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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카주

02

베라크루스주

03

유카탄주

04

유카탄지역 에네켄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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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06

타바스코주

와하카(Oaxaca)주

▲ 살리나크루스 항
현재 살리나크루스 항구에는 해운항만통합청이 들어서 있다

01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항구

02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역

한인들이 도착한 ▶
살리나크루스 부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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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카(Oaxaca)주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항구
주

소 17 Interinor Recinto Fiscal Sin Numero Col. Cantarranas, Salina Cruz, Oaxaca

현재상태 현재는 살리나크루스 해운항만통합청(Admistracion Potuaria Intergral de Salina

Cruz S. A. de C. V.)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사시설로 인해 항만 내부에 외부인이 들어
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호를 타고 1905년 5월 12일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
관련사항 영국 국적의‘샌 일포드(S.S. Ilford)’
서남부의 항구도시인 살리나크루스에 도착하였다. 살리나크루즈 항구는 동양으로 통
하는 배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곳이다. 호세 산체스 팍(Jese Sanchez Pac, 최병덕, 崔
仁出)에 의하면, 밤에 도착한 한인노동자들은 배가 너무 커서 부두에 댈 수가 없어 다음
날 작은 보트와 카누로 내항(內港)에 운반되었다고 한다. 당시 통역이었던 권병숙에 의
하면 해관당국이 즉시 하선을 허락하지 않아 4일간 배안에 머물다가 음력 4월 10일(양
력 5월 13일, 멕시코 현지 5월 12일) 배에서 내렸다고 한다. 배에서 내린 한인들은 들판
에서 잠을 자고, 테우안테펙 지협 철도를 타고 베라크루스주의 코앗사코알코스
(Coatza Coalcos)로 이동하였다. 한편 에네켄 농장에서의 노동이 너무 힘들어 멕시코
를 탈출하려는 한인들은 이곳에서 엄격히 통제가 되었다. 한인에게는 차표와 배표를 팔
▲ 한국인들이 멕시코에 올 때 타고 온 샌 일포드(S.S. Ilford)호

지 못하게 하였다(
『황성신문』1906년 4월 18일자,「移民慘狀」
).

(소장자; The World Ship Society, Carlisle, U.k., 사진제공; 오인환·공정자 교수)

▲ 살리나크루스 항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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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카(Oaxaca)주

▲ 살리나크루스 항구

▲ 살리나크루스 공립병원 살리나크루스 역 앞에 있는 공립병원

◀ 살리나크루스 항구 내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다.

◀ 살리나크루스 항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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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카(Oaxaca)주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역
주

소 Sin Numero Av. Panteon Col. Contarraya argle Solidarida Interior incite fiscal,

Salina Cruz, Oaxaca
현재상태 현재는 살리나크루스역이 폐쇄되어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 현지인들이 역사에 거주하고 있다.
관련사항 살리나크루스(Salina Cruz) 항구에 도착한 한인들은 이곳 들판에서 하루를 머문 후,

살리나크루스 역에서 테우안테펙 지협 철도를 타고 베라크루스(Veracruz)주의 코앗사
코알코스(Coatza Coalcos)로 이동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기차를 탄 한인들은 잠시 내
려 점심식사를 배급받고 다시 기차를 탔다. 긴 항해와 현지의 화로 같은 무더위는 한인
이주민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는 현실적인 불안으로 다가왔다.

▲ 살리나크루스 역사

살리나크루스
공립병원
구(극장

살리나크루스(역사

▲ 살리나크루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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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카(Oaxaca)주

▲ 살리나크루스 역에 방치된 기차

▲ 기차가 다니지 않아 폐쇄된 살리나크루스 역의 프렛트 홈

◀ 살리나크루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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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나크루스 역의 프렛트 홈

55

와하카(Oaxaca)주

베라크루스(Vera Cruz)주

▲ 코앗사코알코스 역이 있던 자리. 현재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코앗사코알코스 지도

01

코앗사코알코스 역

02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03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Escolleras)

04

오학기나 지방회 자리

05

오학기나 한인 묘지

▲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에 거주하는 한인 후예 (판필라 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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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

▲ 오학기나 지방회 자리가 위치한 와하케뇨 제당공장. 현재는 제당공장의 터만 남아있다

◀ 오학기나 지방회 자리가 있던
와하케뇨 제당공장
▲ 판필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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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코앗사코알코스 역
주

소 General Anya Parque de la Solidaridad, Coatza Coalcos, Vera Cruz

현재상태 현재는 헤네랄(General) 안야(Anya)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년 전부터 기차가 다

니지 않고 있다.
관련사항 한인노동자들은 살리나크루스 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에 코앗사코알코스 역에 도착하

였다. 이곳에 도착한 한인들은 큰 들판으로 옮겨져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이
들은 동양식으로 아침·점심·저녁을 제공받았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큰 화물선을
타고 유카탄으로 이동하였다.

◀ 코앗사코알코스 역이 있었던 자리

▲ 코앗사코알코스 역사가 있었던 자리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Cristobal(Color

코앗사코알코스(
역사자리

Ge
ne
ral
(A
na
ya

코앗사코알코스(부두

코앗사코알코스 역사가 있었던 곳 ▶
지금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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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주

소 Administracion Portuaria Integral de Coatzacoalcos, Coatza Coalcos, Vera Cruz

현재상태 당시의 항구 자리는 현재 코앗사코알코스 해운항만통합청(Administracion Portuaria

Integral de Coatzacoalcos)이 들어서 있다. 당시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관련사항 코앗사코알코스 역에 도착한 한인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이틀간 머문 후 유카탄으로 떠

났다. 코앗사코알코스 항구에서 한인노동자들은 이달고호(Hidalgo)라는 화물선을 타
고 유카탄의 프로그레소(Progreso)로 갔다. 당시 코앗사코알코스 항구가 있던 곳은 현
재 해운항만통합청이 들어서 있고, 부두는 그곳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출퇴근용 선박과 연안 어선 등이 정박할 정도로 소규모 항구로 변했다.

▲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코앗사코알코스에 도착한 한인들이 유카탄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당시의 항구 자리

코앗사코알코스(부두자리
멕시코(만

코앗사코알코스(
역사

▲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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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당시의 항구 자리에는 코앗사코알코스 해운항만통합청이 들어서 있다

◀ 코앗사코알코스 해운항만통합청 입구 표지
지금은 코앗사코알코스 해운항만통합청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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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Escolleras)

▲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

주

소 Escolleras, Coatza Coalcos, Vera Cruz, Mexico

현재상태 코앗사코알코스 시내의 마데로(Madero)가와 코레히도라(Corregidora)가 지역이 에스

코레라스이다. 현재 바다 앞에 방파제가 놓이면서 주택가로 변하였다. 한인촌 내에 있
던 코앗사코알코스 지방회의 주소는 1917년 당시 Apartado No. 62 Puerto, Coatza
▲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

Coalcos였으며, 1942년 당시에는 Apartado No. 62, Coatza Coalcos였고, 1947년부
터 1961년에는 Esccolleras No. 144, Coatzacoalcos였다.
관련사항 코앗사코알코스에 온 한인들은 에스코레라스(Escolleras, 스페인어로 돌로 만든 방파제
Rio(Coatzacoalcos

라는 뜻)라는 주인 없는 모래 언덕에 팔마집(야자수로 지붕을 만들고, 나무판자로 만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곳에 한인들이 한집 두집 모여 살면서 한인촌을 이루었
고,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당시에 이곳까지 철도가 들어왔다고 하며, 현재

에스코레라스
지역
Corregidora

N

도 이곳을 에스코레라스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1915년 7월경 이곳에 국민회 경찰소

S

가 설치되었다. 코앗사코알코스 경찰소는 1918년 현지 경찰관과 교섭하여 한인 자치경
찰권을 얻어 한인부락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한민보』1918년 1월 24일자,「과
살구루쓰 자치경찰권」).

Ma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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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 에스코레라스(Las Escolleras) 한인 마을 삽화(당시 모습)
▲ 어린시절 에스코레라스에서 살았던 이사벨 리와 가족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이사벨 리

코앗사코알코스에 한인들이 모여 살게 된 계기는 오학기나지방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사람
들이 이곳으로 이동하면서부터이다. 오학기나지방에서는 코앗사코알코스 강(Rio Coatzacoalcos)
을 따라 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1916년 8월 오학기나지방회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코
앗사코알코스 항구로 옮겼다. 인장과 문부도 이곳으로 옮기고 각 임원을 다시 선임하였다. 이때
회장에 고희민, 부회장에 김대신, 총무에 윤화용, 서기에 정자용, 재무에 서원식, 학무원에 김덕
수, 법무원에 노덕현, 구제원에 김덕수, 대의원에 황인화, 실업부원에 이신일로 선임하였다(
『신한
민보』1917년 2월 15일자, 7월 26일자). 1917년 멕시코혁명으로 이곳 지방의 회원이 이산하면서
1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후 다시 한인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1926년에 푸엘도예비지방
회를 조직하였으며, 1939년에 코앗사코알코스 지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6년부터 1941년
까지의 지방회 회장 명단을 살펴보면 안인식(1926), 윤화용(1927), 조여삼(1930), 김봉국(1936),
▲ 코앗사코알코스 지방회의 지도자
공인덕(Simon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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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1938), 공인덕(1939), 편영대(1940), 공인덕(194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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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크루스(Vera Cruz)주

▲ 이사벨 리의 아버지 페드로 리와 어머니 사진

▲ 글로리아김 공(오른쪽)

코앗사코알코스 항구에서 한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것은 1915년 7월부터로 김대선·윤화동·황인

나누어 주었다(
『신한민보』1918년 1월 3일자,「안씨의 공덕심」
). 이 학교 교사로는 김창현 등이 활

화·이선일·노덕현·정사용·김창현 등이 수천 원의 자본금을 모집해 본격적인 사업을 펼쳤다.

동하였다. 이처럼 한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 2세들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비록 시

당시 그들에게 고용된 한인 동포는 20여 명이었다. 한인들이 이곳에 자리잡기 시작할 무렵에는

설이나 교재 등은 미비하였으나 민족정신을 각성시키는 등 철저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오늘의 후예들이 1세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는 한인들이 처음으로 어업을 시작해 원주민들에게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과 그

어린시절 이곳에 살았던 이사벨 김(Isabell Kim, 1925생)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촌에는 국어학교

들이 코앗사코알코스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들어있다.

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곳이 거리로 변했다고 한다. 그녀는 산티아고 김이라는 선생으로부
터 한글과 애국가를 이곳에서 배웠으며, 1945년 8월 15일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렀다고 한

멕시코 현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모래밭을 개간하

다. 그리고『Lirios Flotantes De Mi Ribera』
의 저자이며, 이곳에 자랐던 판필라 최(Panfila

는 등 근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어업기술을 현지인에게 전수·지도할 정도로 화목하게

Chee Reyes, 1926년생)가 기억하기를 자신의 가족들은 이곳 한인촌에 살았으며, 그녀의 아버지

지냈다. 이처럼 한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빨리 적응하는 등 한민족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는 코앗사코알코스 부두에서 하역노동자(Estibador)로 일하였다고 한다.

한편 안창호가 1917년 멕시코를 방문하였을 때 코앗사코알코스 항구에 들렀다. 그는 이때 이곳에
청산소학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 금화 5원을 기부하고 또 지필(紙筆) 등을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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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기나 지방회 자리

▲ 오학기나 지역 현재는 폐허가 되어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

소 Oaxaquena, Jesus Carranza, Vera Cruz, Mexico

현재상태 헤수스 카란사 시내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오지에 있다. 당시 한인들이 거

주하던 지역과 제당공장(Ingenio Azucarero Oxaquena)은 폐허로 변해 잔해만이 남
아있고,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주소는“Plantation Oaxaquena, Santa Lu
Crecia Vera Cruz”
이었으나, 1930년 행정지명이 바뀌면서 산타 루 크레시아(Santa
▲ 오학기나 지방회 자리

Lu Crecia)는 헤수스 카란사(Jesus Carranza)가 되었다.

이곳에 한인마을이 있었으며, 그 안에 오학기나 지방회관이 있었다

관련사항 오학기나(Oxaquena)의 와하케뇨(Oaxaquéno) 제당공장(Ingenio) 안의 국민회를 말한

오학기나

다. 유카탄의 계약노동이 해지된 지 3년만에 새로운 모집광고가 나붙었다. 그것은 사탕수
수농장과 제당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 베라크루스주의 남쪽 끝에 있는 와학케뇨에

Jesus(Corranza
Coatzacoalcos(江

미국인이 세운 제당공장에서는 동양인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한인들 50여 명은 유카탄
에서 제당공장으로 갔다. 이곳에서 일본인·중국인 등이 주로 일을 하였으며, 한국인들
도 이곳에서 일을 하였다. 호세 산체스 팍의 회고의 의하면,“모든 집단은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구역 안에서 생활했다. 각 구역은 한국·일
본·중국, 그리고 멕시코인과 또 다른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섞
여 살지 않았다. 각 집단마다 큰 상점 하나씩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 한다.

Oxaqu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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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당공장(Ingenio Azucarero Oxaquena)은 호세 산체스 팍의『교포역설』
에 의하면,“마을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제당공장이 있었다. 그곳에는 기계들이 설치된 커다란 집과 압축기가 보였
다. 또 거기에는 사탕수수를 가득 실은 화차들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아, 사탕수수를 잘게 부수
는 곳으로 가져가는 것같았다”
라고 한다. 그러나 와하케뇨 제당공장의 한인들은 신광희만 남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유카탄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산타 루 크레시아(Santa Lu Crecia, 현재
헤수스 카란사), 산타페(Santa Fe), 산 후안 수가(San Juan Zugar) 등으로 그룹을 지어 이동하
였다. 현재 거대한 제당공장은 폐쇄되어 폐허로 변하였고 잔해만 남아있다.

