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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1월에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다음으로 미국 지역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오하이오주의 애슐랜드, 델라웨어 그리고 워

기념관이 개관되었고, 5월에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훈련터에 기념비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

싱턴과 뉴욕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시카고 지역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첫번째 실태조

다. 중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가치와 한중 공동항일투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두

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관 건물을 최초로

곳에 뜻깊은 사적지가 새롭게 조성된 것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갚진 일입니다.

확인하였으며, 강영소가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했던 음식점 자리도 조사했습니다. 애슐랜드에

올해 사적지 실태조사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중국지역으로, 2012년

서는 이승만 등이 한국독립운동 승인대회를 개최하였던 교회와 중학교 강당을 확인하였으며,

서안 조사 때 조성되지 않았던 한국광복군 제2지대 터인 두곡진에 세워진 기념비정을 정식으

델라웨어의 웨슬리안 대학에서는 김도연 등의 활동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2012

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장사와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

년 한국에서 매입한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건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뉴욕에서는 대한

던 무한, 한국광복군과 관련 있는 안휘성 부양과 임천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인국민회 뉴욕 지방회관 건물을 조사 확인했습니다.

장사지역은 1938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고난의 이동을 하던 중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격

타국의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이 자국민에게는 소중한 것은 세계인들이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혁명당 본부에서 회의를 하던 중 김구를 비롯해 현익철·지청천·

공통적으로 느끼는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유동열 등이 부상을 입거나 순국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장사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구지 진

때 아름다운 우리 역사는 묻히게 됩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는 한국독립운동의 소중하고 귀한

열관으로 탈바꿈하여 1년에 10만명에 가까운 한국인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역사를 세상의 빛으로 끌어 내는 작업을 독립기념관에서는 국외독립운동 실태조사를 통해 이

니라 장사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것

루어왔습니다.

이 바로 중한호조사입니다. 중한호조사는 1921년 3월 17일 장사에서 중국 인사들과 한국의
이우민 등이 조직한 반제국주의 연합체의 하나이며, 중국의 각 지역에서도 설립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 실태조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또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임시정부 청사 터가 있는 서원북리와 유자명 선생의 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위원을 비

적도 조사하였습니다.

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지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권준이 활동했던 무한 국민정부 청사
2014년 12월 17일

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적지 실태조사를 통해 조선의용대 성립 경축행사 장
소를 조사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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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남부 _ 서안·장사·무한·부양

중국 중남부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I

중국 중남부

중국 중부 남부 지역은 장강長江의 중류를 중심으로 무한武漢·장사長沙·부양阜陽 등의 지역을 포

인이 어렵다.

함한다. 이 지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은 중국 국민정부와 유력 인사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무한분교와 관련된 주요 인물로는 박시창朴始昌·권준權畯이 있다. 백암 박은식의 아들인 박시창

국민정부의 북벌과 중일전쟁시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사의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의 설립,

은 황포군관학교를 제5기생으로 졸업한 후 무한분교의 한인학생들과 함께 유악한인혁명청년회留

무한의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입교와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창설, 부양의 한국광복군훈련반韓國光復

鄂韓國革命靑年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운동의 선전활동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점차

설치 등이 그것이다. 중국 국민정부는 제1차·2차 국공합작과 중일전쟁 등의 정세변화를

확장되어 이후 의열단 무창지부로 발전되었다. 권준은 황포군관학교의 제4기생으로 졸업 후 국

겪으면서 점차 한국 독립운동을 주목하고 지원하였다. 이는 한·중 공동투쟁을 위한 노력의 성과

민혁명군 장교로 임관하여 북벌에 참전하였다. 또한 1927년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

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과 시기별로 변화하고 발전되었다. 중남부 각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특징

合會에

軍訓練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무한분교의 교관으로 배속되었다.

