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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금년은 우리 역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를 세운지 90년이 되고, 중국 북만주의 하얼빈역두에서 안중근 의사가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응징한지 100년이 됩니다.

일제하 한국독립운동은 민족독립과 더불어 인류평화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
습니다. 한국독립운동을 민족사를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무대로 등장시켰
던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이러한 선
열들의 발자취를 현재와 미래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태조사는 미국 서부 및 하와이와 동부지역 그리고 일본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
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 서부와 하와이지역은 독립운동의 든든한 배후기지로서의 역
할을 담당한 곳으로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사적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조사
에서는 초대 대통령을 지낸 우남 이승만 박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활동지역을 면밀하게 살
폈으며, 특히 노백린 군단으로 알려진 윌로우스 한인 비행장 터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설립한 최초의 한인교회 지적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은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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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곳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선전활동을 전개했던 구미위원부 건물
을 확인하였고, 구미 열강들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지원했
던 한미협회 건물 역시 처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
부와 송재 서재필 박사 관련 사적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지역은 주로 윤봉길의사와 관련된 사적지들을 새로 조사하였습니다. 윤 의사의 순국
장소와 유해 발굴 당시 윤 의사 유해가 잠시 머물렀던 곳 등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
습니다.

이번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는 광복회의 참여로 더욱 뜻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뜻
깊은 해를 더욱 빛나게 해준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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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한국독립운동과 미국 서부 및 하와이지역

미국의 서부지역은 일반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의 시애틀·타고마·스포캔, 그 아래
쪽으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세일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그 위쪽의 새크
라멘토·윌로우스 등의 북가주(北加州)와, 리들리·다뉴바·델라노·팔리어 등의 중가주(中加
州), 로스앤젤레스·리버사이드·파사디나·샌디에고 등의 남가주(南加州)지역을 일컫는다.

미서부지역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진출한 첫 정착지이며, 미국 독립운동의 책원지이기도 하
다. 미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한인들이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었으며 노동을 하
기 위해 모여드는 한인들의 집합소이기도 하였다. 미국 본토에 입국하는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
천사도(Angel Island)에 있는 이민국에서 입국절차를 마친 후 비로소 미본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은 1903년 9월 22일 안창호·송석준·정재관 등에 의해 상항친목회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공립협회·대동보국회·대한인국민회 등 주요 단체들이 결성되어 일찍부터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1938년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총회관이 로스앤젤레스로 옮기면
서 샌프란시스코의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내내 많은 한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생활영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던 곳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위쪽의 윌로우스에서는 한인비행가양성소를 설립하고 비행사를 양성하여
일제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비행가양성소는 노백린과 김종림의 노력으로 1920년 7월 5일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소식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Fresno)·다뉴바(Dinuba)·리들리(Reedley)·팔리어(Parlier)·핸포
드(Hanford)·바이샐리아(Bisalia)·델라노(Delano)·롬폭(Lompoc)·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맥파렌(Mcfarent)·태프트(Taft)·샤프트(Shaft)·아이드리아(Idria)·옥스나드(Oxnard) 등의 지역
을 통칭하여 중가주지역이라고 한다. 중가주 지역은 미국내 과일 및 채소를 생산하는 대형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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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다. 한인들은 과일·채소·묘목 등
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김호·김형순의 김형제상회(Kim Brothers Company)와 송철의
(Song’
s Packing)회사가 대표적이다. 중가주지역은 다뉴바한인교회에서 3·1절 제1주년 기념행

사를 성대히 거행한 것을 비롯해 리들리한인교회와 딜레노한인교회 등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독
립정신과 민족교육에 노력하였다.
로스앤젤레스·리버사이드·파사디나·샌디에이고 등 남가주지역의 중심지는 로스앤젤레스
였다.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서부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으로 1938년 4월 북
미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이 이곳으로 옮겨가면서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로스앤
젤레스에는 북미대한인국민회를 비롯하여 동지회북미지방총회·대한여자애국단·조선의용대
미주후원연합회·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등 주요 단체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와이는 북태평양의 동쪽에 오아후·카우아이·마우이·하와이 등의 큰 섬과 100여개의 작
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1778년 제임스 쿡(James Cook)에 의해 서구세계에 알려졌으며, 1898
년 미국에 병합되었고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1903년 1월 13일 첫 이민선 캘릭호에서 시작된 이민은 1905년 8월 8일 몽골리아호까지 56회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7,291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갔다. 이민 당시 하와이에는 65개
의 농장이 있었고 한인 노동자들은 각 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노동을 하였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의 나라가 있었으나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함에
따라 더 이상 돌아갈 나라가 없게 되었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운동에 모든 노력을 바쳤다.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1907년 9월 2일 하와이 각지 한인
단체를 통합하여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였다. 한인합성협회는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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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포의 안녕 보장과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한인합성협회가 결성된 후
1909년 2월 1일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와 통합을 하여 국민회를 탄생시키면서 국민회 하와이지
방총회가 결성되었다.
하와이 국민회는 1913년 1월부터‘하와이지방총회 지방자치규정’
에 의거하여 하와이 각 섬의
한인 거류지마다 국민회 경찰부장을 두고 경찰행정을 실시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하와이정부
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한인 자치기관이 되었다. 또한 하와이 국민회는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중심 단체로서 1910년 11월 연무부(演武部)를 조직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 각 지역의 한인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후 1914년 6월 박용만을 중
심으로 대조선국민군단(大朝鮮國民軍團)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 (일명 산넘어병학교)를 설립하
고, 연무부에서 실시하던 군인양성운동의 맥을 계승하여 독립군 사관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역사에는 한인단체 외에도 한인기숙학교·한인중앙학원·한인기독학교
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한인학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이었다. 또한 하와이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여 한인들 간의 단결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와이 한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는 이승만과 박용만이다. 이승만은 1913년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1939년까지 정착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우선《태평양잡지》를 창간
하고‘한인기독학교’
,‘한인기독교회’
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다. 박용만은 1912년 12월
하와이 국민회의 초빙으로 이곳에 온 이후 대조선군민군단과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양성운
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이들 두 지도자는 하와이의 주도권과 독립운동 노선상의 차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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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차례 분쟁을 일으키면서 한인사회를 분열시킨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동지회를
통해서, 박용만은 대조선독립단을 통해서 하와이의 한인들을 독립운동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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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청년회관 |
∷현 주 소 909 4th Avenue Seattle, Washington

∷정

의 대한인국민회 제2대 총회장 윤병구가 1913년 10월 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 연설한 곳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이었던 윤병구가 1913년 미국인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시애
틀 기독교 청년회관(YMCA)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였다. 윤병구는 한국에
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며 기독교는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려, 한국의 독립과 독립의지를 미국 각지에 소개하고 다녔다. 1913년 10월 12일 시
애틀 기독교청년회에서는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암스(George Williams)의 제92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시애틀

∷옛 주 소 310 4th Avenue Seattle, Washington

번째 생일 경축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윤병구가‘한국의 그리스도란?’
과‘한국
의 종교와 정체’
에 관해 연설을 하였다. 시애틀 현지 영자신문인《The Seattle
Post Intelligence》1913년 10월 13일자「Meeting Honor YMCA Foundation」이
라는 제목으로 윤병구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
의 교육가 윤병구는 10월 12일 YMCA 모임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기독교 신앙은
몇 년동안 한국인을 위해 많은 일을 왔다고 하면서,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문화가
해왔던 일 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연설하였다.

∷현재상태 시애틀에서 1905년 발간된「Baist’
s Real Estate Atlas of Surveys of Seattle」이
라는 지역지도에 의하면, 당시 YMCA 건물의 주소는 4번가 310번지였고, 건물의
앞부분은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뒷 쪽은 호텔과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7층 건물로 1930년에 다시 건립된 것이다.

∷의

견 시애틀 YMCA 당국과 협의하여, 건물 내에 윤병구의 사진과 그의 활동을 알리는
벽면 동판 부착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13년 10월 17일자,「윤씨의 경제 웅변」
.
《국민보》1913년 10월 25일자,「윤씨의 웅변」
.
《The Seattle Post Intelligence》1913년 10월 13일자.

| 20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21

∷가는길

위도 47.60.57。
N
경도 122.33.26。
W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윤병구가「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독립운동」
에 대해 연설한 시애틀 YMCA회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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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YMCA회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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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구의 연설 내용을 게재한《The Seattle Post Intelligence》1913년 10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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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동양노동소 |
∷현 주 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정

의 워싱턴주 지역 한인들의 모임장소이자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던 곳

∷관련내용 동양노동소는 1910년대 워싱턴주 시애틀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한인들
에게 노동을 주선하고,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다. 미주 이민 초기 워싱턴주 및 캘리
포니아주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노동주선소를 통해 취업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였
다. 초기의 한인들은 노동주선소 혹은 한인여관을 근거지로 대한인국민회 등의 한
인단체와 연락을 하였으며 독립운동자금도 거두었다. 따라서 미주지역에 있는 노
동주선소 혹은 한인여관들은 단순히 노동을 주선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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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 소 665 King St., Seattle, Washington

라,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관련내용 1921년 3월 17일자《신한민보》
기사에 의하면,“워싱턴주 시애틀항에 재류동포들은
우리 독립기념 경축예식을 정성으로 거행하였고, 동시에 간도동포의 참혹한 정경을
생각하며 각각 열정을 발하여 그 경축회식에서 간도동포 구제금으로 50여원 현금을
거두었다”
고 한다. 이처럼 시애틀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은 매년 3·1운동 경축식을
거행하는 등 국외의 동포들을 위한 구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현재상태 동양노동소는 1910년대 당시의 건물 형태는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3층 벽돌 건물로 중
국상품을 판매하는‘황궁정품점(Palace Decor Gifts)’
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주소는
665½ King Street로 당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1905년 시애틀에서 발간된「Baist’
s Real Estate Atlas of Surveys of Seattle」
이라는 지도에 의하면 당시 주소 킹 스트리
트 665번지는 단층의 목조로 지어진 조그마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견 현재의 건물 벽면에 한인들의 모임 장소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지판을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11년 12월 11일자,「씨애틀에 새 노동소와 공방」
.
《신한민보》1911년 12월 11일자,「리씨 상점의 신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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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7.59.844。
N
경도 122.32.426。
W

동양노동소가 있었던 자리의 입구

시애틀지역 한인들의 모임장소이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던‘시애틀 동양노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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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마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관 터 |
∷현 주 소 607 South First Street, Yakima, Washington
의 야키마 지방 한인들이 설립한 대한인국민회 야키마지방회 자리

∷관련내용 워싱턴주 야키마지방은 북으로 오레곤, 아이다호주로부터 모타나, 와이요밍 각 처
를 연결하는 중심지이다. 야키마지역은 농장이 발달하여 많은 한인들이 체리농장
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대한인국민회의 경
찰소가 설립되어 있었고 1918년 2월 28일 24명의 야키마지방 동포들이 대한인국민
회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여 그해 3월 16일 야키마지방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야키마지방회의 설립에 대해 당시《신한민보》
에서는‘서부 일대의 만리장성’
이라
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서북부지역 한인들의 중심지였다.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야키마

∷정

∷관련내용 야키마지방회관은 지방회 설립 이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19년 1월 3일 건
축공사를 마치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신한민보》1919년 1월 16일자 기사에 의하
면,“워싱턴주 약기마지방회의 지방회관 건축은 여러 번 보도한 바 동지방회는 이 달
3일에 건축공사를 마치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라고 한다. 또한 1920년 3월 12일자
《신한민보》
기사에는“약기마지방회는 3월 2일 독립선언 제2년 재류 동포 전체가 607
퍼스트 스트리트 지방회관에 나아가 다같은 예식을 순서로 거행하였다”
고 한다.

∷현재상태 야키마 지방회관이 있던 사우스 퍼스트 스트리트 607호는 지금 흔적도 없고 주차장
으로 사용되고 그 옆에 자동차 수리점이 있다. 야키마시립도서관에 소장된 1952년
에 발간된 야키마시 지도에 따르면, 사우스 퍼스트 스트리트 607번지에는 목조의 1
층짜리 건물로‘Tire W. Ho’
라는 타이어 가게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주차장 소유주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땅을 구입할 당시 중국인들이 식당을 경영하
고 있었고, 불이 나서 그것을 허물고 작은 건물을 옮겨 왔으나 그 건물도 낡아서 허
물고 지금의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의

견 야키마지방회의 회관이 있었던 자리의 토지소유주와 상담한 결과, 소유주는 한인
들의 역사적 활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소유
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한다면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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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6.59.428。
N
경도 120.50.204。
W

야키마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야키마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관이 있었던 자리

관련자료
《신한민보》1921년 3월 24일자,「국민회 각 사무소」
.
《신한민보》1918년 3월 21일자,「약키마지방회 설립 청원」
.
《신한민보》1918년 3월 21일자,「약키마지방회 설립 인준장」
.
《신한민보》1918년 3월 21일자,「약키마회관의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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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보국회 중앙회관 |

∷정

의 1907년 3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대동보국회의 사무소

∷관련내용 대동보국회는 1907년 3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단결하여 국권을 회복하
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대동보국회
는‘2대 주의’
와‘3대 총령’
을 제창하였는데,‘2대 주의’
는 천하에 공론을 환기하
여 동양의 평화를 보유케 함이요. 안으로는 동포의 중심을 결합하여 한국의 안녕을
보전하려는 것이며,‘3대 강령’
은 인민의 교육확장과 실업을 일으키는 일과 자치건
설이었다. 대동보국회의 발기회원은 장경·김우제·이병호·유홍조·김마리
사·윤응호·문양목·최윤백·장인환·변창수·김춘화·김홍균·송사원·양주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옛 주 소 808 Webster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은·백일규·이면식·방사겸·조성학·이학연·박도선·서택원·박창운·김필
권·이성칠·김찬일 등 이었다. 총무는 장경, 총회장은 이병호·백일규·문양목
등이 역임하였다. 대동보국회는 스탁톤·프레즈노·칼린·덴버·솔트레이크시키
등 5개 도시에 지방회를 설립하고 중국 상해에까지 대표를 파견하였다.

∷현재상태 샌프란시스코 대동보국회 중앙회관은 처음 웹스터가 808번지에 있다가 1908년 1월
경 그린위치(Greenwich Street)가 1354번지로 이전하였으며, 공립협회와 통합할 무
렵에는 비라가(Birah Avenue) 704번지로 이전하였다. 웹스터가 808번지의 대동보
국회 중앙회관이 있었던 자리는 현재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
되고 있다. 주차장 입구에는 웹스터가 844번지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곳이 당시 대
동보국회 중앙회관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대동보국회 중앙회관으로
사용할 당시 지적도를 보면 웹스터가 804·806·808·810·812번지가 하나의 건
물 안에 있었다. 이로 보아 대동보국회가 있었던 808번지는 한 동의 건물에 들어
있었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견 대동보국회의 회관이 있었던 자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
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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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7.77.16。
N
경도 122.42.978。
W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동보국회 중앙회관 터

관련자료
《대동공보》1908년 1월 2일자,「대동보국중앙회관」
.
오인환·문충한·공정자,「장인환의사의 발자취를 찾아서-샌프란시스코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
사연구》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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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환 세탁소 |

∷옛 주 소 126 Columbus Avenue, San Francisco, California
∷정

의 장인환이 출옥 후 경영하던 세탁소 자리

∷관련내용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 앞에서 친일외교관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를 처단하여 샌퀴엔틴형무소에 옥고를 치루던 장인환은 1919년 1월

10일 가출옥하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였다. 장인환은 190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재판 끝에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1월 2일부터 수감생활을 하였
다. 1919년 1월 10일 가출옥한 장인환은 상항한인감리교회에서 당분간 기거하며
교회 일을 돌보다가, 친지들의 권고에 의해 세탁소를 경영하였다. 장인환은 생활을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124 Columbus Avenue, San Francisco, California

위해 오파렐 스트리트(O’
Farrel Street)에서 세탁업에 종사하였는데《신한민보》1921
년 11월 10일자 기사에 보면“장의사는 사업처를 이전 본항 오파렐 스트리트에서
프레싱 팔라를 하던 장의사 인환씨는 10월 19일 126 콜럼버스 스트리트로 사업처
를 이전하고 동사업을 계속한다더라”
라는 것으로 보아 세탁소를 콜럼버스 애비뉴
126번지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상태 장인환이 경영하던 세탁소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 콜럼버스 애비뉴 122, 124, 126번
지가 124번지로 통합되어 있다. 콜럼버스 애비뉴 126번지는 지금 124번지의 2층에
해당한다. 이곳은 현재 Pizza and Calzoni 이태리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당의
정식 상호는 Macaron Sciue Sciue이다. 장인환이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번지수로 보아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의

견 장인환 세탁소 자리의 1층과 2층은 이태리식당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협
의가 가능하다면 건물 외벽에 표지판을 붙여 역사적 장소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오인환·문충한·공정자,「장인환의사의 발자취를 찾아서-샌프란시스코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
사연구》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문충한,『의사 장인환』
, 청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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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장인환의사가 세탁소를 경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리식당의 2층 내부

장인환의사가 1921년 세탁소를 경영하였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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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환 순국지 |

∷정

의 장인환의사가 순국한 병원 자리

∷관련내용 장인환은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 앞에서 친일외교관 스티븐스
(Durham White Stevens)를 처단하고, 샌퀴엔틴형무소에서 10년 이상 가혹한 감옥생

활을 하였으며 출옥 이후에도 생활난에 시달리다가 1930년 5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의 한 병원에서 순국하였다. 장인환은 샌퀴엔틴형무소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
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으며, 백인인‘스티븐스’
를 처단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백
인 간수들과 죄수들은 그를 추운 감방에 담요 한 장을 주고 며칠씩 가두는 등 인간으
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다. 이같이 장인환은 형무소에서 이미 골병이 들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620 O’
Farrell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어 출옥한 이후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허약한 몸이었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신한민보》1930년 5월 29일자에는‘장인환의사가 신병으로 고통받다가
비관하여 3층 병실에서 투신 별세’
라고 실렸다. 장인환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
어 사이프러스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1975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

∷관련내용 장인환의 순국지로는「사망진단서」에‘Health Betterment Institute’
로 나와 있다.
정식명칭은‘Health Betterment Institute(HBI)’
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안식교회
위생병원’
으로도 통한다.

∷현재상태 Health Betterment Institute가 있었던 오파렐가 620번지 터에는 현재 3층 벽돌 건
물이 서있고 중국음식점‘東皇 Dimsum Bar’
가 영업을 하고 있다. 건물 2층에도
식탁이 놓여 있어 딤섬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는 1914년도 발간된「샌프란시스코시 가스 및 전기선 지도」
에 따르면 3층
의 붉은 벽돌건물로 되어 있다.

∷의

견 장인환 순국지는 현재 중국음식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협의가 가능하
다면 건물 외벽에 표지판을 붙여 역사적 장소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오인환·문충한·공정자,「장인환의사가 사망한 병원과 그 위치에 관한 재고」(2009. 7, 미간행 원고)
문충한,『의사 장인환』
, 청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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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7.78.519。
N
경도 121.415.16。
W

장인환의사 순국 장소로 현재는 중국식당

장인환의사가 순국한 안식교회 위생병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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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학생양성소 터 |

∷정

의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한인학생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숙사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는 1918년 한인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버클리 대중소
학교의 중심지에 버클리학생양성소를 설립하였다. 북미총회에서 샌프란시스코 부
근의 버클리에 학생양성소를 세운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주립대학교인
버클리대학교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버클리 주변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관립
중학교가 1개, 사립중학교가 3개, 소학교가 있어 한인들이 대·중·소학교 교육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인 청년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우
선 생활문제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으며, 둘째로는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학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1919 Addison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업을 따라 갈 수 없었다.

∷관련내용 이에 따라 1918년 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대의회에서 버클리학생양성소를 설립하자
고 결의하였고, 그 경비로 3백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비위원으로 임정구를 임
명하였다.《신한민보》1918년 9월 12일자에 의하면, 버클리학생양성소는 애디슨
스트리트 1919번지 2층 집을 세 얻어 모든 기구를 구비하고 9월 10일 개소하였다고
한다. 개소 초기 학생양성소에 기숙하는 한인 학생은 모두 9명이었으나 그 후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학업을 하였다.

∷현재상태 당시 건물은 없고 현재는 3층 건물에‘University Walk’
라는 건물명이 붙어 있다.
건물의 앞쪽은 Wellspring Clinic이라는 한방병원이 있고 뒤쪽에는 Zabu Zabu라
는 식당이 있다. 건물 뒤쪽의 2층은 건물관리사무소와 버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변호사 사무소 등으로 임대되고 있고, 3층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의

견 현재 건물의 앞 쪽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한인들의 역사적 활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18년 9월 12일자.
《신한민보》1919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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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7.87.079。
N
경도 122.271.87。
W

버클리학생양성소가 있었던 자리, 현재는‘University Walk’
로 사용 중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35 |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36

| 국민회 총회관 및 애국동맹단 결성지 |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2928 Sacramento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옛 주 소 2928 Sacramento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정

의 1909년 미주지역의 대표하는 국민회의 총회관 자리이며, 1910년 7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애국동맹단의 결성지

∷관련내용 1909년 2월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와 미본토의 공립협회가 합동하여‘국민회’
를
탄생시켰다. 국민회 출범 당시 총회관으로 사용한 장소가 새크라멘토가 2928번지
의 건물이다. 국민회 총회관은 1910년 5월 대동보국회와 합동하면서 그해 7월 페
리가(Perry Street) 232번지로 이전하였다.