▲ 오학기나 제당공장 터 지금은 제당공장의 흔적만 남아있다

▲ 오학기나 제당공장

실태조사보고서_ 멕시코 지역

▲ 오학기나지방회 회장을 역임한 고희민의 부인 김순희 (고흥룡의 어머니)

74

75

베라크루스(Vera Cruz)주

한인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묘지명을 볼 때 적어도 1912년 이전으로 보인

한편 오학기나지방회에서는 동포들에게 국어교육을 통한 민족적 긍지와 조국애를 심기 위해 1913

다. 오학기나 지방의 각 농장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 1913년 오학기나지방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년 5월 26일 일신국어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는 감독에 김광운, 교장에 이원석, 교사에 백학구,

김성민, 부회장에 이원석, 총무에 윤은섭, 서기에 서병학, 재무에 이병권, 학무원에 서병학, 법무

학무원에 서병학 등이 있었으며, 학생이 남녀 모두 19명이었다(
『신한민보』1913년 6월 30일자,

원에 강문형, 구제원에 김홍서, 대의원에 서병두·김석택 등을 선출하였다. 국민회관은 제당공장

「국어학교」
). 신광희·최정식·고희민 등이 교사로 2세들을 가르쳤다. 이 학교의 교과과목은 본

내에 두고 지방회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한인 보호에 적극 활동하였다. 1913년 5월 26일에는

국지지·역사·사민필지·산술·체조운동·연설·찬송가 등이었고, 또 청년 10명이 야학을 설

동포들에게 국어교육을 통한 민족적 긍지와 조국애를 심기 위해 일신국어학교(日新國語學校)를

치하여 하오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하였으며, 청년토론회도 실시하였다(
『신한민보』1913년 8월 8

설립하였다. 오학기나지방회는 고희민(고흥룡의 부친)이 회장을 역임하였고, 일신학교 교사도 하

일자,「서씨내함」
).

였다. 1916년 말 오학기나지방회가 폐쇄될 때까지 신광희·고희민·서현우·이용상·박용규·
서원석·서병두·김기철·김지윤 등이 사탕수수 농장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6년 8월 오학

자

료

그곳 회원과 학생들이 일제히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회원 박용구 씨는 군대를 조직하

기나지방회의 한인들은 교통이 편리한 코앗사코알코스 항구로 옮겼다. 판필라 최(Panfila Chee

고, 곡호로 예식을 불며 예를 행한 후에 기예를 정련하며 담기를 충양할새 외국인 백여

Reyes, 1926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4살 때(1929년)에 오학기나에서 어머니를 따라 개·

명이 모여 이를 찬양하고 학도들은 애국가를 노래하고 대한국 만세를 부르고 헤어졌다

돼지 등을 뗏목에 싣고 코앗사코알코스에 왔다고 한다.

가, 그날 밤에 다시 회관에 모여 건장한 의견으로 장래를 토론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동
11시에 폐회하였다더라(
『신한민보』1913년 7월 4일자,「국어학교기념식」
).

▲ 일본인 이민자 센후 이라타(Zenju Hirata)의 멕시코 입국 증명서

▲ 헤수스 카란사의 향토사학자 이라타(일본계)
오른쪽의 멕시코 입국증명서는 그의 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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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국어학교 기사(
『신한민보』1913년 8월 15일자, 1면)
오학기나 지방회에서 한인 2세를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 고희민의 아들(고흥룡, 에밀리아노 코로나, 1905년 출생)

▲ 일신국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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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기나 한인 묘지
주

소 Oaxaquena, Jesus Carranza, Vera Cruz, Mexico

현재상태 당시에는 일본인 공동묘지에 한인들이 함께 매장되었다. 현재는 폐허의 공동묘지이다.

오학기나 제당공장에서 동남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산위에 있다.
관련사항 오학기나(Oxaquena)의 와하케뇨(Oaxaqueńo) 제당공장(Ingenio)에서 동남쪽 산위에

위치하고 있다. 호세 산체스 팍의『교포역설』
에 의하면,“제당공장의 묘지는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예배를 드리는 판자집에는 순전히 남자들만 모여 장
례식이 치러졌다”
고 회고하고 있다. 현재는 뱀과 전갈 등이 많아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
하고, 트렉터를 타고 산위로 올라 가야만 한다. 이곳에 한인 무덤이 여러 기(基) 있을 것
으로 파악되고, 독사와 전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단지 2기의 한인 묘비만을 발견
하였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大韓人礪山宋敬和之墓 一千九百十二年 五月 二十六日 享年 五十 別世
大韓人全州李滉應之墓 一千九百十二年 五月 二十六日 享年 三十九 別世

▲ 오학기나 공동묘지의 한인 비석
공동묘지내 풀숲에서 발견한 한인비석

오학기나 공동묘지의 ▶
한인 비석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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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탄주

▲ 메리다 역 프로그레소 항구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온 곳

◀ 프로그레소 항구
한인 노동자들이 코앗사코알코스에서 유카탄
으로 들어온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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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국민회관(Flor de Liz)

▲ 메리다 65번가 국민회관 앞에 있는 알폰소 김의 가게 자리

▲ 프로그레소(Progreso) 부두 (199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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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그레소(Progreso) 항구

02

메리다 역

03

메리다 국민회 회관Ⅰ

04

메리다 국민회 회관Ⅱ(엘 파보)

05

메리다 국민회 회관Ⅲ

06

메리다 국민회 회관Ⅳ

07

숭무학교 군사훈련 터

08

신한민보사 자리

09

김기창 가게 자리

10

이종오 거주지

11

이종오 묘

12

김윤원 여관

13

몬테호(Montejo)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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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레소(Progreso) 항구
주

소 Progreso, Yucatan

현재상태 당시의 부두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 흔적만 남아있고, 구 부두 옆에 새로운 부두가 건설

되어 있다.
관련사항 코앗사코알코스에서 한인들은 이틀 반동안 배를 타고 1905년 5월 14일 이곳 프로그레

소 항구에 도착하였다. 프로그레소 항구는 당시 멕시코에서 두 번째 큰 항구이며, 메리
다에서 20마일 떨어져 있다. 프로그레소에서 부두 근처의 기차정거장에서 화물차를 타
고 메리다 시내로 옮겨진 한인 노동자들은 그후 유카탄 지역의 에네켄농장에 분산 수용
되었다. 1905년 5월 15일자『El Peninsular』신문에는 1,019명의 한국인들이 이달고호
(Hidalgo)를 타고 5월 14일 오후 3시 프로그레소 항구에 도착하였으며, 오후 8시에 출발
하여 메리다에 도착하였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또한 이곳은 1909년 황사용·방화
중 견묵위원(遣墨委員)이 베라쿠르즈에서
458마일 배를 타고 들어와서, 메리다지방
회를 결성하였다. 한편 이곳은 멕시코에
서 살던 한인들이 더 생활 형편이 좋은 쿠
바로 가기 위해 1921년 3월 초에 이곳 프
로그레소 항구에서 떠난 곳이기도 하다.
▲ 프로그레소(Progreso) 항구의 부두

▲ 한인노동자의 프로그레소 도착기사

현재는 잔해만 남아있고 오른쪽에 새로운 부두가 건설되어 있다

해변
가

부두

프로그레소(항구(자리

Aramex(창고
Banamex(은행

성당
중앙공원

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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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레소(Progreso) 부두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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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Eastacion F.F.C.C) 역

▲ 메리다 역사

▲ 메리다 역

주

소 Calle 48 × 55 Centro, Merida, Yucatan

46
Calle(

Calle(
48

현재상태 지금은 기차역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당시 철도역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Eastacion F.F.C.C.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사항 1905년 5월 14일 프로그레소 항구에 도착한 한인들은 기차를 타고 유카탄주의 주

메리다(역

도인 메리다에 도착하였다. 기차역에서 내린 한인들은 즉시 커다란 천막이 쳐진 들
Calle(55

판으로 옮겨졌다. 이 노천 천막에서 5주 동안 그들은 곡식(옥수수·밀 등)과 반찬거
리를 식사 대신 제공받았다. 그후 한인들은 본격적인 계약노동에 들어갔다.

실태조사보고서_ 멕시코 지역

88

89

유카탄(Yucatan)주

메리다 시내의 유적지 지도
A HUNCMA

Av. ltzaes
Av. ltzaes

Av
.C
up
ule
s

M.Hidalgo

Av. Refo
rma

Av. Colon

김윤원 여관 자리

A

Pro
gre
so

De
por
tista

국민회관Ⅰ

Paseo de Montejo
몬테호 공원 자리

국민회관Ⅲ
숭무학교 훈련터
(Marcado)
국민회관Ⅱ
(엘파보)

한인 가게

A
tul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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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국민회 회관
주

소 Calle 64 # 428 49y53 Merida, Yucatan

현재상태 건물의 크기는 약 30평 정도이며, 현재 빈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를 놓은 상태이다.
관련사항 1909년 5월 9일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고 사용하던 최초의 회관이다.

이 회관은 김제선의 가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4월 국민회 중앙총회의 견묵위
원들이 메리다에 도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메리다 시내에 도착하니 이
곳은 유카탄 도성이라. 7만 7천명 사는 대처요, 멕시코에 부민들이 많이 살며, 도로의
정결함과 가옥의 화려함이 멕시코 서울에서 나리지 아니한 곳이며, 동포 김제선 씨 집
에 다다르니, 이 집은 한인의 도회처소인데 주일마다 70~80명 한인동포가 각 농장에
서 모여 들어와 서로 고생하는 이야기도 하며, 교인들은 예배도 하는데, 작년(1908년)
7월부터 이 메리다 시내에 처음으로 생긴 한인의 가옥이오다”
라고 하고 있다(
『신한민
보』1909년 5월 12일자). 메리다 지역 한인들은 1909년 5월 9일 상호 10시 유카탄 지역
16개의 에네켄 농장에서 대표를 뽑아 이곳에서 메리다지방회 설립 기념식을 거행하였
다. 메리다지방회는 속박을 당하던 1천여 명의 한인들이 조국을 건질 목적으로 국민회
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 메리다 국민회관

Calle(53

Calle(49

한인들이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사용하던 국민회관

Calle(64
국민회관Ⅰ

김윤원(여관
Calle(62

▲ 최초의 메리다 국민회 회관

실태조사보고서_ 멕시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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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인 노동자들은 1909년 5월 12일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 한인들은 미국의 한인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가 멕시코 최초의
한인 단체인‘친목회’
를 조직하였다. 친목회는 회장에 이근영, 총무에 김윤원, 재정에 김제선, 사
찰에 황명수로 각자 고본금 50원씩 합자하여 조국독립을 위한 문명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원대한
목적을 가졌다(
『공립신보』1909년 2월 10일자,「멕시코 소식」
). 이즈음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
민회에서는 1909년 4월 3일 대의원 황사용과 전도사 방화중을 멕시코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멕
시코시티를 출발한 지 15일만에 메리다에 도착하여 각처 농장을 다니면서 동포들의 사정을 조사
하고 국민회 지방회 조직을 준비했다.
1909년 5월 9일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동포 314명을 회원으로
창립회는 16개 농장에서 보낸 총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근영, 부회장 방경일, 총
무 및 재무 김윤원, 서기 신광희, 학무원 황명수, 법무원 조병하, 구제원 김제선, 평의원 김구현·
최정식·이근하·이국빈·유진태·김대선·김성민·김태진·박선일 등을 선출하였다(
『신한민
보』1909년 5월 26일자,「멕시코 유카탄 美利多地方會設立」
). 그리고 5월 24일 대한인국민회 북
미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1909년 11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을사조약 체결 4주년을 맞이하여‘국욕기념의식’
을가
졌다. 그리고 일제를 규탄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로 복장을 통
일하여 회원들이 메리다 지방회관을 출발하여 주정부 청사까지 행진을 하면서 을사조약을 강제

▲ 메리다 국민회 회관 내부

로 체결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전단을 메리다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윤여준,「美洲移民
七十年史」
『경향신문』1973년 12월 26일자). 이에 대해『메리다평론』
은「한국인의 의식 발표 운
동」
이란 제하로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소개했다(朝鮮總督府,『朝鮮の保護及倂合』
, 1913,『舊韓末
日帝侵略史料叢書』Ⅵ, 亞細亞文化社, 299쪽).
한편, 메리다지방회에서는 1918년 12월부터『단계(檀界)』
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 메리다 국민회 회관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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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국민회 회관 (엘 파보)
주

소 Calle 54 # 468X69 Merida, Yucatan

현재상태 현재 국민회 메리다지방회와 숭무학교가 있던 L 자형의 단층 건물이 남아 있다. 상가건

물로 쓰이고 있는데, 지붕 위에는 당시 지하수를 뽑아올리기 위해 세웠다는 녹슨 풍차
가 얹혀져 있다. 내부 뒤뜰은 현재 지붕을 올려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보존상태는 멕시
코 유적지 중 가장 양호하다.
관련사항 처음 국민회관이 비좁고 국민회의 사무가 복잡해지면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엘 파

보(El Pavo, 칠면조라는 뜻) 지역으로 옮겼다. 호세 산체스 팍의『교포역설』
에는 1919
년 3·1운동 이후 한인사회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서, 국민회 사무실이 좀 더 넓은
곳,‘엘 파보’길모퉁이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당시 각 농장에 있는 국민회 지
도자들이 메리다 시내로 들어오면서 엘 파보를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한인촌을 이루었
다. 또한 산체스 팍의 책에는 도산 안창호가 3·1운동 당시 연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안창호는 1917년 10월 12일 산호세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21일에 멕시코
의 만사니노 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26일에 멕시코시티에 당도하여 6명의 묵경재류
한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12월 18일 프론테라에 도착하였다가 24일 메리다로 출
발하였다. 그리고 12월 2일 메리다지방회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이 환영
식에는 회원 남녀 아동 합쳐 170~180명이 환영회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신한민보』
1917년 12월 27일자,「중앙총회장을 환영」
). 따라서 국민회관을 엘 파보로 옮긴 것은
▲ 엘 파보 국민회관

1919년 3·1운동 이후이다. 1920년 3·1운동 제1주년 기념행사는 유카탄의 한인들의
절반이 이곳에 모였다. 한편 안창호는 1918년 5월 26일 메리다 한인들의 전별을 받고,
프로그레소항구에서 배를 타고 탐피코로 향하였다. 5월 30일 베라크루스항에 도착하
Calle(69

Calle(71

였으며, 6월 3일 탐피코시를 심방하다가 8월 29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다.

