 유리창

은 한 장도 남겨놓지 않았으며, 모든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교회학교의 명

부와 교회의 서류들을 파괴하였다. 심지어는 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옷을 

벗긴 후 교회당 뜰에서 온갖 모욕을 주거나 구타하기가 일수였다.

   화성‘제암리교회사건’은 3.1운동 당시 일제에 저질러진 최대의 만행

사건의 하나였다. 이 사건은 만세시위가 막바지에 이른 그해 4월 15일 오

후 2시경에 일어났다. 일단의 군인들이 제암리로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30여명의 교인들  

  을 총칼로 위협하여 제암리교회에 집합시  

  켰다. 이어 교인들의 손을 꽁꽁 묶고 밖  

  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후  

  예배당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다. 벌건 대낮에 이런 천  

  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외신으로 보도되었던‘서울의 십자가  

  학살사건’도 유명한 사건이다. 3월 9일  

  서울에서 일본군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교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고는“너희들은 기독교인

이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소원일 것이다” 하면서 총검을 찔러 죽이는 

잔인한 살상을 저질렀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교회나 몇몇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즉 이는 민족의 독립의지를 거족적인 

항일운동으로 승화시켰던 교회에 대한 보복성 분풀이였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약간 넘는 정도였다. 이는 당시 인국 1,600

만 명에 비하면 1.3%에 불과한 수치였다. 하지만 전체운동의 20%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삼일운동에 바친 민족적 정열과 

항일투쟁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물론 삼일운동은 분명 종교적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민족독립운동에 행

동으로 뛰어들었다. 단지 일제(日帝) 하에서 정당한 자치권의 확보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사생결단, 우리의 독립”이었으며,“조선은 

언제든지 조선 사람의 조선이 되게”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성서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조국을 

발견함으로써, 민족의 고난 받는 현실에 직접 뛰어들 수 있었던 신앙과 용

기를 가졌기에 가능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비로소 민족의 종교로 자

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 선교사 무어(J. Z. Moore)는“독립

운동,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조선 백성의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었

다. 지난 50년의 평범한 날들이 못했던 일을 한 셈이다. 새날이 다가왔

다”라고 했던 것이다.(*) 글쓴 이 / 허명섭 박사 (서울신대 성결교회역사연구소 전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