∷관련내용 초기의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는 1910년 7월 3일 최정익을 단장으로 각 지방의
민중 대표자들이 새크라멘토가 2928호에 모여 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은‘애
국동맹단’
을 조직하고 9개조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애국동맹단의 의장은 최정익,
서기는 이원익, 재무원은 황사용, 번역원은 이대위, 회계원은 허승원·조성학 등
이 피선되었다. 이날 대표자들이 모여 동포전체가 일치하여 행하기를 맹세하는 결
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일본을 원수로 정하고 적대행동을 취하기로 맹약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만행을 한국과 상호조약을 체결한 9개국에 보내 조약상
의무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국내 동포들의 비참한 실정을 탐지하고 선전문을 만들
어 구미 각지 언론기관에 발표하여 국제 여론을 일으키고 선전대회를 열어 동포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로 했다. 군사 인재양성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한일병탄 반
대외교와 선전은 대한인국민회가 담당하고 군인 양성사업은 대동공진단에게 일임
하기로 했다.

∷현재상태 현재 새크라멘토가 2928번지는 새로 단장되어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건
물의 외부는 나무로 장식되어 3층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당시 국민회 총회관의 건물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옆 건물의 2930번지와 비슷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샌
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14년도 발간된「샌프란시스코시 가스
및 전기선 지도」
에 따르면, 새크라멘토가 2928번지의 건물은 당시에는 목조의 3층
빌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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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국민회 총회관이라는 역사적 건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10년 7월 13일자,「애국동맹단선언서」
.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 샌프란시스코편찬위원회,『샌프란시스코지역과 한인들Ⅰ』
, 2003.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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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7.78.881。
N
경도 122.44.119。
W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가는길

국민회 총회관이 있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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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총회관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의 건물 형태는 왼쪽 건물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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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회개진당 사무소 터 |
California

∷정

의 국제사회당 환구협회에 참가하였던 조소앙의 외교운동 후원을 위해 조직된 노동사
회개진당의 사무소

∷관련내용 1919년 12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순기·이살음·임일·김호·이범영·
김려식 등의 발기로 노동사회개진당을 조직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제사회당 환구
협회에 참가하는 조소앙을 후원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사회개진당의 제도는 수령제
도이고 수령은 이살음이었으며 당원은 350명에 달하였다. 1919년 12월 14일 중가
주 다뉴바 지방에서 노동사회개진당 대회를 소집하고 세계인민연맹 결성에 한국 인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520 Western State Life’
s Building Sixth and Market Street, San Francisco,

민대표 파송을 결의하였으며 조소앙을 대표로 선정한 후에 대표경비 특연 수봉을
시작하였다. 1920년 2월에 세계 인민연맹에 참가를 목적하고 파리에 가 있던 조소
앙에게 노동사회개진당의 신임장과 경비 2,500달러를 보냈다.

∷관련내용 세계인민연맹 결성은 열강의 국제연맹 조직에 대립하려던 국제사회당의 정치운동
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하면서 노동사회개진당 대표 조소앙은 영국 런던에 가서 외
교 선전운동을 계획하다가 1922년 3월에 국제공산당 총회에 한국문제를 제출하여
국제공산당의 원조를 얻겠다고 모스크바에 갔으나 그 역시 실패하였다.

∷관련내용 노동사회개진당 세력들은 1923년 4월까지《동무》
라는 기관잡지를 발행하였고 이
승만을 지원하여 구미위원부를 후원하였다.《동무》
는 5호 활자의 순국문이고 내용
은 사회주의, 국제 대관, 노동주의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1925년 3월에 임시대
통령 이승만이 탄핵면직을 당하자 그를 옹호하여 동년 5월 13일 이살음·정지영·
김순권·이범영·이순기 등의 주동으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 성토문을 보내고
임시정부 당국을 반대하는 혼란을 일으키다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간 후에 폐지되
었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그곳에는 Western State 빌딩이 서있다. 따라서 노동
사회개진당 사무소가 있었던 정확한 층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 40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41

∷의

견 노동사회개진당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표지
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김원용 지음·손보기 엮음,『재미한인 50년사』
, 혜안, 2004, 151~153쪽.
《독립신문》4월 24일자,「女子愛國團과 勞動社會改進黨」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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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7.78.232。
N
경도 122.41.011。
W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가는길

노동사회개진당의 사무소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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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개진당의 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

노동사회개진당의 사무소가 있었던 곳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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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국방경위대 훈련장소 |
∷옛 주 소 Armory Hall(14th &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정

의 태평양전쟁기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들이 군사훈련을 받던 곳

∷관련내용 태평양전쟁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경
위군에 한인중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
행부는 캘리포니아주 경위군과 협의하여 한인 남자 18세부터 65세 가운데 지원자
에 한하여 한인경위대(Korean Brigade)를 1941년 12월 22일 창설하였다. 한인국방
경위대가 편성된 후 국적문제 때문에 미육군에 부속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민병대에
부속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한인경위대를 일반적으로‘맹호군’
이라고 불렀는데,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2027, 2029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그해 12월 29일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 목적은 재미한인도
미군과 같이 항일전쟁에 참가하여 연합국의 승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조국의 독립
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42년 6월에
주방위군 제1연대 K중대로 창설되었으며, 30여명의 한인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아
모리홀(밋숀가)에서 훈련을 받았다. 군복과 무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했
고 훈련장교는 미육군 소위 쉐리(Sherry)였고 대대장은 김용성(Arthur Y. S. Kim)이
라는 의사(醫師)였다. 김용성은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박용만이 헤이스팅스에 설립
된 한인소년병학교의 생도로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경위대의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현재상태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들이 훈련을 받은 아모리홀은 최근까지 대형 쇼핑센터로 사용
되었으나 현재는 문을 닫고 완전 폐쇄된 상태이다. 건물의 한쪽은 미션가 2029번지
의 Mecca라는 가계가 문을 닫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아파트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의 현주소는 미션가 2027번지이다.

∷의

견 현재 이곳은 대부분 건물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이 완전히 수리되어 정상화되면
건물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韓國獨立運動史』5, 138~139쪽.
崔鳳潤,『떠도는 영혼의 노래-民族統一의 꿈을 안고-』
, 동광출판사, 1986, 78·177~178쪽.

| 44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45

∷가는길

위도 37.76.878。
N
경도 122.42.710。
W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던 미션가의 아모리 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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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기 군사훈련을 받은 아모리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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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은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교인들과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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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

∷옛 주 소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정

의 태평양전쟁기 샌프란시스코 한인국방경위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던 사령부

∷관련내용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재미 한인들은 캘리포니아 경위군과 협의하여 한인 남자 18
세부터 65세 가운데 지원자에 한하여 한인경위대(Korean Brigade)를 1941년 12월
22일 창설하였다. 한인국방경위대가 편성된 후 국적문제 때문에 미육군에 부속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향토방위군(California national Guard)민병대에 부속시키기로 합
의를 보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42년 6월에 주방위군 제1연대 K중대로 창설되
었으며, 30여명의 한인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미션가에 있는 Armory Hall에서 교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현 주 소 690 De Young Building Market Street, San Francisco

육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한인경위대의 사령부는 커니(Kearney)가와 마켓(Market)
가에 있던 De Young Building의 312호에 있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경위대
의 대대장은 김용성(Arthur Y. S. Kim, MD, 1897~1962)이었으며 최봉윤의 회고록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미션가에 있던 아모리
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상태 한인경위대 사령부가 있었던 De Young Building은 1890년에 Burnham & Root
건축회사에서 10층 건물로 설계하였고, 2007년에 Charles F. Bloszies에서 리노베
이션하였다. 1924년 디영빌딩으로 개설되었고 그 전에는 10층짜리 건물이었으나 1
백 만불을 들여 16층의 붉은 색 벽돌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건물의 커니가쪽 1층은
Wachovia라는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마켓가 쪽은 Ritz-Carlton Club and
Residences로 사용되고 있다.

∷의

견 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가 있었던 디영빌딩 312호 앞에 한인들이 태평양전쟁에 참
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崔鳳潤,『떠도는 영혼의 노래-民族統一의 꿈을 안고-』
, 동광출판사, 1986, 78·177~178쪽.
국가보훈처,『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관련자료』
, 2005,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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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가 있었던 De Young 빌딩 입구

De Young 빌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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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 휴스빌딩, 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디영빌딩의 옛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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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가 있던 디영빌딩의 옛사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51 |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52

|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
∷현 주 소 737 East 17th Street Oakland, California
의 오클랜드지방 한인들이 설립한 감리교회

∷관련내용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는 1914년 6월 5일 오클랜드에 거주하던 조성학·문헌칠 두
사람의 집회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문헌칠의 상점 겸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그
후 조성학의 집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17년에 퍼시픽신학교
(Pacific Seminary)에서 수학중이던 임정구 전도사를 교역자로 초빙하여 목회를 하게

하였다. 임정구는 1929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를 남감리교회에 정식으로 소속
시켰다. 교회건물은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데 웹스터가(Webster Street)의 차이나타
운에 있는 Lantern 중국식당 자리에서 시작하였으며, 교회 자체 건물은 해리슨가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오클랜드

∷정

(Harrison Street) 520번지의 건물을 1940년 7월부터 1950년까지 사용하였다. 작은

벽돌건물과 목사관이 딸린 교회건물이었으나 1950년 주정부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였고, 1951년에는 맥아더 블러바드(MacArthur Blvd.)에 건
물을 구입하여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관련내용 미주 한인사회에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조직이 아니라, 한인들의 고단한 삶의 휴식
처이며,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정치모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주지역 한인교회
는 곧 독립운동의 책원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였
다. 국내외 독립운동을 후원하였으며, 태평양전쟁기에는 오클랜드한인감리교회의
남자 교인들이 한인국방경위대에 입대하여 계급장도 없는 주말군인이 되었다.

∷현재상태 교회는 여러 차례에 옮겨다니다가 동 17번가 737번지의 건물을 1984년 6월 27일에
55만불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현대식으로 외관상 상태가 좋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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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7.79.240。
N
경도 122.41.090。
W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입구

현재의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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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
∷현 주 소 7233 Highway 162 Willows, CA 95988
의 1920년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한인비행학교

∷관련내용 윌로우스비행학교는 1920년 7월‘비행가양성소’
라는 정식 이름이 정해지기 이전까
지‘노백린군단’
으로 소개되거나, 아니면‘사관양성소’
,‘한인비행기학교’
,‘한인
비행학교’등으로 불렀다. 노백린은 비행가양성소를 노동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둔전병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920년 5월 현재 30여명이 훈련받았으며 훈련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였다.

∷관련내용 노백린은 비행가 양성을 위한 교관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습할 비행기를 구입하였
다. 김종림의 재정후원으로 1920년 6월 22일 첫 비행기가 윌로우스 한인비행학교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윌로우스

∷정

에 도착하였고, 이틀 후인 6월 24일 두 번째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이 때 구입한 비
행기는‘커티스 제니’형인데 단순한 실습용 비용기가 아니라 전투용 화기만 장착
하면 언제라도 실제 전투에 참가가 가능한 기종이었다. 노백린과 김종림의 노력으
로 학생과 교관, 그리고 비행기가 준비되자 노백린 군단은 1920년 7월 5일 성대하
게 개소되었다.

∷관련내용 북가주지역 한인들은 비행학교의 조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행가양성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7월 25일「비행가양성사 장정」
을 제정하여 7
월 26일 그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비행가양성소는 개소 당시 학생수가 15명이었고
입학을 준비 중인 자는 10여명이었다. 개소 전에 이미 2대의 비행기를 구입하고 있
었으나 본격적인 비행술 훈련은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육 과목은 비행술을
비롯해 무선전신학과 비행기 수선학 등이었다. 비행가양성소가 설립되자 한인 교관
과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대한인비행가구락부(Korean Aviation Circle：약칭으로
‘K.A.C’
로 부름)를 조직하였다. 한장호가 완전한 법인단체로 만들 생각으로 조직한

이 단체는 비행가양성소의 교관과 학생 등 16명이 참가하였고, 조직 목적은 장차 도
래할 비행기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비행가양성소의 모든 재정
을 지원했던 김종림 등 북가주지역 한인들은 1920년 11월 초 추수기에 불어 닥친 대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박희성의 비행사

| 54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39 AM 페이지55

고가 난 직후인 1921년 4월 중순까지 명목상 유지되었다.

∷현재상태 현재 비행가 양성소 자리는 윌로우스 시내에서 162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58번
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723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비행학교로 사용되던 낡
은 건물이 있고 윌로우스비행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건물은 약 20평 정도로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집주인 Patrick Kennedy와 Anna Kennedy 부부는
이 건물을 곧 허물 계획이라고 한다. 이 건물은 부인 Anna Kennedy의 할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비행사양성소의 교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의

견 비행사양성소의 건물 소유주는 비행학교가 있었던 곳이 한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적지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곧 건물을 허
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진 곳에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표지석
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독립신문》1920년 5월 8일자,「삼만불을 비행학교에 김종림씨의 열성」
.
《신한민보》1920년 7월 15일자,「한인비행기학교의 개교식 성대한 예식과 선미경영」
.
《신한민보》1920년 8월 5일자,「윌로우스에 대한비행가구락부가 성립」
.
《신한민보》1920년 8월 12일자,「비행가양성서 취지서」
.
《신한민보》1920년 8월 12일자,「비행가양성서 장정」
.
《신한민보》1920년 11월 4일자,「비행가양성사광고」
.
크리스천 헤럴드,『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 2006,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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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8.03.143。
N
경도 122.25.398。
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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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양성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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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스 한인 비행가양성소의 생도들이 교육을 받은 교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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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비행훈련장 |
∷현 주 소 미확인(현 비행사 양성학교에서 약 3km 인근)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윌로우스

∷정

의 1920년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한인비행사 훈련소

∷관련내용 노백린에 의해 창설되어 1920년 7월 5일 개소한 비행가양성학교의 훈련장은 비행
가양성학교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훈련장이 있었다. 현재 이 땅을 Dick
Wylie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Wylie’
s Ranch’
라고 불리운다. 162번에
서 나와‘R’
도로로 들어가 웅덩이 쪽을 지나 신활주로로 가다가 보면 쌀건조장이
나오고 건조장을 지나 허허벌판에 양철건물이 서있다. 이곳이 윌로우스 비행가양
성소의 훈련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현재상태 비행학교 훈련지는 양철로 된 200평 정도의 건물과 그 옆에 활주로가 있다. 비행사
양성소의 실습장은 가로 30m 세로 20m 정도의 건물이며, 그 옆에 도랑을 끼고 활
주로가 있다. 현재 건물 형태는 격납고 형태의 창고가 남아 있으며, 활주로도 옛 모
습 그대로 남아있다.

∷의

견 비행사양성소의 비행훈련장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건물 및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울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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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50.362。
N
경도 122.09.828。
W

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비행훈련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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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실습장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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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의 비행실습을 하던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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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크라멘토(朔都) 연합공립관 터 |

∷정

의 공립협회 새크라멘토지방 회관 자리

∷관련내용 새크라멘토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연합공립회관이다. 새크라멘토지역에 거주
하던 한인들이 1907년 10월 5일 공립협회 경찰소를 조직하고 이곳에 회관을 세웠
다.《공립신보》1907년 10월 11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공립관은 3층 벽돌집으
로 한인 동포들이 내왕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새크라멘토지역 대
동보국회가 1907년 11월 19일 건관식(建館式)을 개최하였으며, 연합공립관이 설립
됨에 따라 상항한인교회에서 양주삼 전도사가 방문하여 새크라멘토 한인미션도 함
께 설립하였다.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새크라멘토

∷옛 주 소 406 O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관련내용 공립협회 경찰소가 설치된 이후인 10월 6일 새크라멘토에 거류하는 한인들이 정식
으로 공립협회 지방회 설립을 신청하여 조직이 확대되었다. 그후 새크라멘토에 거
주 하는 한인들이 새로 한 건물을 얻어 그 안에 공립관과 대동보국회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였다. 새크라멘토 연합공립관은 설립 당시에는 L가(L Street) 618번지였으나
1908년 7월 O가(O Street) 406번지로 이전하였다.

∷현재상태 연합공립관이 있었던 O가 406번지는 현재 없어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당시 O
가 406번지 자리로 추정되는 곳인 5번가(5th Street) 1500번지에 캘리포니아주 교통
국(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건물이 있다. 아마도 이 빌딩 주변 주차
장 인근에 O가 406번지의 공립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공립신보》1908년 10월 11일자,「새크라멘토 공립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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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주차장으로 변한 연합공립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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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크라멘토 대동보국회 사무소 터 |

∷옛 주 소 411 P.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정

의 새크라멘토 대동보국회의 사무소

∷관련내용 대동보국회는 1907년 3월 2일 국권회복과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대동보국회의 초대 총무 장경은 본래 안창호가 조직한 친목
회의 회원이었으나, 뜻이 맞지 않아 분립하여 1905년 12월 로스앤젤레스 근교 파
사디나에서 대동교육회를 설립하였다. 대동보국회는 그 후신으로 기관지로는《대
동공보》를 발행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프레스노와
네바다주의 칼린, 중국의 상해주의지에 연회(聯會)를 설치했는데, 장경이 중앙 총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새크라멘토

∷현 주 소 415 P.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무를, 이병호·문양목·백일규가 중앙회장을 맡았다.

∷관련내용 새크라멘토 대동보국회의 회관은 P가 411번지에 있었으나 1908년 5월 새크라멘토
연합공립회관과 같은 건물에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그해 7월 연합공
립관이 이전하면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였다.

∷현재상태 새크라멘토 대동보국회 사무소가 있었던 P가 411번지는 현재 번지가 없어졌다. 다
만, 411번지가 있었던 자리에 Pioneer House 실버타운이 들어서 있다. Pioneer
House 실버타운은 현 주소가 P가 415번지이다. 이곳에 411번지의 대동보국회 사
무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대동공보》1908년 1월 2일자,「대동보국중앙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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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57.572。
N
경도 121.50.366。
W

새크라멘토 대동보국회의 사무소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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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탁톤 공립회관 터 |
∷옛주소 1 409 Hazelton Ave. Stockton, California

∷정

의 미주의 민족운동 단체인 공립협회의 지방회관

∷관련내용 공립협회는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1903년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安昌浩, 회장)·이대위(李大爲)·장경(張景)·박영순
(朴永淳)·김성무(金成武) 등이 한인들의 환난상부(患難相扶)를 목적으로 미주 한인단

체의 효시인 친목회(親睦會)를 결성하였다. 그 후 1904년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자,
미주 한인들은 일제의 한국강점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단체의 출현을 요망하
였다. 이에 친목회에서는 1905년 4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최초의 민족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스탁톤

∷옛주소 2 26 E. Main Street Stockton, California

운동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안창호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항일운동과 동족
상애를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1905년 10월 27일 샌프란시스코 패시픽가(Pacific
Street)에 협회 본부를 확보하는 한편, 조직편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1905년 11월 14

일 공립관의 완공식을 거행하여 공립협회의 존재를 널리 알렸다. 같은 달 22일 기관
지인《공립신보(共立新報)》
를 창간하였다.

∷관련내용 1905년 12월 26일 레드랜드(Redland), 1906년 3월 16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지회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1908년 7월까지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 락스
프링스(Rock Springs)·새크라멘토(Sacramento)·프레즈노(Fresno)·핸포드(Hanford)
등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미주 서해안 일대에 9개 지회를 설립하고 회원 800여
명을 확보하였다.

∷현재상태 스탁톤지방 공립회관이 있었던 지역인 해젤톤 애비뉴(Hazelton Ave) 409번과 이스
트 메인 스트리트(E. Main Street) 26번지 모두 번지가 없다. 해젤톤 애비뉴 409번지
는 현재‘New Freedom in Christ Jesus’
교회가 들어서 있다. 아마도 이곳 교회 옆
의 빈공터가 해젤톤 409번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인 스트리트 26번지는 도로
자체가 없어지고‘Financial Center Credit Union’
의 화단 자리가 당시 메인스트리
트 26번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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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재미동포인구등록」
,『미주 국민회 자료집』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
회, 2005.
스탁톤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Thomas Bros Map of the City of Stockton(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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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7.95.269。
N
경도 121.29.004。
W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스탁톤

∷가는길

헤젤톤 409번지 스탁톤 공립협회 자리에 서 있는‘New Freedom in Christ Jesus’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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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톤 공립회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현재는‘Financial Center Credit Union’
의 화단이 들어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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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탁톤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관 |
∷옛 주 소 9 East Sonora Street, Stockton, California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스탁톤

∷정

의 대한인국민회의 스탁톤지방회관

∷관련내용 스탁톤지방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여살던 곳 가운데 하나였
다. 스탁톤지역의 발달된 농장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다.
친일외교관 스티븐스를 처단하려다 실패한 전명운도 한 때 스탁톤에서 농장을 경영
한 적이 있었고, 그의 부인이 1917년 9월 복부병으로 스탁톤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을 받기도 하였다.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스탁톤에는 일찍부터 국민회의 경찰소가
설립되었고, 지방회관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관련내용 스탁톤지방에 있는 여러 농장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911년 8월 30일자
《신한민보》
에 따르면,‘스탁톤 4처 농장에 유하는 동포 40명’
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50여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탁톤에는 국민회관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와 국어학교도 설립되어 있었다.