Tampimueble

건물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내부를 합쳐 약 250평 정도
Calle54

의 규모이다.

국민회관Ⅱ
(엘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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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국민회 회관(엘 파보)

▲ 엘 파보 국민회관 위의 풍차 엘 파보라고 쓰여져 있다.

◀ 메리다 국민회 회관(엘 파보)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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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국민회 회관(엘 파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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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지도자들(1918)
앞줄 왼쪽부터 안창호·호세 김(Jose Kim),
뒷줄 이종오·김기창·마뉴엘 양(Manuel Yang)

▲ 멕시코 한인사회를 순방할 당시의 안창호(1918)

▲ 멕시코 한인사회를 순방할
당시의 안창호(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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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국민회 회관
주

소 Calle 54 # 562y71y73, Centro, Merida

현재상태 대지는 450평, 건평은 60평 정도이다. 1936년부터 개업한 전파상점이 성업 중이다. 이

전파상은 메리다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상점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사항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가 1920년대 중반부터 1935년까지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부의 구조는 당시 사무실과 뒤쪽의 공터가 있다. 현재는 전파
상점이며, 상점 주인인 에드워도 말도날도(Edwardo Maldonaldo, 61세)의 증언에 따
르면, 그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1936년부터 전파상을 차렸다고 한다. 그런 것으로 보아
1935년까지 국민회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메리다 국민회관

국민회관Ⅲ

Calle(54

현재는 이곳이 메리다에서 가장 유명한 전파상이다

Calle(69

▲ 메리다 국민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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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관 54번가 뒷쪽

▲ 국민회관 54번가 입구

회관 뒷쪽에 약 2백평 가량의 공터가 있다. 이곳에서 한인들이 집회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회관 54번가 내부
◀ 국민회관 54번가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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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는 현재 전파상점이 들어서 있다

105

유카탄(Yucatan)주

메리다 국민회 회관
주

소 Calle 65 # 397AX44y46 Merida

현재상태 멕시코인이 살고 있으며, 내부는 3칸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낡고 어두운 편이다.
관련사항 1909년 5월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설립 이후 회관은 세들어 있었는데, 경제공황

으로 가옥세를 낼 형편이 못되자 한동안 유진태의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회관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진태·이종오·박춘삼·김정식 등 한인 1세 지도급 인사들은
1930~1931년경 65번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멕시코 토
지법상 외국인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멕시코 국적
으로 귀화했다. 이 회관은 8명의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해서 1935년 1월 낙성식을 한
후 회관으로 사용했으며, 1941년과 1954년 두 차례 보수공사를 하였다.

▲ 메리다 국민회관
이곳 회관은 한인 모금을 하여 건축한 건물이다. 현재에도 등기부상 한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

HERNANDEZ
메리다
지방회
회관

Calle(69
Calle(44

Calle(46

상가
Commercial
ROSADO

Calle(65

◀ 국민회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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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관(Calle 65) 회관 입구에 조남환 목사

▲ 국민회관(Calle 65) 내부 멕시코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국민회관(Calle 65) 내부
현재 멕시코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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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국민회관(Calle65) 등기부표지

▲ 메리다 국민회관(Calle65) 건축 기금 기부자 명단

▲ 메리다 국민회관(Calle65)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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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무학교 군사훈련 터
주

소 El Mercado, Merida, Yucatan

현재상태 엘 파보 국민회관에서 1블럭 떨어진 곳이 숭무학교의 훈련터이다. 당시에는 노지와 약

간의 구릉지대였다. 1945년부터 이곳에 엘 메르카도(El Mercado)라는 재래시장이 들
어서 있다. 일대는 시장이 번성하여 흔적조차 파악할 수 없다.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을
정도로 하루종일 사람들로 붐빈다.
관련사항 멕시코에는 메리다지방회가 조직되면서 숭무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띄

티·작골·쏘실 등의 농장에는 광무군인 출신들이 모여 조국의 회망을 성찰하고 장차
위국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일 노동여가에 한두 시간씩 병법·체조 등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멕시코 각지의 동포가 군인출신이라 한 것처럼 실제로 광무
군인 출신이 2백여 명이 있었다. 그 가운데 조병하는 청년 수백 명을 모아 매일 노동
후 여가를 이용하여 체조·운동·보법 등 무기(武氣)를 배양하였다(
d황성신문e1909
년 10월 5일자,b武氣培養c
).

▲ 숭무학교 훈련장 터

Calle(71

Calle(65

현재 재래시장(Marsado)이 들어서 있다

숭무학교(
군사훈련터
(Marcado)

Calle(54
국민회관Ⅱ
(엘파보)

▲ 숭무학교 훈련장이 있던 곳 과일 상점이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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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리다지방회에서는 각 농장에 경찰소를 설치하였다. 깔게독, 씨실체, 사실, 띄

자

료 메리다 중심에 숭무학교를 건설하고 전일부곡(部曲)을 거두어 훈련교육을 아울러 힘쓰

티, 노하깔, 씨옵 등지에서 경찰소를 설치하고, 동포들에게 군법·체조 등 군사훈련을

다가 동년 팔월 십구일 을사조약 대치욕기념일에 메리다 시중에서 대조련을 행하니 유

실시하였다. 작둔지방의 경우 교장 이수근, 2등교감 양귀선의 지휘하에 군사훈련을 하

카탄 총독이 그 부하병으로 하여금 원문 밖에 나와 곡호로 경례하더라. 이후로 숭무학

였으나, 교감 한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3등교감 천관옥을 보강하고, 교련방법도 확장

교 생도는 더욱 기율이 엄명하여 그 교장 이근영 씨의 약속을 지키며 무예강습을 게을

하였다(
『신한민보』1909년 12월 10일자,「국민회보」
). 이리하여 한인들의 자치권을 확

리하지 아니하니 당시 재묵동포의 기념이 만장이나 높아 어깨를 음즉음즉하며 그날 난

보하는 동시에 조국광복에 대한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기운을 한번 시험할 뜻이 있으니(
『신한민보』1914년 2월 26일자,「국민회역사」
).

메리다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군 양성학교인 숭무학교가 조직되었다. 1909년 11월 17
일 메리다 지방회관에 전체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숭무학교 창립행사가 거행되어 도지
휘관에 이근영, 조교에 양귀선·조병하·이수근을 선임하였다. 이튿날 18일 이근영의
지휘 아래 2개 소대 110여 명의 한인군대는 무예과목을 훈련하고 시내를 행진하며 기
상을 드높였다. 이후 숭무학교 교장 이근영이 구한국군 공병 하사로 있던 경험을 살려
『군무요령(軍務要領)』
·
『보병요조초선(步兵要操抄選)』
을 저술하여 군사교본으로 활용
하였다(
『신한민보』1909년 12월 8일자, 1910년 7월 20일자). 처음 학생 118명을 배출
하였으나, 숭무학교를 확장하던 즈음, 1913년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은 가족을
떠나 피난을 가거나 혹은 전쟁에 종군하여 사방에 흩어져 1913년 3월에 폐교되었다(김
원용,『재미한인오십년사』
, 345쪽).
그후 1913년 이근영이 병사 3백 명을 이끌고 과테말라혁명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동아
일보』1922년 8월 7일자,「新朝鮮의 建設運動」
).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신한
민보』기사에 따르면, 이근영은 황민주의 권유로 이정구와 더불어 메리다로 와서 동포
청년 33명을 모집하여 과테말라혁명 고용병으로 참전하였다고 한다. 이때 이근영 등은
멕시코시티에서 모집한 한인청년과 유카탄에서 모집한 청년 40여 명을 이끌고 과테말
라혁명에 참가하였다. 당시 과테말라는 23년간 통치를 하고 있던 가부리엘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혁명의 와중에 있었다. 이근영 등은 만일 혁명이 성공하면 미금(美金) 3백
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신한민보』1916년 9월
8일자,「과테말라혁명에 한인 고용병」
;『신한민보』1916년 9월 14일자,「멕시코에서」
).
하지만 같이 혁명군에 참전하기로 한 황민주·이정구는 돈을 받고 한인용병들을 혁명

▲ 숭무학교 훈련장 자리 과일상점이 늘어서 있다

군에게 넘겨주고 도망가고, 얼마 후 이근영도 종적을 감추었다. 한인용병들은 과테말라
혁명군의 학대를 받았으며, 풍토가 맞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신한민보』1916년 11월 1
일자,「혁명군에게 팔린 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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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보사 자리
주

소 Calle 53 # 499 Entre 10 63y63A, Centro, Merida, Yucatan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현재 약 15평 가량의 가정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는 빈 집이다.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는 1909년 메리다 국민회가 창립되면서
관련사항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기관지인『신한민보』
멕시코 한인들도 그것을 구독하게 되었다. 신한민보에는 멕시코 한인들의 소식과 각지
국민회의 소식을 싣고 있는데, 처음에 신한민보사의 사무실은 국민회 총무 신광희의 집
이었다. 이곳은 신한민보사 사무실 겸 신광희의 집이었다. 한인들은 이를 통하여 하와
이·미주 등지의 소식은 물론 국내외의 활동 등도 접할 수 있었다. 군자금 모금이나 의
연금 모집 등은 이러한 소식지에 자극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신한민보사 자리

신한민보사(자리

Calle(56

Calle(58

미주에서 발간된『신한민보』
를 메리다 한인들도 구독해 보았다

Calle(53

▲ 신한민보사 자리 이곳은 메리다지방회의 총무 신광희의 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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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가게 자리
주

소 Calle 58 # 522 Entre 10 63y63A, Centro, Merida, Yucatan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현재 라스 베가스(Las Vegas) 신발가게로 되어 있다. 시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관련사항 김기창(金基昶, 본명;基秊, Manuel Kim)은 메리다 국민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 당시 그의 가게 주소는 사서함(Apartado) 343번지였다. 김기창은 1879년 8월 31
일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 길수리 대천에서 출생하였다. 국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1905년 부인 및 자녀와 멕시코 메리다로 이주하였다. 메리다지방회를 창설하여 총무가
되었으며, 그후 회장을 역임한 지도자이다. 그는 1918년 흥사단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1921년 그는 미주의 국민회에 가서 멕시코에서 국민회
를 조직하고 동포들을 위해 일한 공으로 중앙총회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 김기창 가게 자리

Calle(63

메리다지방회 회장을 역임한 김기창이 운영하던 가게 자리

Calle(58

▲ 김기창의 구미위원부 구역시찰원 위촉장
김기창(가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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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거주지
주

소 Calle 52 # 451 Merida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의 그란 류챠(Gran Lucha) 지역에 있으며,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이종오(李鍾旿, 이명;鍾濬, Manuel Lee, 1869-1946)는 메리다국민회 지도자이다. 그

의 집에서 국민회 지도자들이 자주 회합하였다. 이종오는 서울 탑동에서 출생하여 사숙
과 소학과를 수료하고,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상업을 경영하였다. 1905년 멕
시코 유카탄에 이주하였다. 1919년 흥사단에 가입하였다. 한편 그는 1909년 5월 국민
회 메리다지방회 창립회원이며 국민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테모손·제일농
장의 농장대표를 역임했으며, 1917년 1월 설립된 해동학교(海東學校) 교사로 활동하였
다. 1917년 12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안창호가 유카탄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종오의
집에도 잠시 머물면서 독립운동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1918년 2
월 국민회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안창호와 함께 연설하였다. 1930~1931년경
이종오는 메리다지방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멕시코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대표 7명
과 함께 공동으로 회관 대지를 구입하여 1935년 1월 회관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 이종오 집
메리다지방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오의 거주지. 이곳을 그란류차 지역이라고 한다

Bar(La(Gran(Lucha
이종오
거주지

Calle(52

Calle(49

Calle(51

▲ 이종오 가족 앞줄 오른쪽부터 이종오, 부인, 한복순, 뒷줄 오른쪽 이덕순(Telma Lee), 이봉호(193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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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탄한인회

▲ 이종오의 손녀 이덕순(Telma Lee)

울리세스 박(Ulises Park)의 집을 유카탄한인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이덕순(Telma Lee)과 그녀의 아들 울리세스 박(Ulise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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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오

▲ 이덕순(Telma Lee)과 그녀의 남편 크레센시오 박(Crecenci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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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묘
주

소 Panteon General, Calle 95 # 66 Merida, Yucatan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의 판테온 헤네랄(Panteon General)이라는 묘지에 있다. 이종오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같이 멕시코에 온 사람들이 함께 묻혀있다.
관련사항 이종오(이명;鍾濬, Manuel Lee, 1869~1946)는 메리다 한인 사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

다. 그는 1946년 9월 9일 사망하였고, 수많은 제자 동포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영결식
을 마친 뒤 메리다공동묘지 판테온 헤네랄(Panteon General)에 묻혔다. 그의 묘비에
는 한글로“1946년 9월 9일 별세, 향년 76세, 본은 명쥬 리시 죵오 분묘, 원적 대한 경
성”
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이상철 묘와, 그와 같이 멕시코로 온 사라 김
(Sara Kim), 페르난도 김(Fernando Kim), 마뉴엘 산체스(Manuel Sanchez) 등이 함
께 묻혀 있다.
자

료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의 초창시대로부터 지도자가 되어 민회 목적 관철 즉 국가 광복운

동에 노력을 더하고 아울러 재묵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었든 이종오·김정식 양위 선생
은 불행히 노환으로 별세하였으며, 메리다 지방회의 인도의 부고는 아래와 같다. 메리
다에 재류하는 이종오선생은 노환으로 수년 고통하는 동안에 부인과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의약으로 구원하였으나 회춘을 못하고 마침내 9월 9일 상오 2시에 별세하니 향
년이 칠십육이오, 그 유족과 전체 동포가 다같이 슬퍼하였나이다. 선생은 국민회 창립
▲ 이종오 가족 묘
이종오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같이 온 사람들이 함께 묻혀 있다

