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나라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헌법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고려도 조선도 아닌 임시 정부라는 뜻이다. 그런

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임시 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에 수립되었다. 한일 병탄이 일본에 의한 

부당한 침략이고 대한민국은 당당한 독립국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임시 정부를 부정하면 일본의 식

민지 통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럼 1945년의 해방과 독립까지 의미가 퇴색된다. 임시 

정부는 단순한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외교를 통해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세계에 알렸고, 군대를 양성해 무

장 독립 투쟁을 지휘했다. 일제는 우리의 주권과 국토를 강탈했지만 민족정신과 자주성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 뒤에는 임시 정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이국땅에서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 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 정부입니다

박도 글 | 김소희 그림 | 140쪽

 5학년 1학기 사회  1.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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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정부가 수립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   

 임시 정부 내의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임시 정부가 지휘한 무장 독립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해방 후, 임시 정부와 그 요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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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1919년, 민족 지도자들은 3·1운동을 통해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포했다. 국가에는 정부가 있어야 하

므로 그래서 수립된 것이 임시 정부이다. 그런데 임시 정부 청사는 왜 우리 땅이 아닌 머나먼 중국에 

있었을까?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임시 

정부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알아보자. 임시 정부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 독립

은 외교나 정치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무장 독립 투쟁이 동반되어야 한다. 임시 정부의 무장 독

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해방이 되었을 때, 임시 정부와 그 요인들은 어떻게 되었

는지도 알아보자. 



( 독전 활동 1 )

임시 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 정부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까지, 26년간 무려 여덟 군데를 옮겨 다녔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땅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갔는데 임시 정부는 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

다. 임시 정부가 옮겨 다닌 도시들은 지금 중국의 어떤 곳들일까? 지도를 펼쳐 놓고 그분들이 머물렀던 곳을 하나하

나 표시해 보자.

 준비물: 아시아 지도, 스티커, 펜

 임시 정부가 머물렀던 중국 내 도시들은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이다. 

 도시를 발견하면 도시 밑에 스티커를 붙이고 년도를 표시한다.(예: 상하이는 1919~1932)

 도시와 다음 도시 사이에는 이동경로를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그려 넣는다.

 마지막 도시 충칭을 찾으면, 귀국 경로를 다른 색 화살표로 표시한다. 귀국 이동 경로는 충칭에서 상

하이, 다시 상하이에서 서울이다.

( 독전 활동 2 )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자!

해방 후,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은 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에 세

상을 떠나신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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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임시 정부는 오늘날의 헌법격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임시 정부가 수립된 곳은 중국 상하이였다. 임시 정부가 상하이를 근거지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어떤 전투였는지 알아보자.

  일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과 중국인을 분열시키기 위해 완바오산 사건을 조작해서 발표했

다. 완바오산 사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독립운동을 벌였다. 한인 애국단원

인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에 대해 알아보자.

  임시 정부의 요원인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발표했다. 삼균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방이 되었지만 미국은 임시 정부와 임시 정부 요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