∷관련내용 《신한민보》1924년 4월 3일자「스탁톤 동포의 3·1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보면,
“스탁톤지방에 거류하는 동포 약 75인이 합석하여 당지 구세군예배당에서 3·1절
기념예식을 김탁씨 사회하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100
여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상태 스탁톤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Farmers and Merchants Bank of Srockton
(1905)」지도를 보면 동 소노라가(East Sonora)는 처치가(Church Street)와 라파예트

가(Lafayette Strret) 사이에 있지만, 동소노로가 9번지의 번지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후에 나온 다른 지도에는 동소노라가 9번지가 확인된다.

∷현재상태 스탁톤 지방회관이 있었던 동소노라가 9번지는 없어졌고 그 자리에 현재‘Restrantes
Loncheras’
라는 잡화상이 들어서 있다. 이 잡화상의 주소가 동소노라가 5번지인 것
으로 보아 이 잡화상 자리가 당시 국민회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11년 8월 30일자.
《신한민보》1924년 4월 3일자,「스탁톤 동포의 3·1절」
.
스탁톤시립도서관 소장,「Farmers and Merchants Bank of Srockton(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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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7.94.86。
N
경도 121.289.68。
W

스탁톤 국민회관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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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겸 집 터 |
∷옛 주 소 31 E. Sonora st Stockton, California
의 대동보국회·동지회 등에서 활동한 방사겸의 집

∷관련내용 방사겸(Samuel K. Bang, 1881. 윤7. 25~1955. 12. 8)은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
생하여 23세에 하와이로 건너왔고, 이후 미본토로 이주하였다. 그는 대동교육회와
대동보국회에 참여하였으며, 그는『평생일기』
를 통해 미주지역 한인 이민사를 소개
하였던 인물이다.『평생일기』는 그가 죽기 3년 전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쓴 것
으로 순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방사겸은 스탁톤에서 쌀농사를 하였으며 이 시기 이
살음·김정진(김호)·김택·임일 등이 주도해 조소앙의 외교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한 노동사회개진당에도 가입하였다.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스탁톤

∷정

∷현재상태 방사겸이 1910년대에 살았던 동소노라가(East Sonora Street) 31번지는 스탁톤 국민
회 경찰소가 있었던 동소노라가 9번지와 같은 블록에 있었던 것 같다. 그가 거주하
였던 동소노라가 31번지의 번지는 없어진 상태이며 그 자리에는 Marianis 옷가게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이곳이 방사겸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도산학회,「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독립운동 의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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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방사겸의 거주지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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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즈노 연합공립관 |
∷옛 주 소 1503 Tuolumne Street, Fresno, California
의 프레즈노지방의 이재수·임지호·오진국 등 공립협회 회원들에 의해 설립된 연합
공립회관

∷관련내용 1908년 프레즈노(Fresno；富市)지방에 재류하고 있는 공립회원들이 공립관을 설립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재수·임지호·오진국 등의 발기로 설립되었다. 프레즈노지
방은 다수의 한인들이 주집하는 근거지로서 각 지방의 공립협회 회원들이 모여 들
었기때문에 연합공립관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1908년 프레즈노에 연합공립관이 설
립됨에 따라 이곳의 한인들은 집회와 토론의 장소가 생겼다. 연합공립관에서는 매
주 토요일 저녁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합공립관의 사무원은 박호빈, 간사는 김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프레즈노

∷정

성수, 토론회장은 이치완, 서기는 손경춘, 대의는 임기정, 사찰은 엄성칠 등이 담
당하였다.

∷관련내용 프레즈노 연합공립관은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설립하게 되었
으나,한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1908년 11월 연합공립관이 폐철되었다.

∷현재상태 현재 프레즈노 연합공립관 자리는 번지도 남아있지 않아 그 위치를 비정하기 어렵
다. 프레즈노 캘리포니아대학(Cal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의 Map Library에
소장된「Map Showing Streets and Roads in the City of Fresno(1921)」에 의하
면, Tuolumne Street 1503번지는 M Street와 만나는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Tuolumne Street 1503번지에 해당하는 곳이 현재 고가도로로 변하였기 때문
에 고가도로가 들어서 있는 곳이 연합공립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공립신보》1908년 6월 17일자,「프레스노연합공립관 보고」
.
《공립신보》1908년 6월 17일자,「연합공립관」
.
《공립신보》1908년 11월 11일자,「연합공립관 폐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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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프레즈노 연합공립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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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즈노 대동보국회 사무소(富湖聯會館 事務所) |
∷옛 주 소 1340 F. Street, Fresno, California
의 대동보국회의 프레즈노지역 사무소

∷관련내용 프레즈노지방은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일찍부터 한인들이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
에, 이곳을 중심으로 대동보국회가 조직되어 1907년 말에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프레즈노 대동보국회 사무소는 한인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정하였다.

∷현재상태 대동보국회 사무소가 있었던 F가의 1340번지는 현재 번지조차 없고, F가의 1350번
지 뒤쪽에 O’
Brien’
s Brake Service 회사의 주차장 자리가 당시 1340번지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프레즈노 캘리포니아대학(Cao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의 Map
Library에 소장된「Map Showing Streets and Roads in the City of Fresno(1921)」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프레즈노

∷정

에 의하면, F가 1340번지는 M가와 만나는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대동공보》1908년 1월 2일자,「대동보국중앙회관」
.
프레즈노 캘리포니아대학 Map Library 소장, 「Map Showing Streets and Roads in the City of
Fresno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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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73.250。
N
경도 119.79.725。
W

프레즈노 대동보국회 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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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제상회 |
∷현 주 소 718 I Street, Reedley, Californi
의 김호와 김형순이 운영하던 회사로 독립운동 자금원이었던 곳

∷관련내용 김형제상회(Kim Brothers Company)는 1920년 김형순·김호·한덕세 3명이 설립하
여, 김형순이 50%, 한덕세가 25%, 김호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김형제
상회의 사업은 복숭아와 기타 과일을 재배하였으며, 통조림제조와 대규모 온실시
설과 더불어 도매상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김형제상회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과
수원, 과일포장 창고, 묘목장을 갖게 되었으며, 주로 신종 넥타린 복숭아 등 새로
운 과일의 품종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 품종은‘르 그랑드’또는‘선 그랑드’
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12개가 넘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미국 정부로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리들리

∷정

부터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관련내용 김형제상회는 리들리, 다뉴바, 프레즈노 등 6개 곳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팩킹시설, 묘목장,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매년 순수입은 1백만 달러를 넘었
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독립운동 자금과 동포기관 운영의 최대 자금조달처 역할
을 하였다.

∷현재상태 김형제상회 자리는 현재 리들리 시내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Guarantee Real
Estate’부동산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의

견 김형제상회는 중가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 소
유주와 협의하여 벽면에 표지판을 부착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 항일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Ⅰ, 독립기
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42~343쪽.

| 78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40 AM 페이지79

∷가는길

위도 36.59.869。
N
경도 119.45.697。
W

김형제상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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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저택 |
∷현 주 소 281 Reed Avenue, Reedley, California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리들리

∷정

의 1920년대 이후 국민회의 지도자로 등장한 김형순이 거주하던 주택

∷관련내용 김형순(金衡珣, 1886~1977)은 김형제상회의 설립자로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가주
지역에서 경제력으로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이다. 김형순은 한
국인의 공식이민이 추진되던 1903년 하와이에 왔고 자신의 온 힘을 쏟아 사업을 번
창시켜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사돈인 김호와 같이 김형제상회를 설립하여 사업
적으로도 성공하였지만, 사업의 수익금 대부분을 독립운동 자금과 동포기관 운영자
금으로 지원하였다.

∷관련내용 1920년대 중반 이후 김형순은 김호와 더불어 막강한 재력과 민주적 지도력으로 독
립운동을 후원하는 일과 동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다. 사업가로
서 김형순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참여하
는 방법도 미국적 실용주의와 민주적 방법을 통해 현실적 실천을 모색하였다. 기존
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봉건적 지도력과 빈약한 경제력에 의지하여 전개되면서 침잠
하던 시기, 그는 대한인국민회를 되살리는데 앞장섰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재정
적으로 뒷받침하는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김형순은 1977년 1월 25일 91세로 별
세하였으며, 장례식은 대한인국민회장으로 치러져 리들리 공동묘지(Reedley
Cemetery)에 안장되었다.

∷현재상태 김형순의 저택은 미국인이 1982년부터 거주하였고 그 때 리모델링하였다고 한다.
∷의

견 김형순저택은 김형제상회와 더불어 중가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벽면에 표지판을 부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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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9.877。
N
경도 119.45.821。
W

김형제상회의 설립자 김형순의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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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들리공동묘지 |
∷현 주 소 2185 So. Reed, Reedley, California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리들리

∷정

의 리들리 거주 한인들의 공동묘지

∷관련내용 1862년에 건립된 캘리포니아주정부의 공동묘지로 145기의 한인묘지가 있다. 여기
에 묻혀있던 독립유공자 김호(일명 김정진)의 묘는 2002년 2월 28일 이장되어 동년
10월 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곳에는 김호와 함께 김형제상회를 설립
한 김형순과 그의 부인 한덕세의 묘지도 함께 있다.

∷현재상태 이곳에서 매년 두 차례(메모리얼 데이와 광복절)에 재미중가주해병대전우회가 중심이
되어 태극기 게양 및 묘지 관리행사를 약 10년째 시행하고 있다.

∷의

견 미주지역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어 있는 대표적인 공동묘지이며, 미주지역에
서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인물들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입구에 이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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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7.947。
N
경도 119.45.794。
W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어 있는 리들리공동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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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스호텔 (Hotel Burgess) |
∷현 주 소 1726 11th Street, Reedley, California
의 이승만, 안창호가 리들리에 들렸을 때 숙박하던 호텔

∷관련내용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이승만과 안창호가 중가주의 대표적인 지역인 리들
리에 들렀을 때 주로 머물렀던 호텔이다. 리들리는 한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김호, 김형순이 경영하는 김형제상회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안창호가 리들리에 들렸을 때 이 호텔에 머물며 이 지
역 한인들과 더불어 독립운동을 도모하였다. 호텔 입구 왼쪽에는‘In Memory of
the Two Korean Patriotes Stay at this Hotel’
이라는 표식과 함께 이승만, 안창호
의 사진이 들어간 동판이 있다. 호텔 2층 프레지던트실에 이승만이 숙박하였으며 내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리들리

∷정

부에도 이승만과 안창호의 사진이 걸려 있다.

∷현재상태 호텔내부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으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의

견 버지스호텔은 리들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적지로 표지판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호텔 소유주와 협의하에 호텔 뷰로슈어 등에 이같은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조치가 필
요하다.

| 84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40 AM 페이지85

∷가는길

위도 36.59.596。
N
경도 119.45.137。
W

호텔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이승만과 안창호의 동판

이승만과 안창호가 리들리에 들렸을 때 숙박하던 버지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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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오십년사』발간지 (김호 거주지) |
∷현 주 소 735 I Street, Reedley, California
의 미주지역 독립운동사를 정리한『재미한인오십년사』
가 발간된 곳

∷관련내용 미주지역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을 정리한 대표적인 저작이『재미한인오십년사』
이
다. 이 책의 저자 김원용은 서문에서,“재미한인 사회와 단체 역사는 우리 민족의 해
외 독립운동사이므로 민족역사에 없어서 아니되는 한 부분”
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
주지역 한인들의 이민역사는 독립운동사와 표리관계를 맺고 있고, 이민 1세들에게
있어 독립운동은 이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관련내용 『재미한인오십년사』
가 간행된 곳은 김호(김정진) 의 집이었다. 김형제상회(Kim
Brothers)의 공동 운영자인 김호는 1930년부터 1935년 독립운동이 지리멸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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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새로운 지도력으로 부상되었다. 김호는 민주적이고 좌우합작의 중도연합적인 다수
지도체제에 의한‘중앙집행위원제’
를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리더쉽 모델로 한인단
체를 부흥하게 만들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국민회헌장을 개정하
고, 1937년 1월 5일 샌프란시스코 국민회 총회관에서 재건대한인국민회 제1차 대
표대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으로 중앙집행위원장에 김호, 중앙상무위원에 총무 최
진하, 중앙감찰위원에 김탁·황사용·조성학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집행위
원으로는 김호·최진하·신두식·한시대·정몽룡·김동우·송종익·송헌주·김
형순·임정구·황사선 등 11명을 선임하였다. 김호는 자신의 재력과 새로운 지도
력을 발휘하여, 1950년까지 송헌주·한시대·이옥형·김용성 등과 북미지역 국민
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해방 이후 김호는 자신의 집에서 김원용
으로 하여금『재미한인오십사』
를 집필하게 하여 간행하였다.

∷현재상태 김호의 저택은 현재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의

견 『재미한인오십년사』
의 발간지이자 독립유공자인 김호의 저택은 중가주지역의 대표
적인 독립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 입구에 표지
판을 부착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김원용,『재미한인오십년사』
, Reedle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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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9.830。
N
경도 119.45.694。
W

미주지역 독립운동사를 정리한『재미한인오십년사』
가 발간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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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바 3·1운동 퍼레이드 장소(3·1절 1주년 기념 시가행진 기념비) |
∷현 주 소 Main L. St, Dinuba, California
의 다뉴바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행렬을 한 곳

∷관련내용 중가주 다뉴바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1920년 3월 1일 다뉴바 시가지에서 3·1
운동 1주년 기념 행렬을 전개하였다. 이때 대한애국부인회는 다뉴바 메인 스트리트
에서 기념 퍼레이드를 가졌는데, 다뉴바 한인교회에서 출발하여 메인 스트리트를
거쳐 다시 교회로 돌아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현재상태 다뉴바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매년 3·1절 기념 퍼레이드를 하였기 때문에, 퍼
레이드가 벌어진 메인가(Mail Strret)의 다뉴바경찰서 앞에는‘3·1절 1주년 기념 시
가행진 기념비(In Mem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Parade of 1920)’
가 건립되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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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있다.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에서 2008년 4월 12일 건립한 이 비에는‘1920년 3·1
절 1주년 기념 시가 행진’
이라고 하여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당시 사
진을 붙여 놓았다.

∷의

견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에서 다뉴바지역 한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
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사적지의 발굴과
조사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크리스천 헤럴드,『태평양을 가로지른 무지개』
, 2006,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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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4.194。
N
경도 119.39.129。
W

1920년 3·1절 1주년 기념 행렬을 했던 다뉴바시의 메인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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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바시 메인스트리트에 세워진 3·1절 1주년 기념 시가행진 기념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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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주년 기념 시가행진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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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바 중가주 애국선열기념비 |
∷현 주 소 204 West“O”
st. Dinuba, California
의 한인장로교회 자리에 건립된 기념비

∷관련내용 다뉴바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절 기념식을 미본토에서 가장 먼저
가진 곳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은 약 6백 여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3·1운동
당시 다뉴바지방의 한인들을 왜화배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경찰원으로 하여금 이
를 단속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관련내용 또한 다뉴바지방의 부인들은 1919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협의하여‘신한부인
회’
를 조직하였는데, 이 회의 목적은“아들, 딸 동포의 자유정신을 고취하여 부모
국의 후원을 극력코저”
한다고 하였다.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와 다뉴바의 신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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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인회는 5월 18일 북미주지역 부인회를 통합하기 위한‘통고문’을 보냈으며, 이
에 따라 8월 2일 각지의 부인 대표자들이 다뉴바에 모여 발기대회를 열고 합동을 결
의하였다. 이때 참석한 부인회는 다뉴바의 신한부인회, 로스앤젤레스의 부인친애
회,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 샌프란시스코의 한국부인회, 윌로우스의 지방부인
회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8월 5일‘대한여자애국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관련내용 이와 같이 3·1운동 당시 여러 운동을 전개한 다뉴바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20
년부터 매년 다뉴바의 메인 스트리트에서 3·1만세운동기념 퍼레이드를 벌였다.
2008년 4월 12일 다뉴바 한인장로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를 세웠다.

∷현재상태 2008년 다뉴바 시정부에서 대지를 제공하여 애국선열 기념비를 건립하고 다뉴바시
에서 주변정화 등 직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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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3.943。
N
경도 119.39.488。
W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자리에 세워진 중가주 애국선열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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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 위탁판매소 (K&S Jobbers) |
∷현 주 소 10084 Sultana Street, Dinuba, Californi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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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다뉴바 김용중과 송철이 설립한 농산물 도매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곳

∷관련내용 김용중과 송철이 1928년 5월에 설립한 농산물 도매회사이다. 김용중과 송철은 남
가주 로스앤젤레스 시장에서 각종 과실과 채소를 위탁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일
찍이 유학을 목적하고 미국에 온 김용중과 송철은 1922년 4월부터 중가주 리들리의
김형제상회 산출품을 위탁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그후
송철 단독으로 Song’
s Packing을 운영하였고 그의 막내 아들 유진 송(Ujin Song)
이 맡아서 경영을 하다가 3년 전에 매각하였다.

∷현재상태 현재는 목재공장으로 변하여 포도밭의 받침목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

관련자료
《국민보》1948년 3월 31일자,「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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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4.570。
N
경도 119.34.739。
W

독립운동 자금과 동포기관 운영자금을 제공한 김&송 위탁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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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잡지 발행소 터 |
∷현 주 소 1521 Palolo Avenue, Honolulu
의 이승만이 1913년 9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간한《태평양잡지》발행소

∷관련내용 《태평양잡지》
는 이승만이 1913년 9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간한 월간 잡지
이다. 발행목적은 하와이 한인의 자주독립정신 고취와 교포에 대한 계몽에 두었다.
하지만 이승만이 이 잡지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가 박용만의 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지만, 자
신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비판하고 자신의 입
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발간되었다. 그리하여 발행 초기《태평양잡지》
는 하와이
국민회가 발간하던 기존의《국민보》노선과는 달리 이승만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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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전하여 한인 교민들의 민심을 돌리는데 주력하였다. 그 후 이승만이 하와이 한인
사회를 사실상 장악한 때부터《태평양잡지》
의 주요 논조는 재류한인들의 기독교신
앙과 애국심 및 독립사상 고취에 주력하였다.《태평양잡지》
는 1930년 12월 13일
《태평양주보》
로 제호를 바꾸어 주간으로 발행되었다.

∷관련내용 태평양잡지사는 창간 당시 펀치볼(Punchbowl)과 베레타니아(Beretania) 그리고 호텔
(Hotel)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19년 이래 와이

아레가(Waiale Road) 3320번지에 세 들어 있다가, 1924년 7월 경 파롤로가(Palolo
Street) 1521번지에 새 건물을 지어 활판주자를 옮겨놓고 발행하였다. 1925년에 룰

리네가(Lurline Avenue)로 옮겼다. 이때 편집인은 윤치영, 인쇄인은 문순익이었다.
그후 독자적인 건물이 없이 1930년 9월까지 밀러가(Miller Street) 1306번지 교민총
단관의 한 쪽 방에서 발간되었고, 1930년 12월 태평양잡지에서《태평양주보》
로제
호가 변경될 때에도 밀러가의 교민총단관에서 발간하였다. 그러나 1931년 이른바
‘교민총단관 점령사건’
으로 인해 태평양주보사는 쿠아키니가(Kuakini Stree) 121번
지에 있던 동지회관에서 발간하였다.

∷현재상태 현재 팔롤로 스트리트 1521번지에 있었던 태평양잡지사의 번지와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1523번지와 1517번지 사이의 공터가 당시 태평양잡지사가 위치하였
던 팔롤로 스트리트 1521번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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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태평양잡지사는 하와이지역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사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공터
로 되어 있는 곳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표지석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윤치영,『동산회고록-윤치영의 20세기』
, 삼성출판사, 1991,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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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21.29.116。
N
경도 157.80.212。
W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호놀룰루

∷가는길

1920년대《태평양잡지》
를 발행한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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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잡지》
가 발행되었던 곳 (두 집 사이의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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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회관 |
∷현 주 소 121 South Kuakini Street, Honolulu, Hawaii
의 이승만이 미주동포들의 단결과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을 위해 조직한 단체

∷관련내용 동지회는 1921년 7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미주동포들의 단결과 생
활안정 및 독립운동을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동지회는“상해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하되, 임시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거나 방해하려는 불충불의한 국민
이 있으면, 본회가 일심하여 방어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조처”
한다고 하여, 임시정
부 옹호를 주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직은 중앙부와 지방회로 나뉘어져 있다. 1930
년부터 각 지방에 지방회를 조직하였는데, 전성기 때는 하와이에 9개의 지방회가
건설되었다. 회원은 400명에서 150명 정도였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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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련내용 동지회관은 1930년 8월 쿠아키니 스트리트(Kuakini Street) 121번지에 월세를 얻어서
사용하다가 1942년 11월 킹 스트리트(N. King St.)에 전방 4채, 살림집 3채를 9,100
달러에 매수하였다.