시대로부터 충성을 다하고 동포를 사랑하였고 동포중 분규가 있는 때에는 화해를 시켰
으며 선생은 우리 국민회의 등불이 되더니 이제 세상을 떠나매 일반 동포는 누가 우리
를 인도하여 주리오 하야 슬퍼함을 말지 않습니다. 장례는 본지방회 협조로 이튿날 오
전 9시에 목사의 주례로 영결식을 행하고 동포의 호상리에 공동매장지에 안장하였습니
다(
『신한민보』1946년 10월 24일자,「리죵오 김정식 량위 션생의 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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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오의 가족 묘비

▲ 김사라의 묘비
메리다지방회의 지도자 이종오를 모시던 김사라의 묘비

이종오 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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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뉴엘 킹 묘비

▲ 이종오 묘

▲ 이종오 자필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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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원 여관
주

소 Calle 64 #412 47y49 Merida, Yucatan

현재상태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김윤원(金允元)은 초기 메리다 국민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한인 최초로

여관을 메리다에 개설하였으며, 이 김윤원 여관은 원거리의 농장 동포 및 각종 모임을
위한 숙박장소로 이용하였다.『신한민보』1909년 6월 23일자에“본인이 첨동포의 숙식
을 편리케 하기 위하여 여관을 신설하였사오니 첨동포는 왕림하심을 바라나이다. 여관
주인 김윤원 고백”
이라고 광고를 내고 있다. 그는 1920년 1월 9일 사망하였는데『신한
민보』
에“메리다에 거하면서 우리 회에 많은 힘을 썼던 김윤원씨는 1월 2일에 불행히
열병을 얻어 8일 동안 고통하다가 1월 9일에 별세하였다”
『신한민보』
(
1920년 1월 22일
자,「김윤원씨가 장서」
)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 김윤원 여관
메리다지방회의 초기 지도자였던 김윤원이 운영한 여관

▲ 김윤원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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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호(Montejo) 공원자리
주

소 Paseo de Montejo, Merida, Yucatan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의 가장 중심지가 몬테호 거리(Paseo de Montejo)이다. 이곳 끝에 몬테호

공원이 있었으며, 현재 공원은 없어졌고 빈터만이 남아 있다.
관련사항 몬테호 공원에서 멕시코 독립기념 행사에 한인들이 참가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민족

독립을 기원하였다. 1943년 9월 16일은 묵국 독립기념일이오. 이날 묵국 메리다 시에
서 기념식을 거행할 때에 한인의 참가를 청원하였음으로 재류 한인 각 단체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한 부대를 이루워 가지고 당일 상오 8시에 몬테호 공원에 회집하였고, 동 11
시에 행렬을 거행하는 때에 연로 관광 자는 광영 찬연한 태극기에 경의를 표하여 박수
환영함을 맞지 안었다. 메리다시에서는 매양 기념행렬을 거행할 때마다 태극기의 참가
를 청첩하니, 이는 40년대에 처음 있는 일이오. 우리 태극기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
을 광복하고 세계에 날릴 것을 믿는 일반 동포는 기뻐함을 말지 않았다.

▲ 몬테호 공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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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호 거리에 있는 메리다 박물관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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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탄지역 한인노동자들이 배치된 에네켄 농장

멕시코만
항
레소(
프로그

281

노칵
농장

사낙타
농장

야스체(농장
칸캅첸(농장

메리다시

노헤윤(농장

우누크마(농장

180
칼칼첸
농장
180

▲ 야스체(Yaxche) 농장

281

한국인 이민자들은 1905년 4월 4일 제물포를 출발하여 5월 15일경 멕시코 살리나크루스 항

잇신캅
농장

구에 상륙하였고, 테우안테펙지협 철로로 코앗사코알코스항에 도착한 다음 선편으로 5월 20일

신훈첸
농장
초촐라(농장

180

테모손(농장

261

경 유카탄의 동북단 항구인 프로그레소항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메리다에 여장을 풀었다. 그들은
레판(농장

메리다에서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3~4시간 떨어진 잇신캅(Itzincab)·초촐라(Chochola)·춘
추쿠밀(Chunchucumil)·산 엔리케(San Erique)·칸캅첸·티시민(Tizimin)·첸체

모쿠이체
농장
18

씨틴캅첸(농장

(Chenche)·야스체(Yaxche) 농장 등 약 25개 정도의 에네켄농장으로 흩어졌다(호세 산체스 팍,
d교포역설e
). 씨틴깝첸농장을 비롯한 잇사말·레판(Lepan)·칼칼첸·차크마이농장 등은 1909
년 농장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한인들이 자유인의 신분상태에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제2의 농장시

춘쿠쿠밀(농장

대를 연 곳들이다.
한인들은 에네켄 농장(Hacienda)에서 노동을 하였다. 멕시코의 아시엔다 제도는 스페인 식
민지시기의 유산으로, 16세기 말 이래 식민지시대를 통하여 점차 발전하여 특히 19세기 말 이후
에는 인디오 공유지의 흡수·합병, 교회 소유지의 구입, 공유지의 불하정책 등으로 급격하게 발
전하였다. 노동력은 주로 채무노예에 의하는 등 반봉건적·전근대적 성격이 강하며, 유카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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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헤윤(Nohuayun) 농장의 에네켄 밭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파하

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6백 여개의 에네켄 아시엔다가 있었다.

음에 일을 할 줄 몰라서 농장측과 마야 원주민들로부터 게으름뱅이(chales)라고 놀림을 당하기

농장의 규모는 각각 달랐고 배치된 한인들의 수도 제각각이었다. 한인들은 대체로 30~40명

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하루에 50개 묶음짜리 30단의 에네켄을 자르는 일이 할당되었다. 그러나

단위로 분산·수용되었는데 야스체 농장과 춘추쿠밀 농장에는 70명씩, 첸체 농장에는 133명이

폭염 아래서 밑둥에서 칼로 가시가 뾰족뾰족 양쪽에 붙어 있는 에네켄 잎을 잘라내기가 쉽지 않

갔다고 알려져 있다(
d신한민보e
1909년 6월 2일자). 대체로 에네켄농장은 농장주의 저택을 중심

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다. 하루 12시간 노동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초기에 한

으로 노동자들의 가옥과 농원이 펼쳐져 있고, 학교·교회·구내매점 등이 배치되었다. 농장 입구

인들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곧 일에 익

에는 에네켄에서 쏘스킬이라는 삼실을 기계로 뽑아내는 쏘스킬공장이 있고, 그 앞에는 삼실을 널

숙해져서 마야 원주민의 작업량을 훨씬 능가하였다고 한다(이자경,d한국인 멕시코 이민사e
,

어 건조시키는 넓은 건조장이 있다. 공장에는 잎 묶음을 나르거나 삼실을 건조장 밧줄에 널거나

304~305쪽).

트럭에 싣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근무하였다.

1915년 전후 한인들이 타지로 떠나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메리다 주변의 농장

에네켄은 섬유식물로 6년이 지나면 1년에 두차례 잎을 딸 수 있고, 20년생으로 15년 정도 수

으로 돌아오자 메리다지방회는 각처에 흩어진 농장마다 지방자치회를 신설하고 중요한 사항은

확이 가능하며 대공이 나오면 잘라주어야 한다. 줄기 껍질은 섬유로 쓰이며, 주로 배의 밧줄로 사

중앙지방회에서 관할하였다. 이렇게 자치제를 시행한 농장은 잇신캅(Itzincab), 오스타파갑

용되었다.

(Oxtapacap), 테모손(Temoson), 앗게, 산악다(또는 산나다), 호보야, 노칵, 비시야, 레판

에네켄 농장의 작업시간은 더위를 피해 새벽 3시 반 또는 4시부터 시작되었다. 한인들은 처

(Lepan), 신훈제, 초촐라(Chochola) 등이다. 씨틴깝첸농장도 1910년 말을 전후해서 한인들이 집
단적으로 생활했던 곳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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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판(Lepan) 농장의 유진태 매점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아시엔다

▲ 씨틴깝첸(Citincabchen) 농장의 농장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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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스체(Yaxche) 농장

02

노헤윤(Nohuayun) 농장

03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

04

레판(Lepan) 농장

05

레판(Lepan) 농장의 국어학교

06

레판(Lepan) 농장의 유진태 매점

07

잇신캅(Itzincab) 농장

08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

09

칸캅첸(Kancabchen) 농장

10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

11

노칵(Noc-ac) 농장

12

신훈첸(Sihuchen) 농장

13

모쿠이체(Mukuiche) 농장

14

씨틴깝첸(Citincabchen)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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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체(Yaxche) 농장
주

소 Domicilio Conocido San Antonio Yaxche de Peon, Yucatan

현재상태 현재 에네켄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농장이 폐쇄되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은 황폐화되었으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과 가옥들이 남아있다.
관련사항 야스체 농장(Yaxche de Peon)은 메리다에서 서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야

스체 농장에는 유카탄에 들어온 한인 노동자가 50~60명 배치되었다(
d신한민보e1909
년 6월 16일자,`국민회보a
). 1914년 4월 경 야스체지방회가 조직된 것같다(
d신한민보e
1914년 4월 23일자, 회보). 계약노동에서 해방된 한인들 장봉환·정춘식·이수근 등은
상여금 1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야스체 농장주에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농장주는 이들
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메리다지방회에서 111명이 모금한 재판비용 100원으로 변호
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통해 무죄 석방시켰다(
d신한민보e1909년 6월 2일자,`墨西哥有
佳團消息a
). 또한 야스체 농장에는 1915년 3월 메리다지방에서 각 농장의 한인동포들
의 정형을 고찰하고 각 회원의 의무를 수시로 권고키 위하여 박춘삼을 농장대표로 선정
하였다(
d신한민보e1915년 3월 11일자,`메리다지방회보a
).

▲ 야스체 농장 입구
농장 뒤쪽에 한인 거주지가 있다

농장주집
에네켄(가공공장

성당
한인마을

야스체(농장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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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체(Yaxche)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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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체(Yaxche) 농장 입구

▲ 야스체(Yaxche) 농장

야스체 농장은 1900년 경에 산 아구스토 페온(San Augusto Peon Dueno)이라는 사
람이 농장을 설립하였는데, 초기에 야키족과 한인들이 에네켄을 재배하였으며 한인들
은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현재 농장(Hacienda)에는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한인 가옥들이 있다. 한인집단 거주지에는 농장의 중심에서 뒤쪽으로 약 500m 정도를
가면 도로 양쪽에 7가구씩 14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 야스체(Yaxche) 농장의 한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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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체(Yaxche) 농장의 한인촌 현재 폐허가 되어 있다

▲ 야스체(Yaxche) 농장의 한인 가옥.
현재는 폐허가 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 야스체(Yaxche) 농장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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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체(Yaxche) 농장의 에네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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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헤윤(Nohuayun) 농장
주

소 Domicilio Conocido Nohuayun, Tetiz, Yucatan

현재상태 현재 농장은 폐쇄되었으나, 아직도 에네켄을 재배하고 있다. 한인들이 살았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이라고
관련사항 메리다 시내에서 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노헤윤(당시 한인들은‘노헤용’
부름) 농장은 폐허로 변했으나, 에네켄은 계속 재배되고 있었다. 현지인(86세)의 증언
에 따르면, 한인들에게 집터를 공짜로 주고 일을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일을 성실히 하
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현금 대부나 각종 농기구 대여 등도 철저한 계약
에 따라 준수되었기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 노헤윤 농장의 아시엔다

한인마을

노헤윤(농장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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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헤윤(Nohuayun) 농장의 에네켄

▲ 노헤윤(Nohuayun) 농장의 아시엔다

◀ 노헤윤(Nohuayun) 농장의 에네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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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
주

소 Domicilio Conocido Chunchucumil, Yucatan

현재상태 현재 에네켄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농장이 폐쇄되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한인마을은 황폐화되었으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과 한인가옥들이 남아있다.
관련사항 춘추쿠밀 농장은 당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

서 한인들이 농장을 모두 떠났다. 이 농장은 국도(Federal) 273번을 끼고 메리다에
서 서남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농장에는 70여 명의 한인들이 배치
되었다(
d신한민보e1909년 6월 16일자,`국민회보a
). 1909년 5월 12일 한인들은 노
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 농장에서는 10여명에서 12명의 미성년자를 억류하고 있
었다고 한다.
춘추쿠밀 농장에는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한인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을 스페
인어로‘Colonial de Coreanos’
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한인들은 에네켄농
장을 만들기 위한 개간작업을 주로 하였다.

▲ 춘추쿠밀 농장의 아시엔다

춘추쿠밀
아시엔다

한인마을

춘추쿠밀(농장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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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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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아시엔다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파하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한인마을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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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허가 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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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한인마을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한인마을 입구

현재 폐허가 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한인마을 우물

◀ 춘추쿠밀(Chunchucumil) 농장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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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판(Lepan) 농장
주

소 Domicilio Conocido Lepan, Tecoh, Yucatan

현재상태 현재 에네켄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농장이 폐쇄되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한인마을은 황폐화되었으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과 한인가옥들이 남아있다.
관련사항 레판 농장은 1909년 농장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한인들이 자유인의 신분상태에서 뿌리

를 내림으로써 제2의 농장시대를 연 곳들이다. 주로 1920년 전후로 한인들이 많이 거
주하던 곳이다. 한때는 이종오·김기창·신광희 등 메리다 국민회 지도자들이 거주하
기도 하였으며, 유진태(Jose Yu)가 농장매점을 운영하던 곳이기도 하다.d교포역설e
의 저자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도 이 농장에서 일했다. 농장내에는 한인노동자들이 집
단으로 거주하던 마을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폐허가 되었으나 흔적은 남아있다. 그곳
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당시 한인들이 사용하였던 우물이 하
나 남아 있다.

