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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02주년 3.1절 맞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새단장

- 1,700여 건 넘게 지속된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코로나19 극복 의지 고취
- 시 소통매체를 통해 3.1절 기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선보여
□ 서울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담은 서울광장 꿈새김판을 2월 25일(목) 새롭게 단장한다.
□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시위로 시작된 3.1운동은 3월 1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1919년에만 1,700여 건이 넘는 만세운동으로 이어
진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

만세 운동 외에도 독립선언서 및 격문 배포, 동맹 휴학, 조선인 상인 철시, 파
업, 식민통치기구 습격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다양한 형태
의 운동이 발생하여 이후 임시정부 수립과 여러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으로
이어져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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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꿈새김판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다양한 운동 양상이
기록된 여러 장의 달력으로 형상화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
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현재의 난관을 끝까지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이번 꿈새김판은 서울시 대표 SNS(Facebook,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
카오스토리)에 게재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
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

․

서는 서울시민기자의 3.1절 관련 서울 명소(남산 예장자락
한 역사문화탐방기를 발행한다. 이외에도

「

」「

서울사랑

,

딜쿠샤 등)에 대

」

내친구서울

및 서

울시 대표 네이버블로그에서도 3.1절 관련 서울의 명소를 소개하는 기획을

○

준비하고 있다.
또한 3월 1일(월) 시민청TV(유튜브 및 네이버TV)에서는 ‘3.1절은 슬픈 날?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이 발발한 계기, 확산 과정 및 그 결과와

·

국내 외 영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최태성 강사와 함께 알아보고, 민주공화
국 체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된 3.1절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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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그치지 않
고 1,700여 건 이상 지속된 데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저력
을 느낄 수 있었다.”며, “102년 전 모두가 함께 하나의 염원으로 3.1운
동을 끊임없이 이어 갔던 것처럼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장기화
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서울시도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절 기념 시안 및 설치 시뮬레이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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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절 기념 시안 및 설치 시뮬레이션>

<3.1절 기념 게시 시안 >

<설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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