∷현재상태 동지회관이 있었던 쿠아키니 스트리트 121번지는 당시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2
층이다. 따라서 당시의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의

견 동지회관은 하와이지역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사적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에 건물 입구에 간단한 표지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국민보》1942년 11월 4일자,「동지회관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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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1.689。
N
경도 157.85.126。
W

쿠아키니 스트리트 121번지 입구

쿠아키니 스트리트 121번지에 있었던 동지회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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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기독교회의 발상지 겸 이승만 거주지 |
∷현 주 소 2453 Pu’
unui Street, Honolulu, Hawaii
의 이승만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회의 최초 자리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이 1918년 하와이 감리교의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설립한
교회이다. 이승만을 따르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1917년 초부터 푸우누이에 있는 한
인여학원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수가 1918년에는 성인 230명과 아동
165명으로 늘어났다. 1918년 12월 23일 평신도회에서 정식으로‘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로 명명되어 이승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왔다. 설립자

는 이승만이고, 1919년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교회에 있던 민찬호를 목사
로 초빙하였다.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으며 1941년까지 예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호놀룰루

∷정

배당 안에 국어학반을 설비하고 한인아동의 국어교육을 장려하였다. 출판사업으로
는 1년에 1차 혹은 2차씩『한인기독교회보(Hawaii Korean Christian Herald)』
를 발행
하다가 1930년 폐간되었다.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는 푸우누이(Pu’unui) 2453번지에서 시작되어, 1918년에는 와이알라
에 애비뉴(Waialae Avenue) 3320번지의 한인기독학원에서 예배를 보다가 칼리히
계곡의 한인기독학원내에 조그만 교회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교인이 늘면서 1922
년에는 스쿨 스트리트(N. School St.) 622번지에 45,800 스퀘어 피트(약 1,27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W. R. Castle회사에서 1만 7천달러의 빚을 내어 새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다. 1938년 지금의 릴리하(Liliha) 스트리트 1832번지에 새 건물을 짓고 이
사하였다. 릴리하 스트리트의 교회는 서울의 광화문 모양으로 건립되었는데, 1937
년 10월에 기공하여 1938년 4월 완성하였다. 당시의 교회건물은 낡고 헐어 1992년
‘한인기독교회 복원 후원 발기대회’
를 개최하여 국내외 각계의 성금을 모아 2006년
6월 3일 다시 교회건물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였다.

∷현재상태 한인기독교회의 발상지는 이승만이 1913년 2월 3일 하와이에 도착하였을 때 푸우
누이에 한인들이 마련해 준 조그마한 집(Cotage)이다. 당시 숙소 앞에서 찍은 사진
이 남아 있는데, 사진 아래에 이승만의 친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Cottage in
Puunui Honolulu, where I lived, 리창규 as house 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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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호놀룰루에 있는 이승만 거주지 가운데 주소가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으나, 이곳
푸우누이 거주지는 주소가 온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에 건물
입구에 간단한 표지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이덕희,『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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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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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이승만이 1913년 하와이에 왔을 때 거주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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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거주하던 2453번지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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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
∷현 주 소 622 North School Street, Honolulu, Hawaii
의 이승만을 따르는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교회

∷관련내용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는 1918년 12월 23일 평신도회에서 정식으로‘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로 명명되어 이승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왔다. 설립자

는 이승만이었고, 초대목사로 남가주대학을 마친 민찬호를 초빙하였다. 교회의 조
직은 감리교회를 모방하였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으며 1941년까지 예배
당 안에 국어학반을 설비하고 한인아동의 국어교육을 장려하였다.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는 푸우누이(Pu’unui) 2453번지에서 시작되어, 1918년에는 와이알라
에 애비뉴(Waialae Avenue) 3320번지로, 1922년에는 스쿨 스트리트(N. School S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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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622번지에 교회를 건축하였다. 스쿨 스트리트 622번지의 교회는 45,800 스퀘어
피트(약 1,27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W. R. Castle회사에서 1만 7천달러의 빚을 내
어 새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다. 그후 예배당을 확장할 목적으로 1928년 5월 10일에
방매하였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여 10년 동안 신흥국어학교 교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1938년 지금의 릴리하(Liliha) 스트리트 1832번지로 새 건물을 짓고 이
사하였다.

∷현재상태 하와이에서 발간된「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27)」
지도에는 당시 노쓰 스쿨 스트리트 622번지에‘Korean Christian Church’
라

고 표기되어 있다. 교회는 당시 일반 주택의 3배 정도의 크기였다. 스쿨 스트리트
622번지에 있었던 교회의 건물은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물은 2층의 나무
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다.

관련자료
이덕희,『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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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2.259。
N
경도 157.86.105。
W

한인기독교회 주소판과 전경

1922년 11월 29일 스쿨 스트리트에 건립한 한인기독교회 헌당예배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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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합성협회 회관 |
∷현 주 소 1038 Nuuau Street, Honolulu, Hawaii
의 하와이 최초의 통합 단체인 한인합성협회 회관이 있던 곳

∷관련내용 한인합성협회는 1907년 9월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각지에 있는 24개의
한인단체 대표 30여 명이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한 후 만든 통합단체이다. 한인합성
협회의 합동결의안을 보면 첫째, 조국의 국권 광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동포의 안
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단결함. 둘째, 하
와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들을 결합하여 통일기관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한인합
성협회라 하며, 호놀룰루에 총회를 설립하고, 각 지방에 있던 단체들을 일체 폐지
한 후 한인합성협회 지방회를 설립함. 셋째, 한인합성협회 총회는 시찰위원을 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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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방에 파송하여 아직까지 합동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들에게 합동의 의사를
설명하게 함. 넷째, 한인합성협회 총회는 기관신문을 발행하되, 그 명칭을 한인합
성신보라 하며, 기왕에 각 단체가 발행하던 회보들을 합성신보에 부합하여 실력을
집중하고 언론일치를 도모함이다.

∷관련내용 이를 볼 때 한인합성협회의 설립 목적은 조국의 국권회복과 재류동포의 안녕보장,
교육장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호놀룰루 릴리하가에 중앙회관을
설치하고, 47개 지방에 지회를 설립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9년 1월 25일
전흥협회까지 통합되면서 하와이내 명실상부한 통합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이러한 한인합성협회는 1909년 2월 1일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
를 탄생시키면서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로 계승되었다.

∷현재상태 한인합성협회의 회관 자리는 호놀룰루의 차이나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당
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재 건물의 1층은 Hanks Cafe로 2층은 Dragon
Jazz Bar로 사용되고 있다. 한인합성협회의 회관 사진이 실린『The Koreans in
Hawaii：A Pictorical History, 1903-2002』
(Roberta Chang, University of Hawaii,
2003, p.63)에는 회관의 위치가 밀러 스트리트에 세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의

견 한인합성협회는 하와이 최초의 통합 단체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
에, 현재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건물 벽면에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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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공립신보》1907년 9월 6일자,「하와이 소문」
.
《공립신보》1907년 9월 20일자,「기쁜 소식」
.
《공립신보》1908년 4월 1일자,「양회 합동」
.
《공립신보》1914년 2월 7일자,「임정수씨 연설에 국민회의 대개」
.
《국민보》1955년 2월 9일자,「국민회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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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21.31.070。
N
경도 157.86.214。
W

I

미국 서부 및 하와이 ● 호놀룰루

∷가는길

하와이 최초의 통합단체인 한인합성협회의 회관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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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anks Cafe로 사용되고 있는 한인합성협회의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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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어학교 |
∷옛 주 소 203 North School Street, Honolulu, Hawaii
의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에서 설립한 민족학교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 부속으로 1923년 7월 1일 신흥국어학교가 설립되었다. 1925년에 오
아후섬에 6개의 한글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신흥국어학교가 가장 많은 50명의 학생
이 있었다. 한인기독교회에서 신흥국어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한인 2세들에게“가
장 완전한 사람을 만들며, 건전한 인격자를 양성시키려”
고 하였다. 신흥국어학교는
매년 9월 6일 개학하였으며 정규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한인 2세들에게 한글과 우리
의 풍속, 관례범절 등을 가르쳤다. 그 후 신흥국어학교에서는 1930년대 한인기독교
회가 분열되었을 때 동지회파 교인들이 신흥국어학교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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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시법령으로 외국어학교를 정지시켰는데,
1944년 이후 다시 개교하여 1950년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관련내용 신흥국어학교는 노쓰 스쿨 스트리트 203번지에 있다가 1927년 노쓰 스쿨 스트리트
260번지와 270번지 사이로 이사하였다(현재 Korean Care Home). 노쓰 스쿨 스트리
트 203번지는 1914년 하와이에서 발간된「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14)」지도에 의하면, 누우아누 내(Nuuanu Stream)에서

오른쪽으로 노쓰 스쿨스트리트 203번지의 건물이 207번지와 함께 붙어 있다.

∷현재상태 신흥국어학교가 있었던 노쓰 스쿨 스트리트 203번지는 없어지고 그 자리는 현재
공터의 잔디밭으로 변해 있다.

관련자료
이덕희,『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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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1.853。
N
경도 157.85.759。
W

신흥국어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

신흥국어학교 졸업식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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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아누 한인묘지 |
∷현 주 소 2233 Nuuanu Avenue,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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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우아누 묘지(Nuuanu Memorial Park & Mortuary)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있던 곳

∷관련내용 하와이에 이민 온 제1세대 한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우아누 공도묘지에 묻혀
있다. 장금환(1883. 5. 27~1963. 1. 29) 등 독립운동가들이 국내 유해가 봉환되기
전까지 묻혀 있었던 곳이다. 장금환은 평남 안주 출신으로 하와이에서 국민회를 창
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44년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에서 가입하여
중국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같은 공훈으로 정부로부터
1999년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관련내용 장금환의 유해는 2002년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봉환되었으나, 누우아누 공동
묘지에 남아 있는 그의 묘비에는“오! 나의 조국이여 임은 나의 가슴속에 다시 일어
설 때까지 살아 있었다. 성스러운 임의 품안에 편히 쉬도록 나를 불러 두었도다”
라
고 하여 고국의 땅에 잠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현재상태 누우아누 공동묘지에는 많은 한인 이민 선조들이 잠들어 있고 이들의 묘비는 한글
혹은 한문으로 새겨져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련자료
《국민보》1950년 6월 7일자,「동포의 묘지 심방」
.
《국민보》1938년 5월 4일자,「박봉화씨 장례와 유산」
.
《국민보》1950년 6월 7일자,「동포의 묘지 심방」
.
《국민보》1952년 4월 16일자,「사망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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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2.396。
N
경도 157.84.792。
W

독립유공자 장금환의 묘비

한인 이민 1세들이 많이 묻혀있는 누우아누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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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협회 터 |
∷옛 주 소 1410 Fort Street, Honolulu, Hawaii
의 1930년 1월 하와이에서 조용하 등 중도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한인사회의 통일적 조
직체

∷관련내용 대조선독립단 계열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30년 1월 13일‘한인협회’를 조직하
였으며, 기관지로《한인협회공보(韓人協會公報)》
를 간행하였다. 처음 한인협회의 위
원장은 조용하, 서기는 김진호, 재무는 김윤배 등 40여명의 대조선독립단 사람들
로 시작하여 한 달만에 8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조선독립단의 핵심인물이며 한
인협회 서기를 맡고 있던 김진호가 1930년 2월부터 재간된 동지회의 기관지《태평
양잡지》
의 주필로 갔으며, 독립단 총무 이원순도 동지회로 들어갔던 것이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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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30여명이 동지회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협회는 조용하·강영효·이
정두·태병선·편성원·정원명 등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를 끌고 갔다.

∷현재상태 한인협회가 있었던 포트 스트리트(Fort Street) 1410번지는 스트리트 자체도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당시 호놀룰루의 포트가는 중국의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또는 광둥(廣東)의 상업지역과 매우 닮아 있었다. 하와이에서 발간된「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14)」
지도에 의하면, 포트 스트리
트 1410번지는 없고 1412번지에 커다란 중국 세탁소(Chinese Laundry)가 있다. 아마
도 1930년 한인협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포트가 1412번지가 두개의 번지로 나뉘어져
1410번지와 1412번지로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인협회와 하와이의 한인감리교
회는 포트 스트리트 1520번지(지금의 누우아누 스트리트 지역, 빈야드와 루니릴로 고속도
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는 누우아누 청년회관(Nuuanu YMCA) 건너편

의 팔리(Pali) 스트리트쪽에 한인협회가 위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30년 3월 6일자,「한인협회를 조직하여」
.
《신한민보》1930년 4월 3일자,「한인협회가 진흥되어」
.
《신한민보》1930년 7월 3일자,「한인협회 절대 계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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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1.602。
N
경도 157.85.555。
W

하와이의 중도적인 인사들로 조직된 한인협회의 사무소 터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117 |

01-실태조사-미국서부 2009.12.29 11:40 AM 페이지118

| 한미보사 |
∷옛 주 소 1146 Alakea Street, Honolulu, Hawaii
의 하와이에서 1920년 5월 11일 창간된 신문

∷관련내용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920년 승용환이《한미보(Korean American News)》
를 창간하였
다.《한미보》
는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국민보》
의 주필 승룡환이 1920년 5
월 교민단 내분 때 총회장 이종관과 의견을 달리하여 1920년 5월부터 매주 2회 발간
하였다.《독립신문》1920년 6월 5일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어떤 단체를 방해코
져 함도 아니오. 어떤 인도자가 선생을 공박코저 함도 아니오. 다만 정의와 인도로
하와이 6천 한인을 인도하야 한 궤도로 들어가게 할 뿐이라, 우리 대조선 신성한 이
천만 민족이 일치단결하야 민족자결주의를 세계에 반포하며 부모국을 충애하며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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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찬성하며 우리의 신정부당국을 원조하야 독립사업이 완전히 이루게”한다고 하
였으며, 또“본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하야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야 한미의 친선한 정의를 더욱 유지하는 것이 한국민족의 특별히 주의할 바라
하노니 그럼으로 본보를 한미보라 이름하노라”
라고 하였다.

∷관련내용 이로 보아《한미보》
는 이승만계의 기관지《태평양잡지》
와 대조선독립단의 기관지
《태평양시사》
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하와이 한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창간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승만측의 인사들인 승룡환과 손창희가 담당함
으로써 친이승만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상태 1914년 하와이에서 발간된「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14)」
지도에 의하면, 한미보사가 있었던 알라케아(Alakea) 스트리트 1146

번지는 2층 건물로 여러 번지가 붙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아마도 한미보사는 그 가운
데 한 번지를 신문사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미보사가 있었던 알
라케아 스트리트 1146번지는 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당시 번지에 해당하는
곳은 지금 하와이 전화회사(Hawaiian Telephone Company) 빌딩이 위치하고 있다.

관련자료
《독립신문》1920년 6월 5일자,「韓美報出世」
.
《독립신문》1921년 1월 1일자,「過去 一年間 우리의 獨立運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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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0.927。
N
경도 157.85.855。
W

한미보사의 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

한미보사의 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하와이 전화회사의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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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기독교회 |
∷현 주 소 1832 Liliha Street, Honolulu, Hawaii
의 이승만이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세운 교회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이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에서 기숙학교의 경영권 문제로 의
견이 대립되자, 감리교의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설립한 교회이다. 1918년 12월 23
일 평신도회에서 정식으로‘한인기독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로 명명되어 이
승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왔다. 설립자는 이승만이었고, 초대목사로 남가주대학
을 마친 민찬호를 초빙하였다. 교회의 조직은 감리교회를 모방하였고, 이승만의 감
독하에 이사부가 있어서 교회를 관리하게 하였다.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였으며 1941년까지 예배당 안에 국어학반을 설비하고 한인아동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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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교육을 장려하였다.

∷관련내용 한인기독교회는 푸우누이(Pu’unui) 2453번지에서 시작되어 1918년에는 와이알라
에 스트리트 3320번지로, 1920년에는 스쿨 스트리트(N. School St.) 621번지에 교
회를 건축하였다. 그후 예배당을 확장할 목적으로 1928년 5월 10일에 방매하였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여 10년 동안 신흥국어학교 교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1938년 4월 지금의 릴리하(Liliha) 스트리트 1832번지로 새 건물을 짓고 이사하였
다. 릴리하 스트리트의 교회는 서울의 광화문 모양으로 건립되었는데, 1937년 10
월에 기공하여 1938년 4월에 완성하였다.

∷현재상태 당시의 교회건물은 낡고 헐어 1992년‘한인기독교회 복원 후원 발기대회’
를 개최하
여 국내외 각계의 성금을 모아 2006년 6월 3일 다시 교회건물을 전면적으로 개·보
수하였다.

관련자료
이덕희,『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 한인기독교회·동지회, 2008,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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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2.419。
N
경도 157.85.699。
W

릴리하 스트리트에 있는 현재의 한인기독교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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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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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하 스트리트 한인기독교회내의 이승만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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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 |
∷옛 주 소 59 North Kukui Street, Honolulu, Hawaii
의 박용만이 1919년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관련내용 대조선독립단은 1919년 3월 결성되어 이승만의 교민단 및 동지회와 더불어 대립·
갈등하면서 하와이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왔던 대표적인 단체이다. 하와이에는
이승만을 영수로 하는 국민회(교민단)세력과 박용만을 영수로 하는 대조선독립단 두
세력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양 세력은 서로 길항하면서도 한인사회와 독
립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대체로 1928년 10월 16일 대조선독립단의 영수 박용만이
피살되기 이전까지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박용만 피살 이후 독립단 세력
은 크게 위축되면서 반이승만 세력과 결탁하여 이른바‘교민총단 점령사건’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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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현재상태 1914년 하와이에서 발간된「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14)」지도에 의하면, 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가 있었던 위치인 노쓰

쿠쿠이가 59번지는 2층짜리 건물의 커다란 홀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보아 1919년
당시에도 독립단 단소에는 넓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독립단이 있
었던 노쓰 쿠쿠이가 59번지는 현재 번지조차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없고, 쿠쿠이
스트리트 35번지에 있는 Kukui Tower의 뒤편이 당시 59번지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관련자료
「Insurance Maps of Honolulu(The Sanborn Map Company,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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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1.397。
N
경도 157.85.963。
W

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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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윅 장례소 |
∷현 주 소 1330 Maunakea Street, Honolulu, Hawai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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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중국 상해 임정으로 갈 때 밀항을 주선해 준 미국인 보드윅
(Borthwick)이 운영하는 장의소

∷관련내용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 보드윅(Borthwick)이
다. 보드윅은 하와이에서 보드윅장례소(Borthwick Undertaking Company)라는 장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친한적인 인사였다. 보드윅은 1920년 11월
이승만이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가기 위해 하와이에 왔을 때 그를 위해
별장과 선편을 마련해 준 사람이다.

∷관련내용 당시 이승만과 함께 상해로 간 임병직의 회고록에 따르면,“하와이 교외 해변가 뽀
드윅씨 별장에서 한 달 반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우리들은 안전하게 상
해로 갈 수 있는 선편이 결정되었다는 희보를 받게 되었다. … 뽀드윅씨가 마련한
선박은 캘리포니아에서 목재를 만재하고 상해로 직행하는 화란국 소속의 웨스트 하
이카(S. S. West Hika)이었으며 연료공급과 식량준비를 위해 호놀룰루에 며칠 후 기
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웨스트 하이카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뽀드윅
씨는 솜씨있는 방법으로 선장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밀항
을 묵인한다는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여 이승만을 위해 어려운 밀항을 주선
해 주었다. 이같은 인연으로 하와이의 동지회 호상부에서는 보드윅장례소를 통해
한인 동포들의 장례를 치루었다.

∷현재상태 보드윅장례소(Borthwick Mortuary)는 현재 마우나케아가(Maunakea Street) 1330번
지에 있으며, 장례소 옆에는 예배당(Makai Chapel)이 함께 있다.