▲ 레판 농장의 아시엔다

레판농장
아시엔다

국어학교

무지개학교
유진태(매점

▲ 레판(Lepan) 농장내의 무지개 학교

레판(농장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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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판(Lepan) 농장내의 무지개 학교

▲ 레판(Lepan) 농장의 한인촌에 있는 한인가옥

현재 레판농장에는 미국에서 은퇴한 한국인이 이곳에 와서 방과 후 2시간씩 현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유카탄
무지개 학교’
가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레판농장에서는 국어학교와 교회가 있었으며 40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
었다고 한다. 또한 이 곳에서 유진태는 매점을 경영하였는데, 그가 운영하였던 매점 건
물과 학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현재 레판농장에는 미국에서 은퇴한 한국인이 이
곳에 와서 방과후 2시간씩 현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유카탄 무지개 학
교’
가 설립되어 있다.

한인가옥
한인우물

▲ 레판(Lepan) 농장에 거주하는 한인 후예 미구엘 송

▲ 미구엘 송의 신분증

레판(농장(한인마을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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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판(Lepan) 농장의 한인이 거주했던 파하

▲ 레판(Lepan) 농장의 한인들이 사용하던 우물

◀ 레판(Lepan) 농장의 한인촌

◀ 레판(Lepan) 농장의 한인 우물

거리 양쪽에 한인들이 거주하던 집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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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판(Lepan) 농장의 국어학교
주

소 #20 Miguel Ibarra Song, Lepan, Tecoh, Yucatan

현재상태 건물은 당시 그대로 농장 입구에 남아 있으며, 미구엘 송(Miguel Song)이라는 한인 후

예가 살고 있다.
관련사항 레판 농장에서 노동을 하던 한인들이 2세 교육을 위해

국어학교를 설립하였다. 국어교육을 통해 한인들은 민
족의식과 조국애를 북돋았다. 이 국어학교에서는 유진
태가 국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한
인들의 군자금 모집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 레판(Lepan) 국어학교 내부

▲ 레판(Lepan) 농장의 국어학교
이 국어학교에서 유진태가 한인 2세들을 교육하였다

▲ 레판(Lepan) 농장의 국어학교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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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판(Lepan) 농장의 유진태 매점
주

소 Hauenda Lepan Isidro Arnaga Molina, Domicillo Conocido, Lepan, Tecoh, Yucatan

현재상태 건물은 현재 Expendid El Rayo라는 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레판 농장의 아시엔다 옆에서 유진태(劉鎭泰)가 농장의 매점을 운영하였다. 매점에서는

당시 농장 노동자들의 필수품을 팔았으며, 이익금은 대부분 그가 운영하였던 국어학교
의 비용에 충당되었다. 미구엘 송(1934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레판 농장에서는 한인
2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자신이 자랄 때 빅토리아 리라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였
다고 한다. 유진태는 메리다국민회의 초기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1920년 메리다
국민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 레판(Lepan) 농장의 유진태 매점
메리다국민회의 초기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인 유진태가 운영하던 매점

▲ 레판(Lepan) 농장의 유진태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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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신캅(Itzincab)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Itzincab, Tecoh,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호텔로 개조 중이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에는 집들이

허물어져 있고, 다만 1채만이 수리를 하여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관련사항 잇신캅 농장은 메리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잇신캅 농장에는 1915년 3월

메리다지방에서 각 농장의 한인동포들의 정형을 고찰하고 각 회원의 의무를 수시로 권
고키 위하여 이희태를 농장대표로 선정하였다(
d신한민보e1915년 3월 11일자,`메리다
지방회보a
). 또한 이 농장에는 한인들 후세들을 위해 1916년 11월 6일 진성학교(進成學
校)가 설립되었다. 호세 산체스 팍의d교포역설e
에는 카돌릭 신부였던 변윤형과 전직교
사였던 최정식(崔貞植)이 25~3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자경의 책에
는 교장 서병두, 교사 최정식, 교감 김상옥, 재무 유진태(劉鎭泰), 수전위원 박두현(朴斗
鉉) 등이며, 학생수는 14명이라고 한다. 교수과목은 역사·지리·산술·서예·독서·
작문·토론·체조 등인데, 낮에는 에네켄 밭에서 땀흘려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이들
을 가르쳤다.

▲ 잇신캅(Itzincab) 농장 아시엔다

Tecoh

한인마을

한인마을

잇신캅농장
아시엔다

▲ 잇신캅(Itzincab) 한인촌

De(p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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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신캅(Itzincab) 농장의 한인가옥

▲ 잇신캅(Itzincab) 한인촌

당시 한인들이 거주하던 곳에 대해 호세 산체스 팍은“그 집들은 초가집이라고 하기 보
다는 그 건축자재를 보아 조그마한 도회주택 같았다. 그 집은 아연판의 지붕과 칸막이
로 되어 있었다.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한 구획의 거리가 약 150미터 되는 한 구획
의 주택단지였다. 이 단지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우리 모든 한인들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여 주었다. 집들은 20미터 간격 또는 좀 더 간격을 띠고 있었으며,
구획을 이루어 가지런히 지어져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였고, 학
교는 자연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고 하였다. 현재 농장내의 한인들이 살
았던 대부분의 집들은 폐허가 되어 흔적만이 남아있고, 다만 1채만이 수리를 하여 원형
을 보존하고 있다. 이 농장에는 1921년 쿠바로 재이민간 박창운이 한때 거주하기도 하
였다.
◀ 농장 내의 피라미드에서
바라본 농장 아시엔다

또한 농장의 입구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한인들의 무덤도 있다. 특히 안토니
오 송(Antonio Song; Miguel Song의 아버지)의 가족 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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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신캅(Itzincab) 공동묘지

▲ 진성학교 기사d신한민보e
(
1917년 4월 12일자, 3면) 잇신캅 농장에서 한인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운 학교

◀ 잇신캅(Itzincab) 공동묘지의
한인 묘비

▲ 진성학교

▲ 잇신캅(Itzincab) 농장내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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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Sanakta, Tekanto,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은 폐허가 되었고,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에는 집들이 허물어져 겨우 형

체만 남아 있다.
관련사항 메리다 시내에서 54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86Km 지점에 있다. 한인들이 처음 노예

노동을 시작한 20여 개 농장 가운데 하나이다. 사낙타 농장에는 메리다국민회의 경찰
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15년 경에는 110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이 농장에는 1909년 해방된 이후부터 국어학교가 설립되어 방경일이 교사로서 학생들
을 가르치다가, 1915년부터 장봉오가 교사로 활동하였다.
사낙타 농장은 당시 산나다, 산악다 등으로 불려졌으며, 메리다 근교의 잇신캅
(Itzincab) 농장, 산 엔리케 농장과 함께 계약노동자 시절의 농장이다. 최근까지 안토니
오 최씨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 사낙타 농장에는 메리다지방회의 경찰소가 설치되
어 경찰(양기선·김덕준)과 법무원(이회택·이치운) 등 국민회 기관을 조직했다. 그후
1914년 4월 경 산악다지방회가 조직된 것 같다(
d신한민보e1914년 4월 23일자, 회보).
전성기 때는 5백명이 살던 큰 농장인데, 한인 후예와 원주민 비율은 반반이었다.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아시엔다

Sanakta
Calcanchen
Tekanto

Bakoba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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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한인촌

주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한인가옥

소 Domicillo Conocido, Sanakta, Tekanto, Yucatan

체만 남아 있다.

현재상태 농장은 폐허가 되었고,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에는 집들이 허물어져 겨우 형

한인가옥

한인우물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 한인촌내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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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한인촌

▲ 사낙타(Sanakta, San Aktan) 농장의
한인마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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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캅첸(Kancabchen)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Kancabchen,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폐허가 되었으며, 한인들의 거주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관련사항 칸캅첸 농장은 메리다 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1912년 1월경 칸캅첸 농장에

국민회 경찰소가 설치되었으며, 경찰에 서병두, 서기에 송영욱, 사찰에 이종욱을 임명
하였다. 그후 1914년 4월경 칸캅첸지방회가 조직된 것 같고(
d신한민보e1914년 4월 23
일자, 회보), 1918년에는 고명국이 경찰원으로 활동하였다(
d신한민보e1918년 2월 28
일자,`메리다지방회 회보a
).

▲ 칸캅첸(Kancabchen) 농장의 아시엔다

한인가옥

한인가옥

농장
첸( 다
캅
엔
칸 시
아

▲ 칸캅첸(Kancabchen)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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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
주

소 Domicillo Conocido, Calcalchen, Yucatan

현재상태 칼칼첸 공동묘지에는 당시 농장에서 노동을 하던 한인들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다. 보

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관련사항 공동묘지에는 여러 기의 한인 무덤이 있는데, 김진옥, 김승호, 마틴 박 등의 무덤이 있

다. 그 가운데 한문으로 쓴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朝鮮國 慶尙南道 東萊郡 沙下面 槐亭洞 金公鎭玉 墳墓
出生 癸丑 八月 二十二日
別世 一九三四年 七月 四日

▲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
이곳 공동묘지에 한인무덤이 여러 기 있다

▲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의 나씨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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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의 김씨 무덤

▲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 김진옥 묘

◀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의 김진옥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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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첸 공동묘지(Calcalchen Cemetrio
General)내의 한인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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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칵(Noc-ac)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Noc-ac, Cohocido,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수리하여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도 새

롭게 단장되어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관련사항 메리다 시내의 동북쪽에 있다(29㎞). 농장의 아시엔다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한인노동자들이 살았던 곳도 새로 단장되어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아직도 한인 후예들이 살고 있으며, 특히 도(都) 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알바
로 도(Alvaro Toh Alvarodo, 81세)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 농장에는 약 15가구의 한인
들이 살았으며, 이·유·정·박·도 씨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기억하는 바로는 마뉴
엘 산체스, 리알리오 리, 안토니오 박, 안드레스 김(김인명) 등의 어른들이 있었고, 매년
3월 1일에는 3·1절 기념식을 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두 메리다 시내로 갔다. 그는
아버지 도창식(Juan Toh)으로부터 한글을 조금 배웠으며, 그의 아버지는 12살에 멕시
코로 이민을 와서 이곳 농장에서 땜장이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 노칵(Noc-ac) 농장의 아시엔다

▲ 노칵(Noc-ac) 농장의 아시엔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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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칵(Noc-ac) 농장의 한인마을

▲ 노칵(Noc-ac) 농장의 한인마을

도로 양쪽에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가옥이 있다

▲ 노칵(Noc-ac) 농장의 한인 후예 알바로 도(Alvaro T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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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칵(Noc-ac) 농장에서 땜쟁이로
일했던 도창식(Juan T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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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첸(Sihuchen)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Sihuchen, Abala,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허물어져 있으며, 한인들 거주지는 찾기가 힘들었다.
관련사항 신훈첸 농장은 1909년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 자유계약에 의해 한인들이 살던 후기농장

에 속한다. 메리다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진 아발라(Abala) 구역에 있다. 1913년 멕
시코혁명으로 타지로 떠나갔던 한인들이 1915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시 유카탄의 농장
주변으로 돌아왔다. 이때 다시 돌아온 한인들이 노동조건이 좋은 농장으로 들어갔는
데, 그곳 가운데 한곳이 신훈첸 농장이다. 1915년 3월 메리다지방회에서 각 구역 대표
를 선임하는데 신훈첸 농장에는 배완준이 대표로 선임되었다(
d신한민보e1915년 3월
11일자,`메리다지방회보a
). 현재 농장은 폐허가 된 아시엔다가 남아 있으며 한인들이
살았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 신훈첸(Sihuchen) 농장의 아시엔다

▲ 신훈첸(Sihuchen)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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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이체(Mukuiche)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Mukuiche, Abala,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허물어져 있으며, 한인들 거주지는 찾지 못하였다.
관련사항 모쿠이체 농장은 1909년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 자유계약에 의해 한인들이 살던 후기농

장에 속한다. 메리다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인 아발라(Abala) 구역에 있다. 1913년
멕시코혁명으로 타지로 떠나갔던 한인들이 1915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시 유카탄의 농
장 주변으로 돌아왔다. 이때 다시 돌아온 한인들이 노동조건이 좋은 농장으로 들어갔는
데, 그곳 가운데 한곳이 모쿠이체 농장이다. 현재 도망가다가 붙잡히거나 주인 뜻에 어긋
나는 일을 하는 한국사람을 고문했던 우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모쿠이체(Mukuiche) 농장의 아시엔다

▲ 모쿠이체(Mukuiche) 농장의 아시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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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틴캅첸(Citincabchen) 농장
주

소 Domicillo Conocido, Citingapchen, Chpab, Yucatan

현재상태 농장의 아시엔다는 허물어져 있으며, 현재 마야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는데, 당

시의 우물·집·교회 등이 남아 있다.
관련사항 씨틴캅첸농장은 1909년 농장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한인들이 자유인의 신분상태에서 제

2의 농장시대를 연 곳이다. 메리다에서 자동차로 2시간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 1920년
대 초반 한인들은 약 20가구 정도 살고 있었다. 이 농장에는 1918년부터 메리다국민회
의 경찰소가 설치되어 김현기가 경찰원으로 활동하였다(
d신한민보e1918년 2월 28일
자,「메리다지방회 회보」
). 또한 이 농장에는 공 목사가 안식교회를 창립하고, 해마다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도 초기 교회로 알려진 두 건물이 그대로 보존
되어 있다. 특히 메리다지방회의 지도자인 이종오가족이 1926년경까지 이 농장에서 생
활했는데, 현재 그의 거주지는 물론 그가 관리했던 매점건물, 그리고 한인들이 거주했
던 마야 원주민의 전통적 가옥형태인 타원형의 파하(paja)와 우물, 농장주가 사용했던
건물터 등이 남아 있다.

▲ 씨틴캅첸(Citincabchen) 농장의 농장주 집

▲ 씨틴캅첸(Citincabchen) 농장 마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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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틴캅첸(Citincabchen) 농장의 이종오 가게자리

▲ 씨틴캅첸(Citincabchen) 마을 농장주 집 앞

◀ 씨틴캅첸(Citincabchen) 마을의
이종오 집

◀ 씨틴캅첸(Citincabchen)
농장의 한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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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목테수마 58번지

◀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입구,
목테수마 5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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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주 묘비

▲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멕시코 국민회의 지도자였으며, 독립운동가인 김익주 묘비

01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02

김익주 거주지

03

김익주 묘지

04

황보영주 거주지

05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 황보영주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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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주

소 Moctezuma No. 58, Gerrero, Deleg Cuauitemoc, Mexico D. F.