한편 무한에는 중일전쟁 기간 중인 1937년 12월 남경에서 철수한 인물들이 이곳으로 이동하

무한은 1910년 무창기의武昌起義가 일어난 혁명의 도시로서 중국 중남부지역에서 중요한 지역

여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과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聯盟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 조민족혁

이다. 무한은 무창武昌·한양漢陽·한구漢口 즉 무한삼진武漢三鎭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장강의 중류에

명당은 이곳에서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대비하였다. 조선

위치하고 있다. 동서로는 상해上海와 중경重慶을 연결하고, 남북으로는 북경北京과 광주廣州를 연결

의용대는 장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네 차례 대회전을 치렀던 장사대회전長沙大回戰에서 전과를 거두

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장강을 따라 올라오는 서양열강에 의해 일찍이 조계지가 만들어졌고 외세

었다.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호남성湖南省의 성도省都인 장사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 독립운동과 관계가 깊은

무한과 한국 독립운동은 중국 국민정부에서 설립한 황포군관학교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황포

지역이 되었다. 1937년 7월 일제는 북경 근교의 노구교蘆溝橋를 침략하면서 중국과 전면전을 시작

군관학교는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의 목표인 군벌타도와 국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군사적 기반

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1931년 만주를 침략할 때부터 이미 중국 관내로 그 영향이 미칠

으로서 설립되었다. 광주에 있던 황포군관학교는 국민당의 관할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지에 분

것을 감지하여 한·중공동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 본

교를 세웠는데 호북湖北지역에는 무한에 분교가 설치되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황포군관학교

격적인 대륙 침략을 시작하자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 국민당정부와 적

에 한인청년들을 입교시켜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인들 역시 중일전쟁으로 자국민들의 항일투쟁 열기

하였다.

가 고조되어 한·중공동투쟁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다.

무한분교는 1926년 10월 국민혁명군이 무한을 공략하면서 설립되었다. 무한분교에는 광주의

1938년 2월 장사에는 임시정부가 남경南京을 거쳐 이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와 함께

황포군관학교 제5기생의 일부가 옮겨 왔고 무한에서도 추가로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곳에 입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광복진선)도 이전하였다. 광복진선은 3당(조선혁명당·

한 한인학생 수는 약 200명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신분과 졸업 여부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확

재건한독당·한국국민당)이 공동성언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데 합의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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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6개 단체(한인애국단·미주대한인국민회·하와이대한인국민회·대한인단합회·대한인부인구제회·

령 지청천은 이러한 상황을 군무부 및 통수부統帥府에 보고하면서 제3지대의 편성을 요청하였다.

대한인동지회의)가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였다. 3당은 조선혁명당의 본부인 장사 남목청南木廳에서

이 결과 1945년 3월 17일 정식으로 제3지대의 편성이 승인되었고 6월 30일 부양극장에서 성립식

정당의 연합과 항일전 수행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조선혁명당의 강창

이 거행되었다.

제姜昌濟·박창세朴昌世가 사주한 이운환李雲漢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김구金九·현익철玄益哲·유동열柳
東烈·지청천池靑天

등에게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남목청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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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안휘성安徽省의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하남성河南省과 경계부분에 자리한 도시이다.
이 지역은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韓國光復軍의 초모활동과 인연이 깊다. 제3지대로 발전한
징모 제6분처의 활동지였던 것이다.
한편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정부는 먼저 총사령부
를 설치하고 단위부대인 지대를 편성한 후 초모활동을 통해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1지대
는 1941년 초 군사특파단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어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지역에서 활동하였
고, 제2지대는 총사령부의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산서성·수원성綬遠省(현재 내몽고자치구)·하
남성과 연결된 서안西安지역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제3지대는 징모 제6분처가 발전하여 성립되었다. 광복군은 창설 이후 병력충원을 위하여 징
모분처를 설치하고 각지로 파견하였는데 징모 제6분처는 산동성山東省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
나 산동 방면의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부양을 근거지로 삼아 초모활동을 시작하였다. 부양
은 일본군 점령지역과 가깝고 중국군 제10분교가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모활동에 유리하고 중국군으로부터 협조가 가능한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징모 제6분처는 부양을 중심으로 서주徐州·귀덕歸德·남경 등지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한국청년들은 일제에 의해 징병 및 학병으로 동원되어 중국 전선으로 투입되었고, 이들
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부양으로 모여들었다. 징모 제6분처는 공작대원들이 초모한 인원들과 일
본군을 탈출해 온 한인사병들을 위한 훈련기관이 필요하였다. 이에 부양의 서북쪽에 위치한 임
천臨泉을 관할하였던 중국군 제10전구 전방사령관 탕은백湯恩伯과 교섭하여 중국중앙육군군관학
교 제10분교 내에 한국광복군훈련반韓國光復軍訓練班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징모 제6분처의 초모활동으로 병력이 확보되자 광복군은 제3지대를 성립할 수 있었다. 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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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 한국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정 |
∷현 주 소 陝西省 西安市 長安區 杜曲鎭
∷정