∷의

견 보드윅장례소가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와 협의하에 회
사 입구에 이승만과 보드윅의 사진을 넣은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林炳稷,『林炳稷 回顧錄』
, 女苑社, 1964,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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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31.462。
N
경도 157.85.965。
W

보드윅 장례소 입구

보드윅 장례소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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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후 공동묘지 |
∷현 주 소 2162 Nuuanu Avenue, Honolulu, Hawaii
의 민찬호, 김노디 등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묻힌 곳

∷관련내용 하와이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인 민찬호·김노듸·이항우·김이제 등이 이곳
에 묻혀있다. 민찬호(1879. 10. 21~1954. 2. 5)는 1919년 10월 10일부터 한인기독
교회 목사로 줄곧 이승만의 감독·지도를 받아왔다. 그는 이승만과 같은 황해도 평
산 출생으로 서울의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1905년 하와이로 와서 한인감리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1911년 로스앤젤레스의 남가주대학에서 신학학사와 석사학위를 받
은 후 그곳의 한인목사로 활동하다가 이승만의 요청으로 한인기독교회의 목사와
한인기독학원의 학감을 맡았다. 민찬호는 이승만과 깊은 친분을 맺어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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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제의 자료에도 그를‘이승만 복심(腹心)의 자(者)’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러나
1929년 한인기독교회의 목사를 사임한 후 민찬호는 1938년 12월 중한민중동맹단
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1943년에는 단장으로 피선되었고, 조선민족혁명당 하
와이총지부가 결성되었을 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관련내용 김노듸(1898. 10. 29~1972. 5. 28)는 1905년 부모와 함께 하와이로 이민을 와서
1918년에 오하이오주의 Oberlin College를 졸업하였다. 이승만의 제자이며 평생
그의 독립운동을 위해 뒤에서 뒷바라지 하였으며, 한인기독학원, 한인기독교회,
동지회, 대한부인구제회 등 여러 단체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1935년 손승운과
결혼한 후‘손노듸’
로 알려졌고 잠시‘김해김’
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해방 이
후인 1952년 대한민국 구매청장을 지냈고 한인적십자사의 부회장도 지냈다.

∷관련내용 이항우(1885. 5. 11~1911. 12. 27)는 영국 런던에서 유학하다가 미국으로 와《신한
민보》
의 기자로 있다가 하와이의《신한국보》
가 발행되면서 주필이 되었으나 1911
년 12월 27일 자살하였다. 김이제(1876. 10. 21~1968. 1. 29)는 하와이 처음으로 이
민온 모쿨레이아(Mokuleea) 사탕수수농장에서 1903년 7월 4일 그의 주재하에 예
배를 시작하였다.

∷현재상태 오아후 공동묘지는(Oahu Cemetery) 호놀룰루 시내에 있으며 주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 아시아계 사람들의 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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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과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어 있는 대표적
인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입구에 이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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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21.32.46。
N
경도 157.85.089。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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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한인기독교회 목사로서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던 민찬호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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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 한 김노듸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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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과 미국 동부지역
일제강점기 미주한인사회는 인구가 가장 많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차츰 북미 본토
와 멕시코·쿠바로 확대되었다. 한인들이 밀집한 곳에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 결성
을 비롯해서 각종 독립운동의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미주한인사회는 그 역할이 증대됨
에 따라 한국독립을 위한 주요 거점의 하나가 되었다.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그 양과 질면에서 해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

II

미국 동부

준이다. 미주지역의 한인들은 비록 몸은 태평양 건너 먼 타국에 와 있었지만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그 마음과 열성만큼은 어느 곳보다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제의
감시나 탄압에 대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 신변의 안전에 대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유롭고 평
화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자유와 평화는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
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국내 한인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만주의 독립군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국내외에서 나라 없이 살아가면서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을 거의 숙명처럼 받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
금 중 1/3 이상을 기꺼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고단한 생
계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인들의
수가 가장 많은 하와이가 단연 으뜸이고 그 다음 미국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지역이 그 뒤를 이
어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로 볼 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는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중심
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반드시 한인들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았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 시키기 위한 선전·외교활동이 독립운동의 주요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활
동의 영역이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을 비롯해 필라델피아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 동부지역은 한인들의 수는 미국의 서부나 하와이와 비교할 때 거의 미미
한 수준이었으나 국제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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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동부지역은 미주지역 독립운동 가운데 선전 및 외교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는 선전·외교활동에 관련된 사적지가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
미국 동부지역의 독립운동사적지는 2002년 조사 때 상당부분 밝혀진 바 있다. 2009년 조사
때는 이러한 기조사를 바탕으로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을 중심으로 심화조사와 신규조사를
병행하며 추진하였다. 심화조사한 부분은 기조사 했을 당시와 얼마나 변화되었지를 살펴보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신규조사는 기조사 때 지번 확인이 안돼 빠트린
곳이나 새로운 사적지를 발굴한 것들이다.
이렇게 조사된 미국 동부지역 사적지는 총 36개가 된다. 먼저 워싱턴의 경우는 주미조선공사
관을 비롯해 15개이고 필라델피아는 리틀극장을 비롯해 11개, 뉴욕은 새거모아 힐을 비롯해 10
개가 각각 사적지로 조사되었다. 이들 사적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선전·외교활동의 주
요 활동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 필라델피아의 성삼위교회, 뉴욕의 새
거모아 힐 등은 대표적인 선전·외교활동의 사적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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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조선공사관 |
∷현 주 소 1500 13th St. N.W.(Logan Circle 15번지), Washington DC
∷정

의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한 곳

∷관련내용 워싱턴DC에 조선의 공사관이 설립된 때는 1888년이었다. 정식 명칭은
‘대조선주차
미국화성돈공사관(大朝鮮駐箚美國華盛頓公使館)’
이다. 최초의 주미공사인 박정양(朴定
陽)이 1888년 1월 17일 미국대통령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에게 신임장을 제
● 워싱턴 DC

정(提呈)한 후 워싱턴 시내의 한 건물(1513 15th O Street NW)을 빌어 외교업무를 개
시했다. 현재 그 건물은 없어지고 주차장이 되었다.
청국(淸國)의 압력으로 박정양 공사가 귀국한 후 그의 후임 이하영(李夏榮)은 1891년

미국 동부

12월 1일 브라운(Sevellon A. Brown Jr.)으로부터 25,000달러를 주고 Iwoa Circle(현
재는 Logan Circle)에 있는 현 건물을 구입하여 공관으로 삼았다. 지하 1층과 지상 3

층으로 된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은 천장이 높고 7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공

II

식 업무용이고, 공관 직원과 그 가족들은 2·3층에 기거했다. 1905년 말 소위 을사
늑약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대한제국공사관은 폐쇄되었다. 공관 건물은
1910년 6월 29일 단돈 5달러에 주미일본대사(우찌다 야스야, 內田康哉)에게 매도되었
고, 다시 주미일본대사 우찌다는 1910년 9월 1일 풀턴(Horace K. Fulton)이라는 미
국인에게 10달러에 팔았다. 1977년 이 건물은 젠킨스(T. L. Jenkins)라는 사람에게
팔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상태 원래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의

견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의 매입을 위해 그동안 미주한인100주년기념사업회 워싱턴지
부(현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지부)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 8만달러를 저축하
였다. 한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매입을 시도해 왔다. 그런데 건물 소유
주인 젠킨스가 시세가인 200만달러보다 훨씬 높은 400만달러를 요구해 건물 구입
건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제국공사관은 우리 근대역사를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적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입이 돼서 보존과 함께 생생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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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조선공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 전경

관련자료
방선주,「구한국 주미공사관의 역사」
, ≪워싱턴신문≫, 1982년 7월 17일.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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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8.90103。
N
경도 77.03625。
W

II

미국 동부

● 워싱턴 DC

∷가는길

현 건물의 입구

구한말시절 주미조선공사관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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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조선공사관 원래 모습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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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위원부(Ⅰ) |
∷현 주 소 1333 H St. Peoples Life Insurance Building #905-7, NW, Washington DC
∷옛 주 소 1343 H St. Continental Trust Building #905-7, NW, Washington DC
∷정

의 이승만이 구미외교를 전담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립하고 1919∼1926까지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곳

∷관련내용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한 선전외교를 전담하기 위해 1919
● 워싱턴 DC

년 8월 설립되었다. 초대 위원장 김규식을 비롯해 현순, 서재필 등이 위원장을 역임
하였다. 1922년 워싱턴군축회의 폐회 이후부터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준정
부적인 외교기관으로 활동하던 구미위원부는 1925년 3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미국 동부

터 구미위원부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한 외부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다
1939년 이승만의 외교활동의 재개로 다시 부활하였다. 1941년 4월 해외한족대회에

II

서
‘주미외교위원부’
가 신설되자 구미위원부의 역할은 주미외교위원부로 계승되었
다. 이때의 외교책임자는 이승만이었다.

∷현재상태 이 건물은 1924년경부터 Peoples Life Insurance Building으로 바뀌었고, 1층에
‘COSI’라는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관련자료
방선주,「193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8, 국사편찬위원회, 1990.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4.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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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29116。
N
경도 157.80231。
W

구미위원부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의 현재 모습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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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위원부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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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위원부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 입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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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위원부(Ⅱ) |
∷현 주 소 1310 Park Road NW, Wshington DC
∷정

의 이승만이 1927∼1931년까지 구미위원부의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한 곳

∷관련내용 1927∼1931년까지 구미위원부의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한 곳이다. 이 곳 구미위원
부 건물은 3층의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고 김현구, 윤치영 등이 활동했다.

II

미국 동부

● 워싱턴 DC

∷현재상태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방선주,「193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8,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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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1214。
N
경도 77.05124。
W

구미위원부 사무실이 있던 3층의 개인아파트 입구와 건물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147 |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5 AM 페이지148

| 워싱턴한국친우회 |
∷현 주 소 733 Woodward Bldg., 15th St. NW, Washington DC
∷정

의 일제의 학정에 고난 받고 있는 한국민족을 돕기 위해 설립한 워싱턴 거주 친한 미국
인의 단체

∷관련내용 한국친우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과 톰킨스 목사의 주도로 1919년 5월 16일 설
립된 이후 미국 전역에 21개가 조직되었고 영국와 프랑스에서도 각각 1개씩 조직된
● 워싱턴 DC

국제적인 친한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일제의 학정을 받고 있는 식민지 한국 민족을
후원하고 한국의 독립문제를 미국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워싱턴에
한국친우회가 조직된 것은 1919년 6월 6일 매소닉 템플에서 개최한 대중집회에서

미국 동부

한국의 독립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동
년 10월 1일 워싱턴에 한국친우회가 설립되었다. 구성은 회장 보일(G. L. Boyle), 부
회장 스턴(G. W. Stern), 회계 콜린스(M. D. Collins), 서기 오텐버그(L. Ottenberg)였고

II

서재필을 비롯한 3명의 실행위원과 3명의 위원을 두었다. 워싱턴한국친우회는 워싱
턴DC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지도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친한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워싱턴한국친우회 관련자료를 보면 사무실의 위치에 주소는 없고 우드워드빌딩 이
름만 나와 있다. 현지 확인 결과 다행히 이 빌딩이 남아 있어 해당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상태 ‘우드워드(Woodward)빌딩’
이라는 이름의 주상복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방선주,「193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8, 국사편찬위원회, 1990.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미주한인재단(워싱턴),『워싱턴지역한인사(1883∼200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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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29116。
N
경도 157.86231。
W

워싱턴한국친우회 사무실이 있던 우드워드빌딩의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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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국친우회 사무실이 있던 우드워드 빌딩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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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국친우회 사무실이 있던 우드워드 빌딩 출입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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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공사관 |
∷현 주 소 1325 Massachusetts Av. NW, Washington DC
∷정

의 현순이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 설립한 공사관

∷관련내용 김규식의 후임으로 1920년 8월 이승만에 의해 구미위원부의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
현순은 1921년 3월 한국의 공식 외교대표부로
‘공사관’
개설을 추진했다. 그는“우리
대한 민족이 세계 열방에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설립한 지 3년이 되었으나
● 워싱턴 DC

아직 한 나라에서도 독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마침 미국 신(新) 대통령 하딩씨의
취임 후 미일의 관계가 점점 험악하여 그 형세는 전쟁을 재촉하는 지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는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독립승인을 요구치 않을 수 없음으로”
공사

미국 동부

관을 설립한다고 하였다.
현순은 1921년 4월 14일 정식으로 공사관을 설립하고 이를“대한민국임시정부주미
공관”
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공사관 설립 후 미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

II

하였으나 아무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관 설립을 둘러싸고 현순
은 서재필·정한경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상해에 가 있던 이승만은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그를 구미위원부 위원장직에서 해임하여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현재상태 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미항공관세사협회)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미주한인재단(워싱턴),『워싱턴지역한인사(1883∼200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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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21.29116。
N
경도 157.80231。
W

현순이 주미공사관 사무실로 사용한 건물의 전경

현재 미항공관세사협회 회관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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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회의 개최지 |
∷현 주 소 1775 D St. NW, Washington DC
∷정

의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대표단이 워싱턴회의에 대한 외
교활동을 전개한 곳

∷관련내용 워싱턴회의(1921.11.12∼1922.2.6)는 미국 신임 대통령 하딩의 주도로 미국·영국·
프랑스·일본·중국·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칼 등 9개국 대표단이
● 워싱턴 DC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관계국들 간의 협정
을 체결한 회의이다. 워싱턴회의 결과
‘워싱턴체제’
라는 평화적인 새로운 국제질서
가 형성되었다. 이 체제는 1930년대 초 일본의 만주국 침략과 국제연맹의 탈퇴로

미국 동부

파국을 맞이했다.
동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워싱턴회의를 대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대표
단을 구성하였다. 단장 이승만, 부단장 서재필, 서기 정한경, 법률고문 돌프(Fred A.

II

Dolph)로 구성한 한국대표단은 본 회의에는 참가할 수 없었으나 미국 대통령 하딩

을 비롯해 미국의 언론에 한국의 식민지문제를 집중 거론하여 한국의 독립을 세계
여론화하는데 노력했다. 국내에서는「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
書)」
라는 독립청원서를 만들어 한국대표단의 활동을 후원하였다. 이 태평양회의서

에는 황족대표 1명(이강), 귀족대표 2명(김윤식·민영규), 종교·사회단체 대표 100
명, 지역대표 271명 등 총 374명의 서명을 담아 국내 한인들의 독립열망을 전 세계
에 알렸다.

∷현재상태 백악관 바로 인근에 있는 Daughter of the American Revolution(DAR) 건물이다.
지금은 도서실과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정면에는
‘Memorial
Continental Hall’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관련자료
《Korea Review》
.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미주한인재단(워싱턴),『워싱턴지역한인사(1883∼200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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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2813。
N
경도 77.04208。
W

워싱턴군축회의가 열렸던 Daughter of the American Revolution(DAR) 건물 전경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155 |

II

미국 동부

● 워싱턴 DC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6 AM 페이지156

DAR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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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의 안내판

건물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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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외교위원부(Ⅰ) |
∷현 주 소 1766 Hobart St. NW, Washington DC
∷정

의 1941년 4월 미주한인들이 대미외교를 위해 해외한족대회를 통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대미외교기관

∷관련내용 주미외교위원부는 1941년 4월 호놀룰루에서 9개의 미주한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해외한족대회에서 대미외교를 전담할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주
● 워싱턴 DC

미외교위원부는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정의 공식적인 대미외교
기관이 되었다. 주미외교위원부는 위원장 이승만을 중심으로 정한경, 이원순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미외교위원부는 미국 정부와 정치계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미국 동부

활발한 임정승인활동을 전개하였고 미국 정부의 임정 후원을 위해 노력했다.
1939년 3월 이승만은 동지회의 후원으로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구미위원부의 활
동을 재개했다. 1939년 11월경 이승만 부부가 본격적인 대미외교를 위해 워싱턴에

II

자리 잡으면서 이곳 호바트가의 2층 가정집을 구미위원부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삼았
다. 이승만은 1940년부터 거의 1년동안 이곳에서 Japan Inside Out라는 책을 집필
해 1941년 여름경 출간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제의 침략행위가 모든 평화애호
국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을 예견하였고 미국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저지하
지 않으면 일본에게 큰 피해를 당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러한 그의 책은 일본의 진
주만폭격으로 그 가치가 높이 입증되었다.
이승만 부부가 기거하면서 외교활동을 하던 호바트가의 2층 주택은 1941년 4월 해
외한족대회 이후 주미외교위원부가 신설되자 주미외교위원부의 사무실로 전환되어
1944년 4월까지 사용되었다.

∷현재상태 2층의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이원순,『인간 이승만』
, 신태양사, 1988.
홍선표,「하와이 해외한족대회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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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3100。
N
경도 77.03030。
W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부부가 주미위원부의 외교사무와 거주지로 사용했던 2층 건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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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외교위원부(Ⅱ) |
∷현 주 소 4700 16th St, NW, Washington DC
∷정

의 1944년 4월부터 이승만이 대미외교를 위해 사용한 주미외교위원부 건물

∷관련내용 1944년 4월부터 1956년까지 주미외교위원부와 해방 이후 대미외교를 담당하기 위
해 사용한 건물이다. 이승만은 대미외교를 강화하면서 호바트(Hobart)가(街)에 있는
2층의 가정집이 불편하자 1944년 4월 25일 이승만 부부(Syngman Rhee & Francesca
● 워싱턴 DC

Rhee)의 이름으로 Lewers S. Wilkinson and Oscar Wilkinson에게 이 건물을 매

입해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 건물은 대지와 건평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 해방된 이후에도 이 건물은 대미외교를 위한 방편으로

II

미국 동부

계속 사용되다 1956년 6월 14일 Leonora West Pieeman에게 매도되었다. 당시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 10달러에 매입해서 다시 10달러에 매
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록 자료 참조)

∷현재상태 워싱턴 제7일 안식일교회(Washington Seventh Day Baptist Church)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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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89463。
N
경도 77.00553。
W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실이 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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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협회 |
∷현 주 소 #888 17th St. NW, Washington DC
∷옛 주 소 1700 Eye(I) Street Colorado Bldg. #327, NW, Washington DC
∷정

의 친한 미국인들이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을 지원하
기 위해 결성한 한국독립 후원기관

∷관련내용 한미협회는 친한 미국인들이 1942년 1월 16일 워싱턴DC에서 창설되었고 설립 목
● 워싱턴 DC

적은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인들의 동정을 얻는
데 있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회보 및 통신문의 발행, 언론 보도자료의 배포, 대
중강연 등이었다.

미국 동부

당시 한미협회의 사무실로 사용한 콜로라도빌딩은 법률고문 스테거스의 소유로, 그
는 저렴한 임대료로 한미협회와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도왔다. 1943년 당시 한미협

II

회는 이사 및 위원으로 36명이 참여했고 이승만과 중국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
국인들로 구성하였다.
한미협회는 크게 이사회와 전국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사회는 이사장 해리스
(Federick B. Haris)를 비롯해 회장 크롬웰(James H. R. Cromwell), 서기 파머(James W.
Farmer), 재무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법률고문 스테거스(John W. Staggers)

등 8명으로 구성하였다. 전국위원회는 플로리다주 출신 상원의원 페퍼(Claude
Peffer)를 비롯한 28명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상태 Bank of America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방선주,「193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8,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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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0103。
N
경도 77.03625。
W

한미협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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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자유대회 개최지-라파예트호텔 터 |
∷현 주 소 815 16th St. NW, Washington DC
∷옛 주 소 16th and I St. NW, Washington DC
∷정

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문제를 미국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이승만
이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한 곳

∷관련내용 한인자유대회는 이승만이 주관하고 있는 주미외교위원부가 한미협회, 재미한족연
● 워싱턴 DC

합위원회와 함께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라파예트호텔 미러룸(Mirror
Room)에서 개최되었다. 미주 각 지역에서 약 100여명의 한인들과 워싱턴 내 저명
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3·1운동 2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대회는 대한민국임시

∷현재상태 라파예트호텔은 1971년에 헐렸고 대신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미국노동조합총연맹)본부 건물이 들어서 있다.

II

미국 동부

정부의 승인과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관련자료
「Korean Liberty Conference」
, 1942.
「라파예트 호텔 지적도」
.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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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0108。
N
경도 77.03628。
W

라파예트호텔 자리에 건립된 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미국노동조
합총연맹)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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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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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CIO 건물 원경

AFL-CIO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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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CIO 건물 간판

라파예트호텔의 원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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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벚나무 |
∷현 주 소 440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Ameriacan University
∷정

의 이승만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을 널리 알려 한국의 독립을 미국사회에 호
소하기 위해 식수한 나무

∷관련내용 이승만은 1943년 4월 8일 오전 10시 아메리칸대학교 교정에서 주미외교위원부, 한
미협회, 한국기독교친우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24주년 경축행사를
● 워싱턴 DC

개최하면서 한국벚나무 식수를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한인들과 아
메리칸대학교 총장 더글라스(P. F. Douglass)를 비롯한 저명한 미국인들이 대거 참석
했다.

미국 동부

행사가 끝난 후 이승만은 아메리칸대학교 교정에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에서 기부한
4그루의 벚나무를 갖고 자신을 비롯해 전 필리핀총독 부인, 전 호주주재 미국공사 부
인, 타일랜드공사 등 4명과 함께 기념 식수를 하였다. 그리고 이 벚나무의 이름을
‘한

II

국벚나무’
로 명명했다. 이것은 워싱턴의 포토맥공원에 심겨 있는‘일본 벚나무’
의원
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울릉도)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 일
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일본 벚나무’
를‘동양 벚나무’
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현재상태 당시 식수한 4그루의 한국벚나무는 현재 아메리칸대학교 Woods Gate 입구에 있는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국제대학원) 건물 바로 옆에 3그루만 남아 있다.
그리고‘Korean Cherry Trees’
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더글라
스 총장에 의해 식수되었다고 하는 기념 동판이 부착되어 있다.