현재상태 현재 건물은 멕시코인의 연립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를 둘러싼 소

송으로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관련사항 멕시코시티는 일찍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지방회가 결성

된 곳이다. 묵경지방회가 설립된 것은 1911년으로 1915년까지만 해도 등록된 한인 인구
는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d신한민보e1913년 6월 23일자, 회보). 1915년 지방회 임원진
은 회장 이성로, 부회장 이건세, 총무 이경재, 서기 겸 재무 이인녀, 학무원 김익주, 법
무원 박진형, 구제원 김명화, 외교 이병흔, 사찰 엄주환·한용성 등이었다. 1919년 3·
1운동 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경축식을 거행하고 매년 독립의연금을 모금하였
다. 그후 1930년 묵경지방회가 해산되고 대신 자성단(단장 김익주)이 조직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그해 10월에 지방회가 복설되었다. 지방회관에는 1931년
에 국어학교가 개설되어 한인 2세들에게 국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Largo

Soto

Heroes

▲ 묵경지방회관

Mozqueta

Gerrero

Moctezuma
묵경지방회관

▲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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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내부

▲ 멕시코시티(墨京) 국민회관. 목테수마 58번가

현재 멕시코인이 거주하고 있다

묵경지방회관은 여러 차례 이동을 하였다. 1918년 당시d신한민보e
에 보이는 주소는 사

았다. 이순녀는 국기의 귀중함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태극기가 떨어지는 불행한

서함(Apartado) 94번지, 1929년에는 사서함 963번지 등으로 옮겨다니다가 1942년 묵

일이 없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경지방회에서 이 건물을 구입하였다. 목테수마(Moctezuma) 58번지의 국민회관은 묵
경지방회의 지도자인 이순녀(Ricardo Lee)가 지방회를 부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즉, 이순녀는 한종원(Jose Hahn)·황보영주 등과 함께 장기간 폐쇄됐던 묵경지방
회를 부활하여 1941년 12월 20일자 묵경 3대 일간지에 임시정부의 대일선전과 한국의
독립운동 및 멕시코 한인들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묵경지방회 회관은 2월말
목테수마 58번지 건물을 구입하였으며, 사무용품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4,500원이 소
요되었다. 이 금액은 이순녀가 전담했다. 1942년 7월 17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에서는 묵경지방회 집행위원장 이순녀와 선전위원 한종원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같
은해 8월 29일 묵경지방회도 회관에서‘8·29 현기식(懸旗式)’
을 거행하여, 내외국인
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순녀·한종원은 장검을 들고 좌우에 서고, 총무 이건세

◀ 멕시코시티 한인거주지
멕시코시티에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
현재는 시장(Marcodo)으로 변하였다

는 태극기를, 청년회 서기 윤달순은 멕시코 삼색기를 들고 식장으로 들어와 박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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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가 구미위원부에 낸 공채

▲ 한종원 가족
오른쪽부터 아들 펠리페(Felipe), 이마리아, 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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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거주지
주

소 Actopan No.4, D. F. Mexico

현재상태 김익주가 말년에 거주하던 곳이다. 그는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전재산을 투

여하였으며, 민족의 분단을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거주지는 현재 붉은 벽돌에 위에 시
멘트를 입혔고, 대문은 파란색 페인트칠을 한 반 2층집이다.

독립운동관련

김익주(Francis Kim, 1873~1955)는 처음 유카탄의 초촐라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였는데, 농장 큰 벽에 그림을 그려 농장주 사이에 알려졌다고 한다. 그는 멕시코에 온
한인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한 사람이다. 김익주의 부인은 제주에서 태어난
해녀 출신이기 때문에 코앗사코알코스에서 물고기를 잡아 굶주림을 이겨냈다고 한다.
유카탄 농장에서 계약노동이 끝나자 곧바로 탐피코로 가서 식당을 경영하였다. 이때 많
은 돈을 벌어 이것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경영하던 한
옥레스토랑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김익주는 일생을 바친 독
립 조국이 해방후 남북한으로 분단된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다고 하며, 82세인 1955년
에 사망하였다. 그의 슬하에는 장남 호세 김, 차남 프란시스코 김(김동철), 마리아 김을
두었다. 차남 김동철은 공인덕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마리아 김은 호놀룰루에서 온 김
수권(金守權)과 결혼하였다. 김수권의 아들 로돌포 김(Roddolfo Kim)은 황보영주의
딸 마르타 황보와 결혼을 하였다. 김동철의 아들로는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살고 있는
아벨 김(Abell Kim Kong, 김재완)이 있다.

▲ 김익주 거주지

Actopan

김익주(거주지

▲ 김익주 거주지

실태조사보고서_ 멕시코 지역

204

205

멕시코시티(Mexicocity)

◀ 김익주 정자
김익주가 탐피코에 세운 한옥양식의 정자

▲ 김익주의 차남 김동철 결혼사진 신부는 공인덕의 딸
김익주 훈장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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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묘지
주

소 Panteon Civil Dolores Av. Constitugente, Esquina Sur 128 Col. America, Mexico D. F.

현재상태 묘지는 돌로레스 공동묘지(Panteon Civil Dolores)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묘지번호;

2-6-2-37), 후손들에 의해 잘 관리되어 있다.

독립운동관련

김익주는 평남 평양(平壤)에서 태어났다. 1905년 멕시코로 이민을 가서 1917년부터 대
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탐피코지방회의 파출위원(派出委員)과 지방회장을 역임하면
서, 수차에 걸쳐 대한인국민회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재
멕시코 동포들의 독립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김익주는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의 계약
노동이 끝나자 곧바로 탐피코지방에 가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그는 탐피코에서 국
민회지방회를 결성하였다. 1917년 멕시코 탐피코지방회에 파출위원으로 파견되어 탐
피코지방회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이때 그는 탐피코지방회의 회원등록과 독립의연금
모집에 앞장섰다. 그리고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멕시코 탐피코지방회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
운동자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상해에 본부를 둔 대한민국적십자사에도 가입하여 활동
하였다. 1922년 이후 탐피코지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3·1운동 기념행사, 순국선열기
념식 등과 같은 행사를 주도하는 등 한인사회의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조국독립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며 독립운동자금모집에
힘을 쏟았다.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김익주가 묻혀 있는 돌로레스 공동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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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주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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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영주 거주지
주

소 7A Graudos 129-2, Mexico 2, D. F. Mexico

현재주소 Granados 129 4B, Mexico 2, D. F. Mexico
관련사항 황보영주(皇甫永周)는 멕시코 한인 독립운동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묵경에서는 이

순녀·한종원·황보영주 등이 장기간 폐쇄되었던 지방회를 부활하여 1941년 12월 20
일자 묵경 3대 일간지에 임시정부의 대일선전과 한국의 독립운동 및 멕시코 한인들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황보영주는 부활된 국민회의 서기 겸 재무를 맡았다.
황보영주는 1895년 1월 5일 황해도 곡산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평양 숭실중학교
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1917년 숭실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의 외손 로돌포 김
(Rodolfo Kim, 김수명)의 말에 따르면 평양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여교사를 겁탈하려
는 것을 보고 그를 살해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그후 그는 중국 상해의
삼육신학대학에서 7주간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귀국 후 1917년부터 강계의 영실중학
(英實中學)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강계지역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일제 경찰차량을 폭파하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상해로 망명하였으
며, 1920년 중국에서 흥사단에 입단하였다. 1921년 3월 31일자d신한민보e기사에 의
하면 황보영주는 14명의 한인학생들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멕시코에 도착하였다고 한
다. 그리고 그의 외손자 로돌포 김에 의하면, 그는 유럽의 포르투칼을 거쳐 미국 뉴욕에
▲ 황보영주 거주지

상륙하였으며, 1921년경 멕시코로 이민을 온 친척을 만나려고 멕시코로 들어왔다고 한
다. 멕시코로 와서 그는 게레타로(Queretaro) 엔 시니라스(En Cinilla)라는 조그만 마
을에서 목동을 하다가 그곳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후 멕시코시티에 정착하였다.

황보영주(거주지

Grados

멕시코시티에서 황보영주는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지방회 총무·서기로 활동하였
으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묵경지회에서 적극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멕시코 한인사회
의 단결을 강조하였으며, 늘 한인사회가 단결이 안된다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말년에
황보영주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50세 정도에 사망하였다. 그의 딸 마르타 황
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온 김수권(金守權)과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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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영주의 외손자 로돌포 김(Rodolfo Kim)

▲ 황보영주 자필 이력서

◀ 황보영주 거주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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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주

소 Congreso de la Union No. 5111 혹은 Inguran No. 5111, Col. Rio Blanco Mexico D. F.

현재상태 호세 산체스 팍(Jose Sanchez Pac; 최병덕)이 살던 거주지는 콘술라도(Consulado)역

과 본도히도(Bondojido)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형 식당(Restrante-BarSaloon-Fam, El Correo de Ultranmar S. A.)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약 2백
평 가량된다. 이 식당의 주인의 말에 따르면 45년 전부터 식당을 시작하였으며, 3층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아마도 3층에 호세 산체스 팍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항 호세 산체스 팍(한국명; 최병덕, 崔仁出)은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사를 최초로 정리한

d교포역설e
`회상-멕시코
(
유카탄 반도의 한인들의 삶과 노동 Memorias de la vida y
obra de los coreanos en Mexico desde Yucatana
, Mexico, 1973)의 저자이다. 그는
1962년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교가 체결될 당시 멕시코시 교민회 초대회장을 지냈으
며, 초기한인 이민사와 관련하여 귀중한 저서를 남겼다.

▲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의 거주지
3층 건물로 현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300m

4호선(전철

Consulado
전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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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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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217

멕시코시티(Mexicocity)

▲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내부
현재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이 지은 한인 이민 역사d교포역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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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Mexicocity)

타바스코주

▲ 그리할바 강
프론테라의 한인들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리할바 강 (Rio Grijalva)

◀ 프론테라의 한인 후예 곤잘레스 세구라 문
그는 영화‘조스’
를 자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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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 프론테라 그리할바 강변에 있는 한인마을

▲ 프론테라에 있는 파스토 곤잘레스 세구라 문 무덤

이곳에서 한인들은 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01

프론테라지방회 자리

02

프론테라 한인마을

03

프론테라 공동묘지

◀ 프론테라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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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프론테라지방회 자리
주

소 Apartado No. 17 Frontera, Tabasco, Mexico(1917년 3월 당시)

현재상태 프론테라지방회가 있었던 지역은 지금 범람하여 들어갈 수 없고, 다만 그곳에 그 흔적

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관련사항 프론테라에 설립된 국민회 지방회이다. 프론테라지방회

가 설립된 것은 1917년 3월의 일로 처음엔 동포의 집에
서 모임을 갖다가, 1918년 3월 11일 드디어 회관 건립에
착수하여 3월 29일에 완공하였다. 3월 31일에는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동포들의 손으로 직접 지어 총공
사비는 1백원에 불과했다. 비록 3~4칸 짜리의 초가집이
지만 한인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건물이었으며, 회관
내에 국어소년학교를 설립했다.

▲ 공인덕

d신한민보e1918년 3월 14일자에 따르면,“프론테라지방회는 회관을 프론테라 시내에
설립하였던 바, 가옥세금을 위하여 매삭 과다한 재정을 소비함이 불과함으로 동지방에
서 상거 10마일 되는 한인의 자농하는 곳에 집 한칸을 사서 회관을 설하였다”
라고 한
다. 프론테라지방회의 역대 임원으로는 김세원(제1대 회장), 김태진(제2대 회장), 공인
덕(제3대 회장), 이학서(부회장), 신어삼(총무), 김제선(서기, 학무), 방한조(재무), 김우
▲ 프론테라 그리할바 강변

용(구제), 김경국(외교), 김문옥(사찰), 김순일(평의원), 김양수(평의원), 신인식(평의원)
등이 있었다. 호세 산체스 팍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1926년 교사
로 부임하여 국어학교는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Pino(Suarez

프론테라(지방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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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때에는 독립의연금을 모금하는 한편, 왜화배척(倭貨排斥)운동을 전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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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독립선언서a
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멕시코 각처 교회에 전달하였다. 활발한 활동
을 하던 프론테라지방회는 멕시코혁명으로 농사가 실패하면서, 1921년 이 지방에 거주
하던 한인들이 대부분 쿠바로 이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회의 회무가 제대로 수행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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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프론테라 한인마을
주

소 Carlos Rovirosa 2da Seccion Frontera, Tabasco

현재상태 그리할바 강(Roi Grijalva)이 끝나는 곳 하구(Desembocadora)에 마을이 있다. 당시

주소는“Jeunia 18 Apartado, Frontera, Tabasco”
로 되어 있다. 현지인에 따르면 강
변에서 뗏목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흔적도 찾기 힘들다고
한다.
관련사항 프론테라 시내에서 피노 스와레스(Pino Suarez)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20분 정도 가

다가, 그리할바 강변에 한인들이 살았던 집들이 몇 채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뗏목을 타
고 들어가면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흔적도 찾기 힘들며,
야자수 지붕으로 만든 집들이 몇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곳이 당시‘신한동(新韓
洞)이었을 것을 판단된다. 프론테라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이며 1910년에는 겨우 한 사
람만 자작농(自作農)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1911년 초 수십 명(또는 1백여 명)이 자작
할 비옥한 토지를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의 정착지는 궁벽한 곳
으로 야자수 잎을 얹은 지붕과 나무가지를 두른 토담집을 짓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또
그들은 농장주(지주)와 약조를 하여 자치제도를 시행했으며 한인헌장까지 선포했다. 그
들은 또 가나안복지를 꿈꾸듯 그곳을‘신한동’
이라고 불렀다고 하며,`타바스코 신한
동 헌장a
(건국4244(1911)년 1월 20일)(
d신한민보e1911년 5월 10일자,`멕시코동포의
자치제도a
)에 의하면, 동장 장춘식, 대표 신광희, 서기 김기창, 재무 박국천, 찬조 김윤
▲ 프론테라 그리할바 강변의 한인이 살았던 가옥

원·김대진·박국천이었다. 그러나 신한동은 그리할바 강의 홍수로 인해 한인들이 흩
어지면서 지금은 흔적 조차 찾을 수 없다.
이곳 한인마을에서 태어난 곤잘레스 세구라 문(Conzales Segura Moon, 72세)의 증언
에 따르면, 1920~30년대 알프레도 하(Alfredo Ha)라는 한인이 자신의 집에 국어학교
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며, 자신이 자랄 때는 한인들이 4가구 있었고, 대부분
그리할바 강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여가가 있을 때는 텃밭을 가꾸었다고 한다. 주로 막
대기 끝에 바늘을 달아 던지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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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 프론테라 그리할바 강변의 한인가옥

▲ 프론테라 한인마을 앞을 흐르는 그리할바강

◀ 프론테라 그리할바 강변의 한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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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테라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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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프론테라 공동묘지
주

소 Panteon Municipal, Frontera, Tabasco

현재상태 프론테라 시내 입구에 있으며, 시립 공동묘지(Panteon Municipal)이다.
관련사항 프론테라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의 무덤이 여러 기가 있다. 한인으로는 파스토 곤잘레스

문(Pastor Conzalez Moon)의 무덤을 확인하였다. 묘비에는 1900년 5월 1일에 태어나
서, 1962년 4월 7일 사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프론테라 시내에 거주하는 곤잘
레스 세구라 문(Conzalez Segura Moon, 72세)에 따르면, 그의 할아버지가 멕시코로
이민왔고, 아버지는 유카탄에서 자라다가 이곳 프론테라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그리할바 강(Rio Grijalva)에서 낚시로 생업을 유지하였다고 하며, 그 또한 최근
까지 어업을 하였는데 영화 조스(Jaws)를 찍을 때 자신이 자문을 해주었다고 한다.