∷가는길

의 2013년 한·중 양국의 협의 하에 결정되어 2014년 5월 건립된 한국광복군 제2지대

위도 34.102868°  N
경도 109.009266°  E

기념비정

기념물

∷관련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경 가릉빈관嘉陵賓館에

樊川路
두곡진 초중교

중국 중남부 - 서안

서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광복군은 병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총사령부를 설

주유소

치한 후 단위부대인 지대 편성을 계획하였다. 광복군 제2지대는 중경重慶에서 서안
西安으로

이동하였던 총사령부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지대장은 공진원公辰遠

으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 대장을 거쳐 광복군 창설 당시 총

I

사령부 참모로 임명되었고, 지대가 편성되자 제2지대 지대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지대편성도 현재 인원으로 구성되어 완전한 편제를 이룬 것이 아닌 점차 규모를 확
대해가는 방식이었다.
	제2지대는 임시정부의 군무부로부터 초모활동의 임무를 부여받아 징모처 제2분처가
되었다. 징모 제2분처의 주임은 지대장인 공진원이 임명되었고 관할지역은 수원성綬
遠省

일대였다. 제2지대는 1941년 2월 수원성 포두包頭를 비롯하여 하북성河北省의 북경

北京·천진天津·당산唐山·장가구張家口

등 지역에서 한인 청년들을 포섭하며 거점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후 광복군은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편성되면서
편제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 제2지대는 이범석이 지대장을 맡아 활동을 이끌었다.

∷현재상태 2014년 중국정부에서 건립한 기념비정으로 약 300평 규모의 면적에 세워졌다. 다
만 도로표지판·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섬서성에서는 추후 화장실 설치를 약속하였다.
	기념비정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상시 관리
인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섬서성 정부와 서안총영사관에서 두곡진 기념비
정 앞 공터에 소규모 기념관을 만들어 한국 관람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서안 두곡진 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정 (기념비 전면)

•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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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안 두곡진 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정(길 건너에서 바라본 기념비정 전경)

서안 두곡진 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정 (기념비와 비각)

서안 두곡진 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정(출입구에서 바라본 기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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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 장사 중한호조사 |
∷현 주 소	湖南省 長沙市 开福區 中山路 74號
∷정

의 1921년 3월 장사長沙에서 중국의 모택동毛澤東 등과 한국의 이우민李愚珉 등이 조직한

이는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를 돕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특히 일제에 공동 투쟁하
는 업무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공동항일연합단체의 하나

∷관련내용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유력인사들과 공동항일단체를 조직
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 각계의 유명인사들과 공동발기하여 장사, 한구漢口, 상

∷현재상태 조직 당시 건물은 선산학사船山學社로 추정된다. 문헌자료를 확보해서 이곳에 기념동
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해上海, 광주廣州, 중경重慶, 성도成都, 북경北京 등지에서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를 설립하
였다.
	중한호조사는 본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자리한 상해에 두었고, 각 성省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였다. 본부조직은 한중 양국인 각 10여 명이 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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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명 이상의 회원들의 소개가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의원을 맡아 운영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김홍서金弘敍·김규식金奎植·이탁李鐸·여운
형呂運亨·김문숙金文淑·한진교韓鎭敎·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丙浩·김철金澈 등이 선출되
었다.
	중한호조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문화예
술교류과 선전활동으로 진행되어 강연·회담·신문 홍보 등으로 나타났다. 중한호조
사 회원 중에는 한국 측의 선전원·특파원과 중국 측의 문화계·교육계·언론계 나
아가 정계·상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제주의 통일전선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한·중 국민의 공동 대응과 민족의 독립을 추
구하였다. 양국 지도자들의 행동과 사상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교류를
지속하여 우호관계가 유지되면서 양국의 입장은 점차 적극적인 항일로 일치하게 되
었다.
	중한호조사 가운데 가장 일찍 설립된 곳은 장사였다. 1921년 3월 중순에 설립되어
한국 측에서는 이우민·황영희黃永熙·이기창李基彰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역배기易培
基·하민범賀民範·구오仇鰲·모택동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설립대회에서 명칭·취