∷의

견 현재 아메리칸대학교는 숙명여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 5월 완공을 목
표로 국제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을 신축하면서 한국정원
(Korean Garden)을 조성 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아메리칸대학교는 이승만, 정한
경 등 한국인들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향후 이곳에 이승만 흉상(또는 동상)
을 건립하게 된다면 관련 부지를 기꺼이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관련자료
《주미외교위워부통신》제30·31호, 1943년 3월 31일·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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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89479。
N
경도 77.08784。
W

한국벚나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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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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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SIS) 건물 옆에 심어져 있는 한국벚나무

한국벚나무 앞에 건립된 기념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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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한국벚나무의 식수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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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 터 |
∷현 주 소 1717 K St. NW, Washington DC
∷옛 주 소 1719 K St. NW, Washington DC
∷정

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무소

∷관련내용 1941년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해외한족대회에서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독자적인 선전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944년 6월
● 워싱턴 DC

10일 워싱턴사무소를 설립했다. 미주한인사회에는 기존에 임정의 외교기관으로 활
동하던 주미외교위원부가 있었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외교사무의 확대를 둘러
싸고 이승만과 분쟁이 일어나 화합이 어렵게 되자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면서

미국 동부

워싱턴사무소를 새로 설립하였다.
워싱턴사무소는 위원장 김원용, 선전부장 전경무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은 미국

II

정계의 주요 인사를 상대로 해외 한인들의 전쟁참가 시도를 비롯해 각종 국제회의
의 참가와 언론 활동, 그리고 집회 개최 등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호
소하여 해방 이후 근대적인 독립국가수립을 이루려 했다.

∷현재상태 워싱턴사무소가 있던 건물은 헐려서 없고 그 터에 새로운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의

견 향후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새 건물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워싱턴사무소(1719 K St. NW) 지적도」
.
홍선표,「재미한족연합위원회연구(1941∼1945)」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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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0103。
N
경도 77.03625。
W

새건물 건축공사가 진행 준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 사무소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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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수의 외교사무소 |
∷현 주 소 107 D St. NW, Washington DC
∷옛 주 소 101 D St. NW, Washington DC
∷정

의 중한민중동맹단 대표 한길수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설립한 외교사무소

∷관련내용 한길수(韓吉洙,1900.5.31∼1976.7.25)는 1935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결성한 중한민
중동맹단의 대표로 1938년부터 워싱턴DC에 건너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 워싱턴 DC

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배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그는 중한민중동맹단 외에도
1942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한 조선민족혁명당미주총지부의 후원을 받아 활
동했다. 한길수는 세나트(Senate)호텔이 있던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외교활동을

미국 동부

전개했다.
한길수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예언한 것이 적중되면서 미국 정가의 유명인사로

II

부상하였다. 강력한 배일운동을 전개해 미국정부로 하여금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내
일본인들을 적국인으로 분류해 집단수용시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주미외교위원
부 위원장 이승만과의 마찰로 미주한인사회의 외교역량을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헐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한길수 외교사무소 자리(101 D St. NW) 지적도」
.
홍선표,「재미한족연합위원회연구(1941∼1945)」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정휴,「하와이 중한민중동맹단(1938∼1945)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3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174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6 AM 페이지175

∷가는길

위도 38.89466。
N
경도 77.00545。
W

한길수의 외교사무소가 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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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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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길수 외교사무소 자리

| 176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6 AM 페이지177

1939년 외교활동 당시 뉴욕시장대리 모리스 (Newbold Morris), 김헌식과 함께 한 한길수 (왼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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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정사 |
∷현 주 소 1029 Vermont Ave. NW, Washington DC
∷정

의 김용중(金龍中)이 한국의 독립문제와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선전기관

∷관련내용 한국사정사는 1943년 11월 김용중이 한국의 문화와 사정을 전파하여 한국인과 연
합국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연합국의 전쟁승리를 도와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설

도모하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사장은 김용중, 총무 겸 재무는 송철이었고 김호와 김
원용도 참가하였다. 기존의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적인 단체로 출발하였고, 1943년 11월 22일부터 1961년 3월까지 영문 잡지
《The
Voice of Korea》를 발간하여 미국사회에 한국문제를 널리 선전하였다.

∷현재상태 건물의 1층에는‘Enterprise’
이름의 렌트회사가, 지하층에는‘Stan’
s Restaurant’
가

II

미국 동부

● 워싱턴 DC

립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정사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들어서 있다.

관련자료
《The Voice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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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0103。
N
경도 77.03625。
W

한국사정사 사무실이 있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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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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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정사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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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정사 사무실이 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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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동상 |
∷현 주 소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정

의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독립운동가로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킨 서재필의 업
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동상

∷관련내용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총영사관 앞 정원에 설립되어 있다. 서재필동상은 2008
년 5월 6일 워싱턴지역 한인교포들이 한국정부와 서재필기념재단(필라델피아), 송
● 워싱턴 DC

재서재필기념사업회(전남 보성) 등과 협력하여 건립되었다. 서재필은 한국의 개화
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한국근대사의 선각자이다. 또한 최초의 미
국시민권자로서 한미관계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서재필의 업적을 높이

II

미국 동부

기리기 위해 이곳에 동상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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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1246。
N
경도 77.05125。
W

서재필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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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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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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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국총영사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서재필동상

워싱턴 한국총영사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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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극장(Little Theater) |
∷현 주 소 1714 Delancey St. Philadelphia, PA.
∷정

의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등 미주의 한인들이 모여
‘제1차 한인회의’
를 개최한 곳

∷관련내용 국내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서재필은 이승만·정한경과 함께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제1차 한인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
를 개최했다. 미주지역의 3·1운동이라 불리는 이 대회는 한인과 미국인

● 필라델피아

을 포함해 3일 동안 연 150여명이 참가했고, 참가자들은 한국 독립의 열망과 새로
운 근대국가건설의 방향을 전 세계에 선전하였다.
현재 리틀극장의 원형은 잘 보존되고 있고‘Play & Players Theater’
로 바뀐 뒤

미국 동부

1974년에 설립된 필라델피아극단(Philadelphia Theater Company)이 초연(初演)한 명
소가 되었다. 2001년 서재필기념재단은 건물 벽면에
‘제1차 한인회의’
개최지임을
알리는 기념동판을 부착했다. 2009년 4월 서재필기념재단은‘제1차 한인회의’
개최

II

9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필라델피아시의 독립기념관까지
시가행진을 하였다.

∷현재상태 Play & Players Theater이라는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홍선표,「서재필의 독립운동(1919∼1922)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이정식,『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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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91861。
N
경도 75.39185。
W

리틀극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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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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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lay & Players라는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틀극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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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이 건물 벽면에 부착한 사적지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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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통신부 |
∷현 주 소 1524 Chestnut St. Philadelphia, PA.
∷정

의 서재필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널리 선전하기 설립한 홍보기관

∷관련내용 서재필은
‘제1차 한인회의’
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한국의 독립문제를 지속적으로 선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1919년 4월 말경 대한민국통신부를 설립했다. 서재필의 통신
부 설립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는 그의 선전활동을 돕기 위
● 필라델피아

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19년 8월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하면서부터
한국통신부는 구미위원부의 산하로 편입되었다.
한국통신부의 주요 활동은 정기적인 월간 영문출판물인 Korea Review의 발간을 비

미국 동부

롯해 한국 관련 여러 영문책자를 출판해 미국의 각 요로에 배포했다. 아울러 서재필
을 중심으로 각종 집회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통치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한국통신부의 활동은 서재필이 해 오던 인쇄출판사업이 어려워

II

지면서 Korea Review 1922년 7월호의 발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었지만 한국통신부는 3·1운동 이후 미주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선전기
구였다.
한국통신부가 자리한 사무실은 웨이트만(Weightman) 빌딩 825호에 위치해 있었다.
1919년 5월 16일 발족한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도 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

∷현재상태 한 때
‘GAP’
이라는 의류를 파는 상점이었으나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다.

관련자료
《Korea Review》
.
홍선표,「서재필의 독립운동(1919∼1922)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이정식,『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고정휴,『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 190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7 AM 페이지191

∷가는길

위도 39.91861。
N
경도 75.39185。
W

대한민국통신부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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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통신부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월간 영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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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제이손상회|
∷현 주 소 1537 Chestnut St. Philadelphia, PA.
∷정

의 서재필이‘Philip Jaisohn & Company’
라는 이름으로 인쇄 및 출판사업을 한 곳

∷관련내용 한국에 자주와 민권을 위해 활발한 계몽운동을 전개한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 잠시 의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만 이내 그만두고 1904년 윌크스 베리에서 해
리 힐만 아카데미시절 1년 후배이던 해롤드 디머(Harold Deemer)와 문구 및 인쇄출
● 필라델피아

판사업인
‘Deemer and Jaisohn’
상회를 설립했다. 1905년‘Deemer and Jaisohn’
상회는 필라델피아에 분점을 열었는데 디머는 윌크스 베리 본점을 관리하고 서재필
은 이 분점을 맡아 1913년까지 디머와 동업하였다. 1914년 서재필은 단독으로 필라

미국 동부

델피아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현재의 이곳에‘Philip Jaisohn & Company’
를 설립
하고 사업이 번창하자 필라델피아 시내 두 곳(1907 Race St.와 4901 Spruce St.)에 분
점을 개설했다. 사업이 번창할 때 그는 종업원 50명을 쓰는 사업체로 성장시켰는데

II

독립운동에 뛰어든 후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데다 미국 경기 또한 계속 침체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마침내 1924년 이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병행한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의 사무실은 자신의 사업체 바로 맞은 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현재상태 Rite Aid Pharmacy라는 약국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홍선표,「서재필의 독립운동(1919∼1922)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이정식,『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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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91861。
N
경도 75.39185。
W

서재필상회가 있던 곳

서재필이 내건 서재필상회 운영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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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립기념관 |
∷현 주 소 Chestnut St.& 5th & 6th St. Philadelphia, PA.
∷정

의 이승만·서재필 등 한인들이「3·1독립선언서」
를 낭독하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
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독립정신을 되새긴 곳

∷관련내용 리틀극장에서
‘제1차 한인회의’
를 마친 이승만·서재필·정한경·민찬호·천세
헌·윤병구·유일한 등 한인 70∼80여명은 1919년 4월 16일 비가 내리는 것에도
● 필라델피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시 당국에서 제공한 군악대의 선도에 따라 독립기념관까지 시
가행진을 거행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한 한인들은 미국의「독립선언서」
가 이곳에
서 선포된 것을 본받아「3·1독립선언서」
를 낭독하였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안에

미국 동부

진열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앉은 의자에 이승만, 서재필이 앉아 기념
촬영을 하며 그 속에 담긴 미국의 독립정신을 한국의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키려 하

II

였다.

관련자료
홍선표,「서재필의 독립운동(1919∼1922)연구」
, 한국독립운동사연구》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이정식,『구한말의 개혁·독립투사 서재필』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194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7 AM 페이지195

∷가는길

위도 39.94917。
N
경도 75.14997。
W

미국 독립기념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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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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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기념관 내부 (맨 앞의 의자에 조지 워싱턴이 앉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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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보는 이승만(위)과 서재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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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교회(The Church of The Holy Trinity) |
∷현 주 소 1904 Walnut St. Rittenhouse Square, Philadelphia, PA.
∷정

의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장 톰킨스 목사가 시무하며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곳

∷관련내용 한국의 독립과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서재필은 1919년 5월 16일
톰킨스 목사와 함께 필라델피아를 필두로 하여 미국 전역의 21곳에 한국친우회를
조직하였다. 친한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국친우회는 이후 런던과 파리
● 필라델피아

에도 설립되었고, 활동이 중단되는 1923년 말까지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
을 돕는 유력한 친한 단체로 활동하였다.
한국친우회의 결성에 앞장선 톰킨스(Floyd. W. Tomkins, 1850.2.7∼1932.3.24)목사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시내에 에 위치한 성삼위교회(The Church of The Holy Trinity)에서 목회
하면서 서재필을 도와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서 한국의 독립
을 위해 적극 헌신했다. 성삼위교회는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의 첫 번째 총회가 개

II

최되었던 곳이고 이후에도 매번 이곳에서 대중집회를 개최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여
론화하는데 사용되었다.

∷현재상태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의

견 성삼위교회를 시무하여 한국독립운동에 앞장 선 톰킨스 목사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Korea Review》
, Dec. 1919; Jan.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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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8.91861。
N
경도 75.39185。
W

성삼위교회 건물 정면 (서재필상회와 인접해 있음을 볼때 서재필이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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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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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킨스 목사가 시무했던 성삼위교회 전경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 회장으로서 한국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톰킨스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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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위교회의 입구

성삼위교회 예배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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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병원(Jeans Hospital)|
∷현 주 소 7600 Central Ave. Philadelphia, PA.
∷정

의 서재필이 의사로 재기한 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근무한 병원

∷관련내용 암치료 전문인 진스병원에서 서재필은 1929년 8월경까지 약 1년 반동안 근무하였
고, 재직 중인 1927년 11월 27일자로 한인 최초로 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

II

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현재상태 병원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옆에 새로 신축한 병원건물이 들어서 있다.

관련자료
서재필기념재단,『위대한 선각자 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 뉴욕; 가나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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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07111。
N
경도 75.08855。
W

필라델피아 진스병원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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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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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으로 바뀐 진스병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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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병원에서 발행한 1929년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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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의 병원Ⅰ(1935∼1939) |
∷현 주 소 435 E. Baltimore Pike, Media Inn, Media, PA.
∷옛 주 소 10 South Ave. Media, PA.
∷정

의 서재필이 의사로 재기한 후 1935∼1939년까지 개업한 곳

∷관련내용 서재필은 독립운동 투신 이후 출판 및 인쇄사업이 어려워지자 유일한과 함께 무역업
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유일한의 귀국으로 사업이 여의치 않자 1926년 서재
● 필라델피아

필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특별학생으로 입학해 다시 의사로서의 길을 걸
었다. 과정 이수 후 잠시 워싱턴DC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했으나 다시 필라델피
아로 돌아와 Fox Chase에 있는 암치료 전문인 진스병원(Jeans Hospital)에서 1929년

미국 동부

8월경까지 근무했다. 근무 도중 1927년 11월 27일자로 병리학 전문의 자격증을 획
득했다. 이후 그는 레딩시에 있는 성 요셉병원(St. Joseph`s Hospital)으로 옮겨 연구과

II

장으로 1931년까지 병리학 연구를 했고 1932년부터 1934년경까지 웨스트 버지니아
에 있는 찰스톤병원(Chaleston General Hospital)에서 병리학과장으로 근무했다.
계속된 연구로 인한 과로로 서재필은 폐결핵에 걸려 한동안 웨스트 버지니아주 비
클리(Beekly)에 있는 정양소에 입원하였다. 입원 중이던 1933년 그는 자신의 생각을
소설로 쓴『파인 크레스트에서의 몽상』
을 집필했고 이 글은 장면 정부 때 주미한국
대사를 지낸 임창영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고 다시 ≪뉴스피플≫(200.8.24)에 게재
되었다. 찰스톤병원 근무 후 그는 1935년 체스터병원(Chester Hospital)으로 잠시 옮
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 근처인 이곳에서 개업했다.

∷현재상태 Media Inn이 자리하고 있다.

관련자료
Channing Liem,『Philip Jaisohn』
,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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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서재필이 1935~1939년간 개원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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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의 병원Ⅱ(1939.8.1∼1947.6) |
∷현 주 소 22-22 Veterans Sq. Plymouth Hall, Media, PA.
∷옛 주 소 22 South Ave. Media, PA.
∷정

의 서재필이 1939년 8월 1일부터 1947년 6월까지 개업했던 곳

∷관련내용 이곳 건물은 1851년 Charter House Asoociation이
‘금주호텔’
로 지은 플리머스 홀

사적지로 지정해“The Charter House”
라는 동판이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서재
필은 이 건물 한 칸의 사무실을 50달러의 월세로 빌려 개업했다.

∷현재상태 사무실 및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다.

II

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Plymouth Hall)인데 미디아 시의회가 처음으로 개원되었던 곳이다. 미디아시에서

관련자료
Channing Liem,『Philip Jaisohn』
,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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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서재필이 1935~1939년간 개원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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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기념관 |
∷현 주 소 100 East Lincoln St. Media, PA.
∷정

의 서재필과 그 가족이 살았던 곳을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만든 곳

∷관련내용 서재필기념재단은 서재필의 역사와 정신을 미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25년부터
1984년까지 서재필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주택을 개조하여 1990년 11월 24일 서재
필기념관으로 개관했다. 1994년 서재필기념관은 펜실베니아주의 사적지로 지정되
● 필라델피아

었으며, 구내에는‘한국정원’
(The Korean Garden)이 조성되어 있다. 서재필기념관
의 주변 녹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버지 서재필의 활동을 도운 둘째 딸인 뮤리
엘 제이손(Muriel Jaisohn, 1898~1984)이 말년에 자기 소유 중 일부의 땅을 미디아시

미국 동부

에 기증하면서 조성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디아시는 1988년 서재필기념관
과 그 주변을 서재필기념공원 겸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오늘날 서재필기념관은 수많은 한국인 학생들과 교민들, 그리고 뜻 있는 많은 미국

II

인들이 찾아와 서재필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

∷현재상태 서재필기념관은 대대적인 시설보수와 전시교체를 통해 2004년 9월 18일 재개관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

견 서재필기념재단은 서재필기념관의 보완을 위해 개관 20주년이 되는 2010년과 서재
필서거 60주년인 2011년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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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91354。
N
경도 75.38708。
W

서재필기념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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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관 내부 전시실 모습

| 212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7 AM 페이지213

서재필기념관의 안내판과 사적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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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기념비 |
∷현 주 소 Rose Tree Park, Media, PA.
∷정

의 서재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념비

∷관련내용 서재필기념비는 1975년 11월 22일 필라델피아지구 한인협회의 주도하에 한국정부
와 재미한인들의 성금으로 미디아시의 로즈트리공원 동쪽에 설립되었다. 기념비의
부지는 델라웨어 카운티가 서재필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여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비의 앞면에는“겨레의 선각자 송재서재필박사기념비”
와“Dedicated to
the memory of Philip Jaisohn, M.D. 1866-1951, A Great Korean-American”
이
라고 새겨져 있다. 출생년도가 1866년(지금은 1864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서

미국 동부

재필기념비는 김흥수 화백이 제작하였고 비의 뒷면에는 노산 이은상과 이정식 교수

II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글이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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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9.9186。
N
경도 75.39185。
W

로즈트리 공원에 있는 서재필기념비 앞(위)·뒷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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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기념재단 |
∷현 주 소 6705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정

의 서재필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

∷관련내용 서재필기념재단은 서재필의 자주독립의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본받아 한인동포
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1975년 1월 15일 필라델피아 롤링힐병원에서

∷현재상태 1994년 9월 1일 지금의 건물로 이전하여 서재필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
재필기념재단은 주사업인 의료활동 외에도 교육,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
고 있고 서재필기념관을 개관해 운영 중에 있다.

II

미국 동부

● 필라델피아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초대 이사장 겸 회장은 윤두환이 맡았다.

관련자료
서재필기념재단,『위대한 선각자 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 뉴욕 ; 가나안, 2000.

| 216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8 AM 페이지217

∷가는길

서재필기념재단의 전경

서재필기념재단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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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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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보빙사 접견지-제5번가 호텔|
∷현 주 소 200 5th Avenue, Suite 1500, New York, NY
∷정

의 조선왕조 최초의 견미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이 아더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곳

∷관련내용 조선 최초의 견미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아더
(Chester A. Arthur)의 공식 접견을 받는 것은 1883년 9월 18일이었다. 이때 아더 대통

령은 뉴욕의
‘제5번가 호텔’
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곳에서 접견 행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뉴욕에서 발간되던 신문은 정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 종사관 서
● 뉴욕

모았다. 그 후 보빙사 일행은 뉴욕 내의 병원, 전신회사, 소방서, 우체국, 신문사, 브

미국 동부

광범 등이 아더 미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 사진을 게재하여 화제를

서 이루어졌다.

루클린 해군기지와 육군사관학교 등을 둘러보았다. 귀국 인사는 워싱턴의 백악관에

1858년에 뉴욕 맨하탄의 중심가에 문을 연
‘제5번가 호텔(Fifth Avenue Hotel)’
은6

II

층의 흰 대리석 건물로 뉴욕의 정치와 사교계의 중심이 될 만큼 호화로운 호텔이었
다. 그러나 1908년 불황으로 호텔이 폐업되자 새 건물이 들어서 International Toy
Center로 변경되었다.

∷현재상태 사무용 빌딩으로 개축 중에 있고, 1966년 뉴욕시 당국에 의해 사적지(Heritage of
New York)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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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74211。
N
경도 73.98946。
W

제5번가 호텔로 사용되었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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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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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번가 호텔의 건물 입구

| 220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8 AM 페이지221

제5번가 호텔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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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윤병구의 대미외교 활동지-새거모아 힐 |
∷현 주 소 12 Segamore Hill Rd. Oyster Bay, NY
∷정

의 이승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 미대통령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한 곳이다.