▲ 프론테라 공동묘지의 한인무덤
공동묘지는 프론테라 시내 입구에 있다

▲ 프론테라 공동묘지의 파스토 곤잘레스 문의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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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 프론테라 파테온 뮤니시팔 묘지의 표지

▲ 프론테라에 거주하는 한인 후예 하리수 문
그녀는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한인후예 하리수 문과 조사단원
◀ 파테온 뮤니시팔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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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주(Tabasco)

◈ Orlando
◈ Saint

Petersburg

쿠
바
지
역

◈ Hollywood
◈ Miami

Matanzas
◈ ◈ Cardenas
La Habana
◈

◈

Pinar del Rio
◈

◈

Cancun

Manati

Camauey
◈

Victoria de las Tunas
◈
◈ Holguin
◈

Bayarno

George Town

◈

Santiago de Cuba

01

마나티

02

마탄사스

03

카르데나스

04

아바나

마나티

▲ 마나티 항구

▲ 마나티 항구에 세워진‘한인이민 80주년 기념비’
◀ 마나티(기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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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 항구에 있는 한인촌
지금도 이곳을 라 코레아(La Corea)라고 부르고 있다

▲『쿠바한인사』(라울 루이스와 마르타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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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 한인후예의 출생증명서(멕시코 정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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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티 시내에 있는 제당공장

01

마나티 항구

02

마나티 한인마을

03

마나티 제당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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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마나티 항구
주

소 Calle 11 # 19 Puerto, Manati

이
현재상태 당시의 마나티 항구는 폐쇄되어 흔적만 남아있고, 현재‘한인 이민 80주년 기념탑’
세워져 있다.
관련사항 마나티 항구는 현재 폐쇄되었지만, 설탕산업이 번성할 때는 쿠바 제1항구였다. 그러나

설탕산업이 쇠퇴하면서 항구도 함께 폐쇄되었다. 마나티 항구는 멕시코에 있던 한인들
이 쿠바 이민국의 수속을 마치고 1921년 3월 25일 처음 입항한 곳이다. 이곳에 도착한
한인들은 1921년 6월 마탄사스에서 쿠바지방회가 설립된 후 마나티에 남아있던 사람들
에 의해 마나티지방회가 창립되었다. 마나티지방에 거주하는 한인 30여 명은 1921년 9
월 21일 국민회 중앙총회에 설립을 청원하여 중앙총회의 허가를 얻었다. 초대 회장은
양춘경이었으며, 그 외 임원으로는 김용집(제2대 회장)과 구준식(제3대 회장), 김윤
여· 김덕양·김경국·김문옥·윤기서·차응환 등이 있었다.

▲ 마나티 항구
한인들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처음 들어온 항구이다. 현재 부두의 흔적만 남아있다

한인이민(80주년(기념비
해변가
마나티(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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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티 항구의 부두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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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 항구의 부두 잔해

▲ 마나티 항구에 세워진‘한인 이민 80주년
기념탑’
에 쓰여진 한글 기념비

▲ 마나티 항구에 세워진‘한인 이민 80주년 기념탑’
에
쓰여진 스페인어 기념비

또한 한인 후손들은 선조들이 첫발을 내디딘 마나티 항구(Puerto de Manati)에 2001년 3월 25
일 한국과 쿠바를 상징하는 3m 높이의 한글과 스페인어‘한인 이민 80주년 기념탑’
을 건립하였
다. 기념탑의 내용“1921년 3월 25일 이 곳 마나티항구에 멕시코에서 300여명의 한인동포가 기선
따마을리빠스 편으로 쿠바에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 후예들은 쿠바 각지에 흩어져 잘 적응하여 살
고 있으며, 조상의 얼을 기리고 그 뿌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80년이 되는 오늘 이 곳에 기념

▲ 마나티 항구에 세워진‘한인 이민 80주년 기념탑’
과 임은조(Jernimo Lim Kim)

탑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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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마나티 한인마을
주

소 Calle 13 # 19 Puerto, Manati

현재상태 마나티 역 건너편 지역이 당시 한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 마을에는 현지인들만이 살

고 있다.
관련사항 1921년 마나티 항구로 들어온 한인들은 마탄사스 지역으로 대부분 옮겨갔으나,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활이 곤란하여 다시 마나티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당시 이
지역의 사탕수수농장과 제당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한인마을을
이루었다. 현재도 이곳은“라 코레아(La Corea)”
라고 불리고 있다.

▲ 마나티 항구의 한인마을
현재 이곳 지역을 라 코레아(La Corea)라고 불리고 있다

마나티(역

La(Corea

해변
가
마나티(부두

▲ 마나티 항구에 있는 한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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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 철도 역사

▲ 마나티의 사탕수수밭
1921년 마니티에 도착한 한인들은 이곳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하였다

◀ 마나티(기차역)

▲ 마나티에 살았던 한인후예의 출생증명서(멕시코 정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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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마나티 제당공장
주

소 Central Argelia Libre, Manati, Las Tunas

현재상태 마나티 시내에 있으며, 대규모의 제당공장으로 현재도 가동 중이다.
관련사항 마나티 시내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대부분 이곳 제당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제당공장(Central Argelia Libre)은 1912년에 창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
다. 현재 마나티에 살고 있는 낸시 론다 김(Nancy Ronda Kim)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
의 할아버지 에르네스토 김(Ernesto Kim)도 멕시코에 살다가 쿠바로 가면 우유도 먹
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다는 말을 듣고 쿠바로 왔다고 한다. 에르네스토 김(Ernesto
Kim)은 평생을 이곳 제당공장에서 기계청소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한다. 설탕가
격 폭락으로 대부분 한인이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상호부조하는
정신과 공동체 의식은 이들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반이었다.

▲ 마나티 제당공장 정문
사탕수수 산업이 번창하였을 때 이곳 제당공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컸다

제당공장
Central(Argelia(Libre

▲ 마나티 제당공장
마니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곳 제당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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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 제당공장의 뒷쪽에서 찍은 사진

▲ 마나티에 거주하였던 한인 이민자 가족사진

◀ 마나티 시내에 거주하는 한인후예
낸시 김(Nanc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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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티 시내에 거주하는 한인후예
마리셀라 김(Marise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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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 마나티에 거주했던 한인 2세 사진

▲ 마나티 제당공장에서 청소 등을 하였던 에르네스토 김(Ernes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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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티(Manati)

마탄사스

▲ 마탄사스 지방회관 임천택의 집을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 마탄사스 마르타임 김 집

◀ 엘 볼로 마을 내의 국민회관에
있었던 민성국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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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볼로 마을의 한인 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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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마탄사스 엘 볼로마을의 한인 기숙사

▲ 마탄사스 엘 볼로마을의 국민회관

01

쿠바(마탄사스) 국민회관

02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03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국민회관과 민성학교

04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한인감리교회

05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박창운 거주지

▲ 마탄사스 엘 볼로마을의 한인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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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쿠바(마탄사스) 국민회관
주

소 Calzada Esteban No. 44 Matanzas, Matanzas

현재상태 당시 나무로 지은 집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시멘트 건물로 바뀌었다.
관련사항 1921년 3월 25일 마나티 항구에 도착한 한인들은 사탕수수농장에 흩어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설탕가격이 1근에 20전 하던 것이 2전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수반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21년 5월 말경 마탄사스의 에네켄 농장으로 전원 이주하였
다. 이것을 주선한 것은 박창운(Ramon Pack)이다. 그후 핀카 엘 볼로(Finca El Bolo)
한인마을에 살던 한인들이 흩어져 마탄사스 시내로 들어오면서, 1943년부터 1951년까
지 마탄사스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이곳은 원래 쿠바국민회의 지도자인 임천택의
집이었다. 쿠바국민회는 1921년 6월 14일 설립되었다. 일본 영사가 한인들의 등록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주 국민회 중앙총회와 협의하여 쿠바지방회를 설립하
였다. 그해 11월 1일 쿠바지방회는 관청에 인가를 얻어 정식으로 단체로 인정받는 등 대
외적인 공식창구나 다름없었다. 임원으로는 회장에 서문경, 부회장에 이회택, 총무에
이인환, 서기에 임병일, 재무에 장성일, 법무에 김덕순, 학무에 정원성, 구제원 호근덕,
외교원에 박창운, 대의원에 박두현, 사찰에 박희성 등이 선출되었다. 1922년 10월부터
마탄사스지방회는`마탄사스지방회자치제a
를 실시하였으며(
d신한민보e1921년 10월
20일자,`마탄사스회보고a
), 매년 3·1절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기념행렬을 거행하였
으며, 본토 신문에 잘못된 기사가 나면 이에 반박하였다.
▲ 쿠바 국민회관
임천택의 집을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쿠바지방회에서는 국어교육을 위해 민성학교(民聲學校)를 설립·운영하였다. 당
시 주소는 사서함(Apartado) 273번지였다. 1926년 1월 선출임원에는 회장 장영기, 부
회장 북순학, 총무 겸 서기 임천택, 재무 임병일, 학무 이희택, 법무 김홍서, 구제 방한
조, 외교 박창운, 실업부원 임천택, 대의원 이세창을 선임하였다.
마탄사스(국민회관
Estebar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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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마탄사스 국민회관
임천택의 집을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 마탄사스 국민회 관련자료

▲ 쿠바 국민회 관허장
쿠바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한인들의 자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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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국민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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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Matan

현재상태 현재는 폐농된 채 덤불만 무성하며 당시 한인들이 살았던 건물, 민성(民聲)국어학교, 교

회 등이 남아 있다.
관련사항 핀카 엘 볼로(Finca El Bolo, 볼로 농장) 한인마을은 마탄사스의‘핀카 엘 볼로’에네

켄농장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마탄사스에서 동남쪽으로 2마일 가량 떨어진 이곳에 들
어 왔다. 초기에 쿠바로 온 한인들은 대부분 마탄사스에서 바라데로(Varadero) 지방에
펼쳐진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1920년대 중반에는 1백여 가구의 한인들이 이
곳 볼로마을의 에네켄 농장에서 살았다. 마을 입구에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나
무로 만든 방 2칸의 기숙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의 빈 공터에서는 3·1절 기념행사
를 진행하였으며, 밤에는 가스등 아래서 무용회·음악회 등을 하였다고 한다. 독립운
동가 임천택의 가족도 이곳에서 살았다.

▲ 엘 볼로 한인마을에 있는 한인숙사
현재는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

엘(볼로(한인마을

Carre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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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사스 엘 볼로 마을의 한인들 채소밭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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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엘 볼로 마을내의 쿠바국민회관에 한인 2세 교육을 위해 설치된 민성국어학교

▲ 마탄사스 엘 볼로 마을의 한인우물

◀ 엘 볼로 마을의 민성국어학교(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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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볼로 마을의 한인 숙사(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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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국민회관과
민성국어학교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Matan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핀카 엘 볼로(Finca El Bolo, 볼로 농장) 마을에 정착한 한인들은 이곳에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쿠바지방회에는 1922년도에 회장에
김치일, 부회장에 이게창, 총무에 장영기, 서기에 임천택, 학무에 박두현, 법무에 김홍
서, 구제원에 이인환, 외교에 이종현, 대의원 양춘명 등이 선출되었다. 또한 국민회관
은 미주 국민회에서 보낸 돈으로 회관을 구입하였는데,d신한민보e1922년 8월 24일자
기사에는“쿠바지방 동포의 청원에 의하여 구제를 실시하여 일반 동포의 성의의 결과
로 3백원을 해지방으로 보내였음을 다 아는 바이어니와, 그 지방회 최근의 보고를 거한
즉, 본 목적을 응하여 그 돈으로 가옥 일 채를 샀다는데 광(曠)은 9척 반이오, 장(長)은
40척에 250원을 주었다더라.”또한 쿠바국민회는 1922년 11월 1일부터 민성국어학교
를 설립하여 한인 2세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학교의 교장에는 김덕순, 교사에
김병학, 감사에 이인환을 선정하였다(
d신한민보e1922년 11월 30일자,`큐바지방회
보a
). 그러나 재정상 1923년부터 정식으로 국어교육을 시작하였다. 국어학교에서는 우
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며 1932년까지 지방회 임원과 학부모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지방회의 부속학교로 편입되었으나 자주 재정난에 봉착해 1940년대 후반에서
1951년까지 문을 닫기도 하였다. 양춘명(마탄사스국어학교 교장, 마탄사스한인교회 권
▲ 마탄사스 국민회관
엘 볼로 마을 내에 있는 국민회관이다. 회관 내에 민성국어학교가 있었다

사). 박창운(1931~1933년 마탄사스의 국어학교 2대 교장)등
이 교장을 맡았다.

