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7주년 삼일절 기념 문화행사

※ 공연 후, ‘만세 플래시몹’과 ‘독립운동 인물들과의 사진찍기’도 놓치지 마세요!

1. 삼일절 노래

2. 안중근의사 추념가 / 뮤지컬 영웅 OST

3. 유관순 노래

4. 독립군가 / 압록강행진곡 / 독립군 아리랑

5. 영화 귀향 OST 

6. 귀국선

7. 오빠생각

공연순서

    일시 : 2016. 3. 1.(화) 13:00~14:00(1시간) 

    장소 :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앞 실내무대

    내용 : 삼일절과 관련된 노래로 구성된 공연

    출연 : 달콤뮤직앙상블

☯ 유관순 수형 기록표

삼일운동 당시 충남 천안의 아우내 장터에서 군
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주도하

다 체포된 유관순의 수형기록표이다.

☯ 태극기 목판

태극기를 찍어 내기 위해 목재에 4괘와 태극문양
을 새긴 목판.
삼일운동 때 태극기를 찍어 내기 위해 사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제작 기법과 상황을 헤
아릴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평화적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삼일절 관련 주요 유물

☯ 기미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 당시 민족 대표 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

전시실에서 만나보는 삼일절(제1전시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와요.

북간도 벌판이 좋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용진가(勇進歌)
(1절)

요동반도 넓은 뜰을 쳐서 파하고

여진국을 토멸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이지란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2절)

한산도의 왜적을 쳐서 파하고

청천강수 수병백만 몰살하옵신

이순신과 을지공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3절)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리고

육혈포로 만군 중에 원수 쏴죽인

이준공과 안중근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

삼일절 노래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 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안중근의사 추념가
(1절) 

수양산 빛난 정기 의인이 타고나서

피끓는 애국성에 온땅을 두루 돌며

의군을 일으키어 구국에 힘쓰셨네
(후렴) 

장하다 품으신 뜻 크시다 밟으신 길

온 겨레 뭉치어서 영원히 노래하세
(2절) 

나랏집 기우러져 대세가 그릇되매

할빈역 찬 바람에 한국혼 외치면서

의의 팔 높이 드니 큰 원수 쓰러졌네
(3절) 
대의에 바친 목숨 천추에 기리 살고 

한족의 애국단심 온세상 비치었네

장열한 그 공적은 천지에 무궁하리
(4절) 

위대한 님의 기백 이 강토 지키나니

삼천만 우리겨례 그 뜻을 이어받아

독립과 자유평화 억만세 누려보세

유관순 노래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 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듯하여

푸른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압록강 행진곡
(1절)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쳐 물리자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가자 고향에

등잔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포기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가자 조국에

독립군가
(1절) 

신대한군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2절)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정의의 날샌 칼이 비끼는 곳에

이길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3절)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됨이

동지여 나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낼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4절)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 무리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강산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독립군아리랑(남도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과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음악감독·건반 / 조 해 민 뮤지컬 배우 / 최 혜 진 보컬 / 신 화 인 바이올린 / 조 윤 경 가야금 / 이 송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