∷관련내용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잇따른 승리로 전세가 우세했으나 막대한 전
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러시아와 더 이상의 전쟁 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었다. 그
러던 차에 1905년 7월 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강화를 중
재하면서 그 해 8월 포츠머스에 러일강화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 뉴욕

세우고 윤병구에게 그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때마침 미국 국방장관 윌리암 태프트

미국 동부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하와이 한인사회는 러일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를 파견할 계획을

본으로 가는 길에 호놀룰루에 들리자 윤병구는 와드만 감리사가 하와이 총독대리

가 7월 7일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미국 대통령의 영애인 앨리스와 함께 일

애트킨슨의 도움으로 한인대표의 자격으로 그를 만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II

소개장을 받았다. 이러자 하와이한인들은 7월 12일자로‘하와이 거주 한인들이 루
즈벨트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원서(Petition from the Koreans of Hawaii to President
Roosevelt)’
를 작성했다. 청원서의 내용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러일강화회의

때 한국의 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7월 15일 하와이의 한인들은 에와 사탕수수 농장에 모여 임시공동회를 개최하고 윤
병구를 하와이 한인 7,000명을 대표한 공식 총대로 선출해 전권을 위임했다. 하와
이 한인들은 총대로 선출된 윤병구의 여행 경비를 위해 500달러를 모금해 전달했
다. 윤병구의 활동은 러일강화회의의 참관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목적
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미리 작성한 독립청원서를 제출해 한인들의 희망을 전
달하는 것이었다. 하와이 한인을 대표한 총대로 선출된 윤병구는 조지 워싱턴대학
교의 입학을 위해 준비 중이던 이승만에게 타전해 이번 외교활동의 동참을 알린 뒤
7월 19일 알라메다호를 타고 미국 동부로 향했다.
한편 국권수호를 위해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간 옥살이를 마치고 1904년 11월 도미했다. 외형적으로는 유학
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상 민영환과 한규설의 밀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미국의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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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의원인 딘스모어(Huge A. Dinsmore)를 통해 미국무장관 헤이(John Hay)와 면담
해 한미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한국주권보장을 요청했다.
미국에 건너와서 주권수호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던 이승만은 윤병구의 타전 소식
을 듣고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윤병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을 찾아가 청원서의 문장을 다듬고 거사진행을 상의했다. 만반의 준비를 끝
낸 두 사람은 8월 4일 뉴욕주 오이스터 베이의 새거모어 힐(Sagamore Hill)에 루즈벨
트 대통령의
‘하계백악관(The Summer White House, 1902∼1908)’
으로 불리는 그의
별장으로 찾아갔다.
이승만과 윤병구는 30분간의 짧은 접견 동안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가지고 갔던 청
원서와 자개로 된 접시 1점을 선물로 증정했다. 루즈벨트는 청원서의 내용을 읽어
본 후 워싱턴에 있는 한국 공관을 통해 국무성에 제출해 달라 하고는 이 청원서를
다시 돌려주었다. 루즈벨트는 이미 두 사람이 당도하기 전에 일본에 보낸 태프트가
일본 수상 가쓰라(佳太郞)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묵인
하는 대신 한국을 보호국화 하려는 일본의 행동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7월
31일자 전보로 동경에 보낸 바 있었다. 즉, 윤병구와 이승만이 당도하기 전에 미국
정부는 일본과 비밀조약을 체결해 일본의 한국속방화를 묵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태프트의 소개장이나 루즈벨트의 접견은 모두 형식적인 겉치레로써 두 사람을 기만
하는 행위였다. 이런 내막을 알 수 없었던 윤병구와 이승만은 1882년 5월에 조인된
한미수호조약을 근거로 미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아무 효용이 없었다.
더구나 워싱턴의 주미대리공사 김윤정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의 지령
에 따라 청원서 전달을 거부함으로써 두 사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새거모아 힐에 있는 루즈벨트의 하계별장은 현재 루즈벨트와 그의 가족들이 당시에
사용한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전시해 놓은 역사기념관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이승
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증정했던 자개로 만든 접시 1점은 이 별장 거
실의 한 벽면에 잘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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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태 루즈벨트대통령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

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의 응접실에는 이승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 대통령
을 만날 때 준 자개로 만든 쟁반모양의 선물이 걸려있다. 이 선물을 어디서 누가 만

II

미국 동부

● 뉴욕

들었는지는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자료
유영익,『이승만의 삶과 꿈』
, 중앙일보사, 1996.
이정식 저·권기붕 역,『이승만의 청년시절』
, 동아일보사, 2002.

| 224

02-실태조사-미국동부-최종 2009.12.29 11:48 AM 페이지225

∷가는길

위도 40.88647。
N
경도 73.49987。
W

루즈벨트기념관으로 사용중인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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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모아 힐의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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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모아 힐의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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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곤 호텔 |
∷현 주 소 60-61 W. Main St. Oyster Bay, NY
∷정

의 이승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 미대통령을 만나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숙박했
던곳

∷관련내용 옥타곤 호텔(Octagon Hotel)은 한국의 주권수호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롱
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에 온 이승만과 윤병구가 루즈벨트대통령이 있는 새거모
아 힐로 떠나기 전 숙박했던 호텔이다. 옥타곤 호텔은 목재로 지어진 조그만한 호텔
● 뉴욕

인데 지금은 더 이상 호텔로 사용되지 않는다. 너무 낡은 관계로 현재 시당국은 전
면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며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II

미국 동부

∷현재상태 지금은 숙박시설로 사용되지 않으며 너무 낡아 전면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관련자료
한미헤리티지재단,『한인이민 사적지-미동부편-』
, 한미헤리티지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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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89224。
N
경도 73.53313。
W

현재 전면 개보수 중인 옥타곤 호텔

옥타곤 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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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섬 |
∷현 주 소 Ellis Island, New York, NY
∷정

의 한인들의 미국 입국시 각종 검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이민국 자리

∷관련내용 엘리스 섬 (Ellis Island)은 대서양항로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
문으로 이곳에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태평양항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 심사는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천사도(Angel Island)에서 이
루어졌다.
● 뉴욕

미국은 뉴욕항의 입구에 붉은 벽돌 건물로 1892년 엘리스 섬에 이민국을 세운 후
폐쇄되는 1954년까지 1,660만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같은 기간 전체

미국 동부

이민자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그 후 한동안 방치되었던 엘리스 섬은 1990년 이
민박물관(Ellis Island Immigration Museum)으로 개관되어 이민자들의 입국 과정을
담은 기록물과 사진, 짐가방, 서류 등 각종 자료들로 전시되고 있다. 때문에 바로 인

II

근에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Liberty Island)의
‘자유의 여신상’
과 함께 엘리스 섬은 뉴
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해방 이전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태평양항로를 통하여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
코로 들어 왔는데, 때로는 유럽을 경유하여 뉴욕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경
우 일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변이 보장되었지만, 그 대신 태평양항로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현재 엘리스아일랜드재단에는 2,500만명의 이민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뉴시스》
(
2009. 10. 22)에 따르면 국적란에‘Korea’
라고 쓴 사람은 약 100여명
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이(Lee)’
와‘김(Kim)’등 한국식 이름을 쓰면서 국적란
에‘China’
, 혹은‘Japan’
이라고 쓴 사람들도 다수 있어 상당수의 한인 동포들이
뉴욕항을 통해 입국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컨대 안창호는 1911년 9월 3일,
마제스틱(Majestic)호를 타고 뉴욕항에 입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입국서류의 국적
란에 Korea, 직업은 매니저(Manager)로 적혀 있다. 또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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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고종이 파견한 3인의 특사였던 이상설, 이위종 은 1907년 8월 1일 마제스틱
호 편으로 뉴욕항에 입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
로 활동한 김규식을 비롯해 이관용, 홍언, 송헌주, 윤병구, 현순 등도 이곳을 통해
입국하였다.

∷현재상태 미국이민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Oscar Israelowitz, Ellis Island Guide, Israelowitz Publishing, New York, 2006.
Forgotten Ellis Island (PBS Home Video) CD.
Elis Island (by History Channel) CD.
Charles Guggenheim, Ialand of Hope, Island of Tears(Four Time Academy Award Winner)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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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동부

● 뉴욕

∷가는길

엘리스 섬의 전경

| 232

위도 40.69883。
N
경도 74.04012。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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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박물관으로 활용중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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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에 대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던 2층 홀의 내부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이 갖고 온 각종 가방과 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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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박물관의 전시 모습

미국 이민자의 입국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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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약속국동맹회 개최지-맥알핀호텔 |
∷현 주 소 50 West 34th St. New York, NY
∷정

의 식민지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개최한 소약속국동맹회에서 한인대표가 참석
해 외교활동을 전개한 곳

∷관련내용 1912년에 개업한 맥알핀호텔은 23층 1,200여개의 객실을 갖춘 당시로서는 세계 최
대의 호텔이었다. 1976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려 임대아파트로 개조되었으나 외
형은 잘 보존되고 있다. 뉴욕 시내 헤랄드 광장(Herald Square)에 위치하고 있다.
● 뉴욕

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가 개최되었다. 이때 하와이 대

미국 동부

1917년 10월 29일 맥알핀호텔에서 식민지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소약속국

소에서 다시 소약속국동맹회가 열리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

한인국민회에서 파견한 박용만이 한인 대표로 참석했다. 이듬해 12월 14일 같은 장

회에서 민찬호와 정한경을, 뉴욕에서 결성된
‘신한회(新韓會)’
는 김헌식을 각각 한

II

인 대표로 파견했다. 이들 한인대표의 활동소식은 연합통신사를 통하여 전세계 언
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한인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준비하고
나아가 국내 민족지도자들의 3·1운동 준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상태 Herald Tower로 불리고 있고, 건물의 1층은‘GAP’
상점과‘Bank of America’
은
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New York Times》
, April 24, July 21, 1976.
방선주,『재미한인의 독립운동』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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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74220。
N
경도 73.98938。
W

Herald Tower로 불리고 있는 옛 맥알핀호텔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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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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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맥알핀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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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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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기념행사 개최지-타운 홀 |
∷현 주 소 123 West 43th St. New York, NY
∷정

의 뉴욕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3·1절 기념행사가 열린 곳

∷관련내용 뉴욕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타운 홀’
은 1921년 1월 12일 개관했다. 이 홀은 미국
헌법 제19조의 수정을 추진했던 참정권 확대론자들이 그날의 중요한 문제들을 대중
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집회 장소로 건립되었다. 그후 산아제한이라든가 흑인인권
운동, 처형된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추모집회 등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 뉴욕

관계로 타운 홀은 뉴욕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미국 동부

이슈들이 자유롭게 토론되거나 시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런

얻어 타운 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1,3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뉴욕

1921년 3월 2일 뉴욕의 한인들은
‘미국위원회(The American Committee)’
의 후원을

의 한인들이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참석자들 대부분은 미국인이었다고 할 수

II

있다. 독립운동시기 3·1절 기념행사의 옥내집회로는 미주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전
체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1922년 3월 2일에도 타운 홀에서 3·1
절 제3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 서재필은 이 날의 행사를 주관하면서 유
명한 연설문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상태 Town Hall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자료
《Korea Review》
, March 1921, April 1922.
“The Town Hall: A Brief History,”
The Town Hall Celebrating 80 Years of Excellence
(Pamphlet), 2001.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대표집필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사』
, 깊은 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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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75635。
N
경도 73.98498。
W

3·1절 기념식이 열린 타운 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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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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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홀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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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홀의 안내동판과 사적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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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교회 |
∷현 주 소 633 West 115th St. New York, NY
∷정

의 뉴욕 한인들이 모여 예배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

∷관련내용 현재 뉴욕한인교회의 공식 창립일자는 1921년 4월 28일로 되어 있다. 뉴욕의 한인
들은 당초 Madison Avenue 감리교회를 빌어 예배를 보기 시작하다가 감리교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맨하탄 시가(459 West 21 St.)에 독자적인 교회 건물을 마련했다.
이때‘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란 독특한 영어명칭이 붙여졌는
● 뉴욕

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미국 동부

데, 그것은 단순한 신앙공동체 역할만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교회 내 구성원들이 콜럼비아대학교의 한인유학생들이 상

뉴욕한인교회는 1927년 10월 콜럼비아대학교 바로 인근이자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당 부분 차지하면서 유학생 중심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교회 이전도 학교 바로

II

인근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전 뉴욕 거주 한인들은 100명 내외였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유학생이었다. 뉴욕한인교회는 뉴욕에서 결성한 북미대한인유
학생총회를 비롯한 한인유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편이다. 1930년 황창하, 윤홍
섭 등이 이곳에서 한국경제회를 발족하고 ≪산업≫이라는 경제잡지를 발간하였고,
1931년 콜럼비아대학교에서 재미조선문화회를 발기할 때도 뉴욕한인교회의 한인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 한편 일제의 만주침략 직후에는 기성의 대한인국민회원
과 동지회원 등이 서로 통용하며 합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뉴욕한인교회
는 뉴욕내 한인민족운동의 중요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상태 뉴욕한인교회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학교의 St. Hilda 예배
실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의

견 뉴욕한인교회는 1974년부터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재까지 약 350만달러의 건
축비를 모금해 왔는데 2007년부터 건축 설계에 착수해 2009년 말 뉴욕시로부터 설
계에 대한 최종 허가를 얻을 예정이다. 뉴욕한인교회의 건축 방향은 기존의 교회
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전면 개축 및 증축하는 방향으로 공사하기로 결정
하였다. 즉, 1차로 기존의 4층까지는 개보수하고 2차로는 3층을 더 얹어 총 7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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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럴 경우 뉴욕한인교회의 외형은 그대로 보존되지만
내부 시설은 그 원형을 모두 잃게 되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존처리 방안이 필요
하다.

관련자료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대표집필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사』
, 깊은 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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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48.80819。
N
경도 73.96558。
W

II

미국 동부

● 뉴욕

∷가는길

뉴욕한인교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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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교회의 예배실

뉴욕한인교회의 2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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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하우스 |
∷현 주 소 500 Riverside Drive, New York, NY
∷정

의 뉴욕 한인유학생들의 거류지이자 집회 장소

∷관련내용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는 활발한 국제적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에드몬즈(Harry Edmonds)의 구상과 록펠러 2세(John D. Rockefeller Jr.)의 토지
와 건물 그리고 각종 비품의 기증에 힘입어 1924년 개관되었다. 이후 이 곳은 뉴욕
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과 학자들의 거주지이자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개
● 뉴욕

한다. 1999년 뉴욕주에 의하여 사적지(Historic Places)로 지정되었다.

미국 동부

관 75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전 세계에서 온 65,000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부가 뉴욕으로 왔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가까이에 위치한 콜럼비아대학교만 해도

3·1운동 이후 국내 한인들의 미국 유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일

1920년대 후반 10여명의 한인 유학생으로 오천석·장덕수·김양수·김도연·윤치

II

영·윤홍섭·장리욱·이동제 등이 있었다. 이들은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에서 활동
하였고 매년 열리는
‘유학생 동부대회’
를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현재상태 각국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여전히 교류 및 친목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The WPA Guide to New York City, Random House, 1939, Interantional House 2000 Annual
Report (Pamphlet)
《우라키(The Rocky)》제1~7호, 1925~36.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사』
, 깊은 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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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8.81434。
N
경도 73.96219。
W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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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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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하우스의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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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로 지정된 건물임을 알리는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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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비아대학교 얼 홀-재미조선문화회 설립지 |
∷현 주 소 633 West 115th St. New York, NY
∷정

의 뉴욕 한인들이 재미조선문화회를 결성하고 활동한 곳

∷관련내용 1931년 10월 15일 콜럼비아대학교에 유학하던 한인유학생들을 비롯해 뜻있는 뉴욕
의 한인들은 콜럼비아대학교 얼 홀(Earl Hall)에서 재미조선문화회를 발족했다. 설립
목적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널리 소개하기 위해 한국 및 한국과 관련한
각종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었다. 발기자로 참석한 인물은 윤홍섭, 이철원,
● 뉴욕

게 해서 모아진 도서와 자료는 오늘날 콜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보존되어

II

역에서 수집된 한국의 도서와 각종 자료들은 당시 콜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사서로

미국 동부

오천석, 허정, 윤성순, 황창하, 정태진, 김도연, 유억겸 등이다. 한국 및 미주 각 지

근무하던 이철원에 의해 이 학교 도서관내 별도의 장소에 보존·관리되었다. 이렇

있다.

∷현재상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련자료
《춘추》제1권 5호(1주년 기념호) LA, 193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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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80792。
N
경도 73.96262。
W

콜럼비아대학교 얼 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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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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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홀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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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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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경제회 |
∷현 주 소 1775 Broadway, New York, NY.
∷정

의 유일한이 해방될 한국의 경제부흥을 준비하고자 설립한 단체

∷관련내용 유일한은 1943년 12월 2일 뉴욕에서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발기자와 함께 고려경
제회(Korea Economy Society)를 설립했다. 고려경제회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독립될 신생 한국의 근대적인 산업과 경제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비정치적인 단체로
정기적으로《Korea Economy Digest 》
라는 경제잡지를 발행했다. 유일한은 경제활
● 뉴욕

동 외에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납코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II

미국 동부

∷현재상태 1층에 Bank of America라는 은행이 들어서 있고 그 외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관련자료
《신한민보》1943년 12월16일자.
《신한민보》1944년 6월 22일자.
이현희,『유일한의 독립운동연구』
, 동방도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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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40.76646。
N
경도 73.98180。
W

고려경제회가 들어섰던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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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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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경제회가 있었던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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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경제회를 설립한 유일한

고려경제회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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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자와·도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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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과 일본지역

일본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은 한말 유학생의 항일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유학생들은 단체
를 조직하여 국내의 애국계몽운동과 연계하면서 국채보상운동 등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
다. 동시에 맹휴 등의 형태로 일본인 교사나 학생의 민족차별에 강력히 대처하였다. 유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일제하 2·8학생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20년대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항일시위를 주도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지역에서의 항일민족운동은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과 같은 새로
운 사조를 바탕으로 결성된 비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24년에는 김지섭이 일제의 왕

III

일본

궁을 타격한 이중교투탄의거와 같은 의열투쟁도 있었다. 1927년에는 신간회 도쿄지회가 설치되
는 등 여러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신간회는 도쿄 이외에도 오사카 등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조
선총독의 폭압정치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국치일에 시위 투쟁을 주도하였다.
1930년대 항일운동은 일제의 탄압정책의 강화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32년의 이봉창
의거는 일본 열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후 일본 내 항일운동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지하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의 도쿄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재일 한인의 항일투쟁은 격화되었다. 도쿄를 비롯하여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지에 비밀단체
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 단체의 활동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쳐 민족의식을 고양하
면서 민중 봉기를 기도하였다. 이들 비밀단체의 주도자들은 1943-1944년간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 후 풀려났다.
일본 지역 내에 항일민족운동의 사적지를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중에 기념물이나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예는 大林寺의 안중근의 書碑와 2·8운동기념비, 對馬島의 최익현순국기
념비, 金澤市의 尹奉吉義士暗葬之跡碑, 도시샤대학의 尹東柱詩碑 등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일
본지역의 항일민족운동의 현황에 비해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현창 사업은 소홀히 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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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시행된 현창사업도 극히 일부분의 인물과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봉
길과 안중근을 존경하는 일본 시민들과 함께 기념비를 건립하였듯이 이봉창·백정기·김지섭의
위령비가 하루빨리 세워졌으면 한다. 이외에도 와세다대학과 도쿄대학의 구내와 오사카의 텐노
지공원 구내 등 항일의 현장에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세워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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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모토 역 |
∷현 주 소 石川縣 金澤市 彌勒町 森本驛
∷정

의 윤봉길의사가 오사카에서 가나자와로 압송될 때 하차한 역

∷관련내용 윤의사는 상해홍구공원 의거 후 1932년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11월 18일 일본 우편수송선에 실려 고베항을 거쳐 오사카 육군위수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윤의사는 12월 18일 오사카 헌병대 준사관 등 4명의 헌병에 의해 오사
카발 기차를 타고 오후 4시 35분경에 모리모토 역(森本驛)에 도착하였다. 원래는 가
나자와 역에 내릴 예정이었으나 기자단이 포진하는 등 혹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두 정거장 지난 모리모토 역에 하차시킨 것이다. 윤의사는 수갑을
찬 채로 곧 바로 자동차에 태워져 오후 5시 5분 가나자와위수구금소 영창에 수감되

∷현재상태 몇 번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현대식 역의 모습
을 하고 있다.

III

일본

● 가나자와

었다.