한인기숙사

1921년 11월 1일 창립된 쿠바지방회는, 1924년 건축되었
다.(
d신한민보e1924년 10월 2일자,`쿠바지방회관 건축a
).
박창운(거주지

역대 임원으로는 서문경(쿠바지방회 초대회장), 차희관
(Tomas Cha, 쿠바지방회 제2대회장), 김치일(쿠바지방회

마탄사스(국민회관
민성국어학교
한인감리교회

제3대회장, 경북 대구생), 박창운(Rmon Pack, 쿠바지방회
초대 총무, 1929년 마탄사스지방회 회장) 등이 있었다.

채소밭

◀ 마탄사스 엘 볼로 국민회관 내부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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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한인감리교회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Matan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사항 1921년 말 한인예수교회를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1926년 미국 감리교 총회 전도부인회

부속 마탄사스 중앙기독교 전도사로 본국 교회에서 대허 부인이 취임한 후 한인교회와
교제하여 1936년까지 매월 25원씩의 보조를 받았다. 당시 전도사는 이우식, 장영기가
자칭 목사로 활동하다가 간통사건으로 제명되었다. 또한 쿠바지방회는 1926년 10월 7
일 한인감리교회에 국어교육기관인 중앙기독학교도 설립했다. 특히 쿠바지방회는 청
년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다 1932년 3월 10일 청년학원을 창설했다.“청년학원은
야학교실을 통해 독서·동화구연·토론·강연회를 개최해 민족혼과 애국심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임천택은 원장 겸 교사로 헌신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휴원하고 말았다. 1936년 3월 10일 국민회가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해‘국민회 쿠
바 마탄사스 청년지부’
로 부활시켰으나 1년 뒤 쿠바인들의 외국인 배척운동과 자금난
으로 침체되고 말았다.
자

료 마탄사스 지방회 청년부에서는 1936년 6월 5일 하오 7시 15분에 훈련부장 방푸틴씨 대

리로 교육부장 이세창씨 사회하에 제3차 동회의를 열고 서기 김경우양으로 선임하였다
d신한민보e
(
1936년 8월 19일자,`마탄사스 청년부a
).
▲ 마탄사스 엘 볼로 마을의 한인감리교회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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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마탄사스 엘 볼로 한인마을 입구

▲ 마탄사스 엘 볼로 한인교회 입구

앞으로 이곳에 한인마을 기념탑을 건립할 예정이다(그곳을 가리키는 임은조 옹)

◀ 마탄사스 엘 볼로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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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사스 엘 볼로 한인마을내
국민회관 내부

273

마탄사스(Matazas)

핀카 엘 볼로 한인마을 내의 박창운 거주지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Matan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사항 박창운(Ramon Pack)은 쿠바국민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멕시코 한인

들이 쿠바 마탄사스로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초기 쿠바국민회를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쿠바지방회 초대 총무와 국어학교 2대 교장, 마
탄사스지방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쿠바 한인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카르트로 정권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 마탄사스 엘 볼로 마을의 박창운 거주지

▲ 박창운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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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박창운(Ramon Park)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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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임천택 묘
주

소 Cemeterio San Carlos, Matanzas, Matan

현재상태 마탄사스 외곽 산 카롤로스(San Carlos) 묘지에 있다.
관련사항 임천택(Ernesto Lim Yu, 1903~1988)은 1903년 3월 19일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2

년 뒤 홀어머니 품에 안겨 멕시코로 이주했다. 18세 때 쿠바에 건너와 평생을 한인들의
결속과 독립정신 고양에 힘쓰며 고국 및 민족 사랑에 바친 애국지사다. 1999년까지 쿠
바의 유일한 한인이민사였던 38쪽짜리d큐바한인이민력사e
도 남겼다. 1923년에 쿠바
국민회 서기, 1924년에 평의장, 1926년 8월부터 임시서기, 1927년 총무, 서기 겸 실업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카르데나스로 이주하여, 1930~31년에 카르데나스 지방
회장, 1932년 학무원으로 피선되었다. 그러다가 1932년 1월 19일 마탄사스로 이주하여
1933년에 마탄사스지방회 서기 겸 총무, 1937~39년 3년간 총무, 1943년 고문, 1944
년 재무, 1946년에 재무겸총무, 1947년에는 총무로 집행위원장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1948년부터 1953년까지 6년간 집행위원장 겸 서기로 활동하였다. 그 기간 마탄사스 민
성국어학교에서 1925년과 1927년에 교장을 하였으며, 카르데나스지방에서는 진성국
어학교 교장으로 교육사업을 하였다.

▲ 임천택의 묘가 있는 산 카롤로스 공동묘지

산카롤로스
공동묘지

마탄사스(市內

▲ 임천택과 그의 부인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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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 산 카롤로스 공동묘지의 임천택 묘

▲ 임천택 묘비

1931년 마탄사스에서 청년학원을 창립하여 그해 3월 10일 위원장 겸 교사로, 1937, 38년에는 청

또한 임천택은 1938년 7월 10일 대한여자애국단의 지부가 마탄사스에서 설립되자, 국민회 본부

년부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52년 4월 1일부터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지방에까지 국어교육

와 협의해 대한여자애국단 마탄사스지부(단장 현미숙)를 조직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차 세계대

을 시작하였다.

전 당시 여성단체가 광복군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했다. 태평양전쟁
이 발발하자 1943년 4월 4일 아바나 등 3곳의 한인회를 통합한‘재쿠한족단’창립에 앞장서 쿠바

한편 그는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1928년 4월 1일부터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그후 1930년 3월 23

한인사회의 존재와 항일투쟁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다고 한다.d백범일지e
에“멕시코에선 김기창

일 카르데나스에 천도교‘큐바종리원’
을 설립하였고, 1933년에는 천도교 청년단에 입당하였다.

과 이종오, 쿠바에서는 임천택 등 제씨가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라고 서술할 정도로 본국에서

즉 그는 1930년 3월 카르데나스에 천도교 쿠바종리원을 개설해 교리사업을 펼치며 민족혼을 심

가장 멀리 떨어진 임천택의 눈부신 활약상은 전세계 한민족들에게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1997년

기 위해 애썼으나 1937년 천도교 본부(중앙교회)의 최린 일파가 친일로 돌아섰다는 사실에 분노

8월 적성국가(쿠바)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해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감리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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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Matazas)

카르데나스(Cardenas)

▲ 카르데나스에 거주하였던 루이사 김(Luiza Kim)

▲ 카르다네스 국민회관
현재 한인후예들이 살고 있다. 문앞에 서있는 사람이 한인후예 리노 한(왼쪽 끝)

01

카르데나스 국민회관

▲ 카르데나스 박근화 가족(왼쪽부터 두번째 박근화, 오른쪽 끝 임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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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데나스(Cardenas)

카르데나스 국민회관
주

소 Salud No. 307 Carrillo, Cardenas

현재상태 당시 건물은 나무로 지은 것이었으나, 시멘트 건물로 다시 지었다. 현재는 한인후예인

리노 한(Lino Han, 80세) 가족들이 살고 있다.
관련사항 한인들이 카르데나스에 정착한 것은 마탄사스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1922년부터 카

르데나스 에네켄 농장과 아바나 등지로 이동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농장 일거
리가 부족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인근 설탕무역항 카르데나스로 옮겨갔다. 이들 중
30여 명은 1922년 3월 카르데나스지방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마탄사스의 쿠바지방
회는 마탄사스지방회로 개편되었다. 당시의 카르데나스 지방회의 임원으로는 이윤상
(갈데나스지방회장), 강홍식(Miguel Kang, 제2대 회장), 홍익삼(평의원장), 안경호(구
제원), 배타관(재무) 등이 있었다. 이곳 국민회관은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되었
다. 1926년 당시 국민회관 주소는“Velazquez Esq. A Jenez 291, Cardenas”
이다.
한편 1923년 진성학교(進成學校)를 설립해 한인사회 결속에 힘썼으나, 학교는 얼마 못
가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1929년 6월 임천택이 마탄사스에서 이주해 와 1932
년까지 사는 동안 다시 문을 열고 활발한 교육사업을 펼쳤다. 또한 임천택은 1930년 3
월 23일 카르데나스에서 쿠바종리원을 개설해 교리사업을 펼치며, 민족혼을 심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임천택이 1932년 1월 19일 마탄사스로 이주하면서 해체되었다. 1933년
본국 중앙총회에서 쿠바종리원장으로 임천택(덕암)을 임명하였으며, 천도교 청년당원
▲ 카르데나스 국민회관

이 되었다. 1937년 말 천도교 본부(중앙교회)의 최린 일파가 친일로 돌아섰다는 사실에

카르데나스(국민회관

Saes

Carrillo

분노해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감리교인이 되었다.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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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데나스(Cardenas)

아바나(Habana)

▲ 아바나 지도

▲ 아바나 국민회관 자리
이종원의 집을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 아바나에 거주하는 에스테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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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 국민회관, 이종원의 집

287

아바나(Habana)

▲ 아바나 국민회관(Sol 409호)

▲ 아바나의 에스테반 안 집

아바나 시내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인후예가 거주하고 있다

01

아바나 국민회관 Ⅰ

02

아바나 국민회관 Ⅱ

03

아바나 국민회관 Ⅲ

◀ 아바나 국민회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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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Habana)

아바나 국민회관
주

소 12812 Esperanza, Cocosolo, Habana

현재상태 건물은 당시 모습 그대로 이며, 현재 쿠바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관련사항 처음 아바나 국민회관은 이종원(Roberto Lee)의 집을 사용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아바

나지방회는 1937년에 설립되었다. 쿠바에는 3개의 지방회체제가 탄생하자 조국의 독
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종원은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가구점을 경영하
여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국민회관을 설치하였다. 이종원은 카스트로 정
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 아바나 국민회관 전경
아바나지방회에서는 이종원의 집을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江
Ave.(2
5

Cocosolo
37
39
아바나(국민회관Ⅰ

41
43

51
132

▲ 아바나 국민회관 현재 쿠바인들이 살고 있다

130

Los(Poci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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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Habana)

아바나 국민회관
주

소 Sol No. 409, Habana

현재상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은 Sol가 409번지 2층 옥탑이다. 현재는 한인 후

예인 주화엽(Cecilia Chu, 78세) 가족이 살고 있다.
관련사항 대한인국민회 아바나지방회는 1937년에 설립되면서, 이종원의 집과 솔(Sol)가 409번

지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39년 이후부터는 솔(Sol)가 409번지에 흥민학교(興
民學校)가 설립되면서 주로 이곳에 한인들이 모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주화엽
(Cecilia Chu, 78세)의 증언에 따르면, 솔(Sol)가 주변에 사는 한인들이 이곳에 주로 모
였으며, 환갑이나 기타 행사들도 이곳에서 치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서병학이 야간에
이곳에 와서 한인 후세들을 위해 흥민학교를 개설하여 국어를 가르쳤다고 하며, 1945
년 이후에는‘소병하’
라는 사람이 국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국민회관에서는 매년 3월 1
일 이곳에 모여 3·1절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한다. 주화엽의 아버지
주한옥(Paulo Chu)은 멕시코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에스테반 안(Esteban Ahn)의 증언에 따르면, 1938년 그와 홀리안 김, 임은조
(Jernimo Lim) 3명이 청년회를 조직하여 중국인회관(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
음)에서 중국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제2차
대전 당시 쿠바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아바나 국민회에서는 미국의 국민
회에 요청하여 한국인이라는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쿠바정부에서는 한
▲ 아바나 국민회관

국인들을 체포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한다고 대우를 받았다. 또한 그는 아바나에 거주

솔(Sol)가 409번지

하는 한인들이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였다고 기
Cuba

억하고 있다.

Ave.Pueto

아바나
국민회관

Oficios

Sol

Mercaderes

S.Ignacio

Aguiar

Muralla

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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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 국민회관 내부

▲ 아바나 국민회관 내부
이곳에 한인 2세교육을 위해 흥민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에 한인후예 주화엽 가족이 살고 있다

◀ 쿠바 한인 성경팀
(Bible Team, 193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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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 국민회관
주

소 Jesus Maria No. 109, Habana

현재상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은 솔(Sol)가 109번지 2층 옥탑이다. 현재는 한인

후예인 에스테반 안(Esteban Ahn, 81세) 가족이 살고 있다.
관련사항 아바나 국민회관은 처음 이종원의 집과 Sol가 409번지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해방 이

후에는 안순필(Pedro Anh)과 마리아 김(Maria Kim) 부부의 집을 국민회관으로 사용
하였다. 안순필은 멕시코로 이민을 왔으며,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 메리다시내에 거주
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쿠바로 재이민을 왔다. 그와 그의 부인 마리아 김은 현재의
국민회관 1층의 직물공장에서 다리미질을 하며 생활하였다. 쿠바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거두어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에 보냈다고
한다. 그후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General Lee No. 354, Silvia No. 15,
Habana”
를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 아바나 국민회관 입구

Ave.Pueto

Sol

Acosto

San(Ignacio

아바나(
국민회관Ⅲ

Cuba

Danlana

Luz

Jesus(Maria

▲ 아바나 국민회관 외부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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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에 거주하는 에스테반 안(Esteban Anh) 집

▲ 아바나 에스테반 안(Esteban Anh) 집 외부에서 찍은 사진
▲ 쿠바로 이민 온 안순필, 마리아 김 부부(에스테반 안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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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에 사는 한인후예들

▲ 박두현, 이순희 부부(가운데 노인 부부)

왼쪽부터 임은조, 박쌍규(Luiza Park), 박영희(Pastora Park), 박영희의 남편(쿠바인)

▲ 쿠바로 이민 온 박두현 가족 사진
◀ 박두현, 이순희 부부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박두현(박영희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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