관련자료
일본육군성,『滿密大日記』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 문서번호:‘육군성, 육군밀대일기 23’
, 소화8년).
김상기,「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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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모리모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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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경의 모리모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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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길의사 순국지 |
∷현 주 소 石川縣 石川郡 內川村字 三小牛地 陸上自衛隊 演習場
∷정

의 윤봉길의사가 1932년 12월 19일 사형 순국한 곳

∷관련내용 윤봉길의사는 1932년 12월 18일 가나자와위수구금소 영창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
윤의사는 다음 날인 19일 아침 6시 30분 헌병대장 지휘아래 헌병하사관 이하 3명과
군법회의 간수 2명의 감시 하에 구금소를 출발하여 오전 7시 15분에 가나자와시 교
외인 三小牛山 육군작업장의 서북쪽에 설치한 형장에 도착하였다. 형장에는 보병
제7연대에서 차출한 보병소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윤의사는 형틀에 양손이 묶인
채 7시 27분 순국하였다. 윤의사는 정사수가 쏜 1발의 총알이 미간부에 명중되어
절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군 보고서에 의하면, 형장은 石川縣 石川郡 內川村

되는 벼랑(斷崖)이 있는 곳이었다. 지금도 이곳은 일본 자위대의 육군작업장으로 이
용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관련내용 윤의사의 유해는 관에 넣어져 野田山 육군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시 공동묘지의 한
구석에 매장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10시 30분경이었다 한다. 그러

III

일본

● 가나자와

字 三小牛地 안의 가나자와육군작업장 서북쪽의 골짜기로 동쪽에는 높이 약 7미터

나 발굴결과 윤의사의 유해는 공동묘지 옆의 행길 밑에 묻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상태 출입금지 구역으로 잡목이 우거져있다.
∷의

견 육군작업장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그러나 통제선 앞에
‘윤봉길의사 순국지’
란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윤의사가 순국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관련자료
일본육군성,『滿密大日記』
(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 문서번호：
‘육군성, 육군밀대일기, 23’
, 소화8년).
《北國新聞》1932년 12월 19일 석간,「상해 폭탄 범인, 三小牛작업장에서 오늘 아침 총살을 집행하다」
.
김상기,「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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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이 우거져있는 윤봉길의사 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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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순국지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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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밀대일기』
에 기록된 윤봉길 형장

형틀에 묶여있는 윤봉길의사

윤봉길의사의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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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길의사암장지적비 |
∷현 주 소 石川縣 金澤市 野田町 市營新墓地
∷정

의 윤봉길의 유해를 암매장 했던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그 장소를 기리기 위해 재
일한인들이 성금을 모아 윤의사가 암장되었던 곳에 1992년 12월 세운 비

∷관련내용 윤봉길의사의 유해 발굴은 해방된 다음 해인 1946년 3월에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서상한 대표를 비롯한 이강훈, 유호일, 김기성 등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이 3월 2일
가나자와에 도착하였다. 발굴단은 인근의 고령자들을 탐문하였으나 허사였다. 발
굴 5일째 되는 3월 6일 윤의사를 매장할 때 독경을 한 여승의 안내로 발굴처를 확인
하여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다.

∷관련내용 재일한인 박인조씨와 시민단체인‘윤봉길의 암장지적을 생각하는 모임’
에서는 모

세워 윤의사를 기리고 있다.

∷현재상태 재일교포인 박인조씨의 관리로 잘 보존되어 왔으나, 지난 10월 박인조씨가 갑자기
작고함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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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금운동을 추진하여 윤의사의 유해가 묻혀있던 이곳에‘윤봉길의사암장지적비’
를

∷의

견 개인차원에서의 관리로 인하여 인력과 재정 등의 어려움이 많다. 박인조씨의 갑작
스런 작고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다고 사료된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山口隆,『尹奉吉-暗葬の地 金澤から』
, 社會評論社, 1994.
《동아일보》1946년 4월 27일자,「재일신조선건설동맹, 윤봉길 등 3의사의 유해봉안에 대한 언명」
.
윤봉길의사암장지적보존회,『윤봉길의사암장지적』
, 1993.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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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암장지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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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추모제

윤봉길 유해 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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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유해 발굴 현장

발굴된 윤봉길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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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유해 안치소 |
∷현 주 소 金澤市 東山2丁目 16番 3號
∷정

의 1946년 3월 6일 가나자와 노다산 공동묘지 옆에서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발굴한 뒤
동경으로 이송하기 전 2일간 안치했던 곳

∷관련내용 서상한 대표를 비롯한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은 가나자와에 거주하는 재일한인들의 도
움으로 윤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현지 발굴단의 조직을 보면
발굴본부장 서성민, 총지휘 박기섭, 사진 김창율, 현장책임자 박동조, 정보 박성조,
수송 노경수, 섭외 구범식 김기억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발굴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발굴 5일째 되는 3월 6일 윤의사를 매장할 때 독경을 한 여승의 안내로 발굴처를 확
인하여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윤의사의 유해는‘순국의사윤봉길지구’
라고 쓴 새

III

일본

● 가나자와

관에 옮겨져 가나자와에 있는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사무실의 2층에 모셔졌다. 이
곳에서 윤의사의 유해는 2일간 모셔졌다가 3월 8일 가나자와 역을 출발하여 동경으
로 향했다.

∷현재상태 현재 우동전문점(東山多福)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

견 현재 우동전문점은 이전의 집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과거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식당에서는 식당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윤의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윤의사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했으면 한다.

관련자료
박인조씨 증언 (2009년 4월).
김상기,「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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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57560。
N
경도 136.66740。
E

우동전문점으로 변한 윤봉길 유해 안치소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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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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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

우동전문점으로 변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사무소 (1947년경)

조총련 사무소에서의 윤봉길 유해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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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유해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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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역-윤봉길의사 유해 송환역 |
∷현 주 소 石川縣 金澤市 木ノ新保町
∷정

의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1946년 3월 8일 도쿄를 향하여 출발한 역

∷관련내용 윤봉길의사의 유해는 1946년 3월 6일 가나자와에 있던 조선인 청년들에 의해 발굴
되었다. 이들은 5일간에 걸쳐 유해를 발굴한 후 가나자와에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
회 사무실의 2층에 윤의사의 유해를 안치하였다. 서상한 등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은
2일 뒤인 3월 8일 아침 윤의사의 유해를 모시고 이곳 가나자와 역을 출발하여 도쿄
로 향하였다.

III

일본

● 가나자와

∷현재상태 현대식으로 재건축되어 있다.

관련자료
박인조씨 증언 (2009년 4월).
김상기,「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4.
山口隆,『尹奉吉-暗葬の地 金澤から』
, 社會評論社, 1994.

| 282

03-실태조사-일본 2009.12.29 12:30 PM 페이지283

∷가는길

위도 36.57714。
N
경도 136.64992。
E

1932년의 가나자와 역

윤봉길의사의 유해 송환시 이용했던 가나자와 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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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독립선언지-조선기독교청년회관 옛 터 |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區 西神田町 3丁目 3番地
∷옛 주 소 東京市 神田區 西小川町 2丁目 5番地
∷정

의 1919년 2·8독립운동 당시 재일한국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
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이 자리했던 곳

∷관련내용 2·8독립선언을 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은 현재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이 있는 곳에
서 서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지요다구(千代田區) 니시간다쵸(西神田町) 3정목 3번
지에 위치한다《동아일보》
(
1926년 12월 11일자 참조). 당시 주소는 神田區 西小川町 2정
목 5번지이다. 동경의 한국유학생들은 이곳에서 1919년 2·8독립선언을 감행한 것
이다. 그 자리에 있던 회관은 1914년 총공사비 3만원을 들여 건립한 2층 양옥 건물
이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다. 이 후 조선기독교청년회

III

일본

● 도쿄

관은 小石川區 大塚坂下町 92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29년 神田區 裏猿樂町 9번지
현재 동경한국YMCA 건물이 있는 위치에 새 회관을 건립하였다.

∷현재상태 주변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다.

∷의

견 빌딩 숲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 어렵다. 동경 2·8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큰 만큼
현장에 이를 알리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기념했으면 한다.

관련자료
《동아일보》1926년 12월 11일자,「新築計劃中의 東京基督靑年會」
.
《중외일보》1926년 12월 11일자,「在東京基督靑年會館 建築에 對하야(上)」
.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5.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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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69821。
N
경도 139.75377。
E

조선기독교청년회관 옛 터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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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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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

2·8독립선언 당시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관동대진재시 불타버린 조선기독교청년회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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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알려주는 동아일보 기사 (1926년 12월 11일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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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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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田區 西小川町 2丁目 5번지 (1907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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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代田區 西神田町 3丁目 (200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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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독립선언기념비 |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區 猿樂町 2-5-5 재일본 한국YMCA 회관 입구
∷옛 주 소 東京市 神田區 裏猿樂町 9番地
∷정

의 1919년 2월 8일 도쿄유학생 약600명이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일으킨 2·8독립
선언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관련내용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의 한국유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을 기념
하여 1982년 건립되었다. 현대미술가인 이우환씨가 제작을 담당했는데 매우 단순
하여 강한 느낌을 준다.

∷현재상태 在日本韓國YMCA會館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의

견 2·8독립선언의 의미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YMCA호텔 입구에 기념비를 설치해

● 도쿄

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구석에 초라하게 세워져 있는 느낌이 든다. 안내

III

일본

판을 설치하여 2·8독립운동의 의미를 알렸으면 한다.

관련자료
윤병석,『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 지식산업사, 1995.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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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42292。
N
경도 136.50952。
E

재일본 한국YMCA회관 입구에 세워져있는 2·8독립선언기념비

재일본 한국YMCA회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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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창의사 순국지-이치가야 형무소 터 |
∷현 주 소 東京都 新宿區 余丁町 4번지 余丁町兒童遊園 內
∷옛 주 소 東京市 新宿區 市谷刑務所
∷정

의 이봉창의사가 사형 순국한 곳

∷관련내용 이봉창의사가 일본 경시청 앞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체포되어 이곳 이
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현재 형무소는 없어지고 주택단지로 변하였
으며, 당시 사형장터로 보이는 어린이놀이터의 한 구석에는 1964년 일본변호사연
합회에서 세운‘刑死者慰靈塔’
이라는 비석만이 남아 있다. 이 형무소는 이봉창 의
사만이 아니라 김지섭·박열 의사 등이 수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상태 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한 구석에 위치해 있다.‘刑死者慰靈塔’
이란 비석은

∷의

견 이곳에 이봉창의사의 순국지라는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면 한다. 이 일대는 신주쿠
도심지와 멀지 않고 와세다대학과도 가까워 재일한국인과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

일본

● 도쿄

잘 관리되고 있다.

III

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관련자료
독립기념관·한국근현대사학회,『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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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5.69511。
N
경도 139.75176。
E

이치가야 형무소 터에 세워진 비석

현재 놀이터로 변한 이치가야 형무소 터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293 |

03-실태조사-일본 2009.12.29 12:31 PM 페이지294

| 양근환의사 의거지 |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區 內幸町 1-1-1 도쿄역 호텔 2층 14호
∷정

의 양근환의사가 1921년 2월 도쿄역호텔 2층 14호실에 머무르고 있던 친일파 민원식
을 처단한 장소

∷관련내용 일본지역에서의 의열투쟁은 1921년 2월 16일 梁槿煥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양근환은 천도교 신자로 1913년 경성의 공업전습소를 졸
업하고 1916년 일본에 건너가 1919년 9월 일본대학 경제과에 입학하였다. 양근환
은 1921년 친일단체인 국민협회 회장 閔元植이 참정권 운동을 하러 도쿄에 와서 활
동한다는 소식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자 그를 처단할 것을 결심하고 2월 16일 도쿄
역호텔로 찾아가 유학생동우회의 李基寧이라는 이름으로 면회하였다. 양근환은

長崎에서 상해로 가는 八幡丸에 승선했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현재상태 현재 외부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어서 접근이 불가능했다.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근접이 용이하지 못했다.

III

일본

● 도쿄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자이다”
라면서 민원식을 처단하였다. 양근환은

관련자료
《東京朝日新聞》1921년 2월 25일자,「逃走중의 某重大事件 主犯 長崎에서 체포」
.
《동아일보》1921년 4월 20일자,「梁槿煥의 豫審決定詳報」
.
《동아일보》1933년 2월 24일자,「十三年동안 못하든 朝鮮語 격근 고생이 얼굴에 뚜렷한 梁槿煥 今朝에 入
京」
.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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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5.71619。
N
경도 139.75960。
E

양근환의사 의거지인 도쿄역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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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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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역 호텔 전경

도쿄역 호텔의 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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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역 호텔의 옛 모습

동경대진재 당시 도쿄역 호텔 앞의 피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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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장소 |
∷현 주 소 東京都 新宿區 早稻田町 早稻田大學 スコシトホ-ル
∷정

의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던 와세다대학 구내의 스콧트홀

∷관련내용 신간회 도쿄지회는 1927년 5월 7일 전진한·임태호 등의 주도로 와세다대학 스콧
트홀에서 창립되었다. 회원은 1929년 현재 253명에 달하였다. 신간회에서는 조선
총독폭압정치반대투쟁을 비롯하여 진재당시 학살된 동포추도회, 국치일기념 항의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1928년 8월 29일 국치일에는 도쿄의 신주쿠(新宿)에서 조선
공산당 일본총국 등과 함께“전민족적 대중투쟁을 통하여 신간회를 확립하자. 조선
총독을 타도하자. 조선민족해방 만세”등의 삐라를 살포하며 대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지회장 金東訓 등 간부 2명이 체포되었다. 신간회는 도쿄이외에도 오사카

22일 조직되었는데 회원은 1929년 9월 현재 140명에 달했다.

∷현재상태 대학교 구내의 건물로 잘 보존되어있다.
∷의

견 와세다대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널리 발굴하고, 공훈선양 차원에서 서적 편
찬 등을 통해 와세다대 대학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호적인

III

일본

● 도쿄

와 교토, 나고야에도 지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근우회 도쿄지회는 1928년 1월

관계 하에 신간회 창립대회가 열린 본 장소에 표지석이나 안내문 설치 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자료
《중외일보》1928년 3월 5일자,「三月三日 東京에서 同胞百餘名 被檢束」
.
《동아일보》1927년 5월 15일자,「新幹支會設置 동경에 설치」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상기,「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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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5.70781。
N
경도 139.71640。
E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장소인 와세다대학 구내의 스콧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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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독립선언기념자료실 |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區 猿樂町2-5-5(재일본 한국YMCA 회관 10층)
∷정

의 일제강점기 동경시내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시한 자료실.

∷관련내용 재일본 한국YMCA는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2008
년 5월 회관의 10층에‘2.8독립선언기념자료실’
을 개관했다. 자료실에서는「1910
년대 재일본 조선유학생」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
,「2·8독립선언」
,「2·8독립
선언의 태동」
,「3·1독립운동」
,「운동의 확대와 협력자들」
,「관동대진재시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미래를 향해서」
의 순서로, 당시의 한국유학생들
이 독립선언을 작성하고 발표하기까지의 경위와 운동의 전개과정, 국내3·1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에 일제가 자행한 한인 학살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자료는 독립선언서(복제)를 비롯하여 서명자들의 사진,

III

일본

● 도쿄

학생들의 동향을 알려주는 당시의 신문 자료 또는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입장은 무료이고, 견학은 휴일을 제외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재상태 재일본 한국YMCA 회관 10층에 소규모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의

견 규모와 전시 내용면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적, 학술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관련자료
《朝日新聞》2008년 7월 1일자.
「2·8독립선언기념자료실」안내 팜플렛 (재일한국YMCA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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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6.42292。
N
경도 136.50952。
E

2·8독립선언기념자료실의 전시패널

2·8독립선언기념자료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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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유묵 (蘆花記念館 소장) |
∷현 주 소 東京都 世田谷區 粕谷 1丁目
∷정

의 안중근의 유묵을 노화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관련내용 안중근 의사가 중국 여순감옥 수감 중 쓴 휘호 족자에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인 작
가인 도쿠토미 노카(德富蘆花)라는 일본인이 안 의사에 대한 소회를 기록해 둔 유묵
이 보관되어 있음. 도쿠토미 노카는 1910년대『자연과 인생』
,『불여귀』등의 작품
을 발표한 소설가이다. 그는 1913년 여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자신
의 소설을 즐겨 읽던 히시다 마사모토(菱田正基)라는 당시 여순초등학교 교사로 부
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히시다씨는 당시 여순의 일본 법조계 관계자 사이에 평판
이 높았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유하고 있다가 도쿠토미씨에게 선뜻 내놓았다.

而無諂富而無驕’8자가 쓰여져 있다.

∷현재상태 족자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다.
∷의

견 안중근 의사의 힘찬 필체를 느낄 수 있는 유묵으로 한국에 기증되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교섭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III

일본

● 도쿄

유묵의 내용은“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다”
라는 뜻의‘貧

관련자료
《연합뉴스》2003년 3월 25일자 기사.
재일한국·조선인생도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동경속의 조선』
, 명석서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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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위도 35.66228。
N
경도 139.61108。
E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소장되어 있는 노화기념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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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의 유묵이 소장되어 있는 노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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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묵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305 |

04-실태조사-부록 2009.12.29 12:24 PM 페이지30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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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 미국 서부 지역 |

시애틀 청년회관 (310 4th Avenue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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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청년회관 (310 4th Avenue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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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4-실태조사-부록 2009.12.29 12:24 PM 페이지310

시애틀항 동양노동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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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항 동양노동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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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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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항 동양노동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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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항 동양노동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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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항 동양노동소 (665½ King St., Seattl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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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마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관 (607 South First Street, Yakima,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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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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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국회 중앙회관 (808 Webster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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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 세탁소 자리 (126 Columbus Avenue,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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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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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 순국지 (620 O'Farrell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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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총회관 및 애국동맹단 결성지 (2928 Sacramento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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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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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국방경위대 훈련장소 (Armory Hall(14th &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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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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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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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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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323 |

I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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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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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국방경위대 사령부 (Room 312, The De Young Building Kearney and Market Streets,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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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7233 Highway 162 Willows, CA 9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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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스 비행가양성소 (7233 Highway 162 Willows, CA 9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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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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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톤 공립회관 (409 Hazelton Ave. Stockton, California / 26 E. Main Street Stockto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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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톤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관 (9 East Sonora Street, Stockto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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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 하와이 지역 |

동지회관, 1927년 (121 South Kuakini Street, Honolulu, Hawa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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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1927년 (622 North School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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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어학교, 1914년 (203 North School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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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어학교 자리, 1914년 (203 North School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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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회, 1914년 (1410 Fort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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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보사, 1914년 (1146 Alakea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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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독교, 1914년 (1832 Liliha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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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독립단 하와이지부, 1914년 (59 North Kukui Street, Honolulu, Hawaii)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337 |

I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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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지방총회관, 1914년 (Miller s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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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감리교회, 1927년 (1520 Fort Street,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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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 동부 지역-지적도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턴사무소 자리 지적도 (1719 K St. NW,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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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예트호텔 자리 지적도 (16th and I St. NW,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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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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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회 사무실 자리 지적도 (1700 Eye(I) Street Colorado Bldg. #327, NW,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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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수 외교사무소 자리 지적도 (101 D St. NW,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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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 동부 지역-주미조선공사관 매매 관련 문건 |

5달러 매매계약 문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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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러 매매계약 문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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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러 매매계약 문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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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러 매매계약 문건 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9

347 |

I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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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매매계약 문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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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매매계약 문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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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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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매매계약 문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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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매매계약 문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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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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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달러 매매계약 문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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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달러 매매계약 문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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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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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달러 매매계약 문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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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지역-자료 |

이승만 부부가 1944년 4월 25일자로 체결했음을 보여주는 건물 매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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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1956년 6월 14일자로 이 건물을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등기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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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1956년 6월 14일자로 이 건물을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등기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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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1956년 6월 14일자로 이 건물을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등기문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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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1956년 6월 14일자로 이 건물을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등기문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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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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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1956년 6월 14일자로 이 건물을 매도했음을 보여주는 등기문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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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단 및 일정

조사 지역

단장
(원고집필)

일본 도쿄, 가나자와

김상기

미국 서부, 하와이

김도형

미국 동부

홍선표

단원

김은지 (연구원), 신윤정 (사진),
김재영 (광복회)
김주용 (연구원), 임공재 (사진),
임종선 (광복회), 강만희 (국가보훈처)
김도형 (연구원), 신윤정 (사진),
이광태 (국가보훈처)

일정

4.24(금)~4.29(수)

8.22(토)~9.2(수)

10.12(월)~10.20(화)

도와주신 분들
미국 서부편

·차만재-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교수

·최영호-하와이주립대학교 명예교수

·이덕희-하와이주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미국 동부편

·윤기원-한국역사보존협회 회장

·정세권-한미재단-워싱턴지회장

·정환순-서재필기념재단 회장

·김선호-서재필기념재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박사

·조종무-MK

· Jack Kim

TV 논설위원

일본편

·朴仁祚-梅軒·尹奉吉義士 顯揚會

·田附和久-2·8獨立宣言記念資料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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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일| 2009년 12월 26일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발행처|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국가보훈처)
전화| 02-1577-060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전화| 041-560-0400
교정·교열| 김주용·김은지
편집·인쇄| 역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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