지·입사조건·조직구도·경비 출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호조사 약칙’을 정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 국민간의 감정을 깊이 하고 양국 국민의 사업을 발전” 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여, “한중 양국 국민으로서 남녀, 종교를 막론하고 본사의 취지에 동의하

관련자료
•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 「長沙市에 韓中互助社組織」.
•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옛청사 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항일전쟁과 한국독립운동』, 「모택동과 장사(長沙) 한
중호조사」, 시대의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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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
鍔
北
路

위도 28.200063°  N
경도 112.982205°  E

선산학사

공상은행

호남자수대학구지

乐
古
道
巷

中山路

만년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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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
鍔
南
路

호남성 소년
아동 도서관

장사 중한호조사 결성지(호남자수대학구지의 출입구)

장사 중한호조사 결성지(호남자수대학 교실로 사용되었던 선산학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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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명 구지 진열실 |
∷현 주 소	湖南省 長沙市 芙蓉區 湖南農業大學
∷정

의 독립운동가이자 중국의 저명한 농학자이기도 한 유자명柳子明의 전시실

∷관련내용 유자명은 1922년 재차 중국에 망명한 이후 신채호, 이회영 등 급진적 경향의 혁명
자들과 긴밀히 교류하였으며, 이들은 1924년 4월말 북경에서 조선무정부주의자연

조직을 선호하였다. 창립 당시 이회영李會榮·이을규李乙奎·이정규李丁奎·백정기白貞基·
유자명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유자명은 동경제국대학에서 아나키즘의 이론을 접하고 크로포트킨의 저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크로포트킨의 “호상부조론互相扶助論” (Mutual Aid)의 영향이 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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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朝鮮無政府主義者聯盟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정부라는 조직 형태보다 아나키즘의 연합

다. 그는 호상부조론을 다윈의 진화론과 비교하면서 생물진화의 원인이 생존투쟁이
아니라 호상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크로포트킨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에
한·중·일 민족의 호상부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일본 군국주의체제(일본
정부)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자명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의열단義烈團과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朝鮮無政府主義
者聯盟에서

활동하였고, 1927년 5월 의열단장인 김원봉과 무한武漢으로 이동하였다.

무한에서는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聯合會가 조직되었는데, 그는 김규식·
이검운과 함께 조선대표로 참가하였다.
	이후 유자명은 박찬익朴贊翊의 부탁으로 손문학설의 번역작업을 맡았던 것을 인연으
로 중국 고위관리와 교류하였다. 그는 박찬익에게 중국국민당 중앙당부선전부장인

융馬宗融·나세미羅世彌 등이 모두 아나키스트였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이
곳은 아나키스트의 본거지로 활용되었다. 그는 재직시기에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
人靑年聯盟을

결성하여 의장 겸 대외책임자로 선출되었고, 나아가 한·중 아나키스트

들과 공동전선이 이루어진 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聯盟을 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1934년 청룡산靑龍山의 농장에서 학생들과 농사를 지었고, 남경건설위원회 동
류농장東流農場에서 원예를 가르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갔다.
	유자명의 활동은 1930년 후반이 되면서 주로 중국 내 한인혁명세력의 통합에 집중
되었다. 당시 남경南京에서는 김원봉의 조선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김성숙의 조선민족해
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 최창익의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이 통합하여 1937년 조선민족
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에 유자명의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도
참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1944년 4월에는 임시정부 제5차 개헌에 앞서 조소앙 등과
7인 헌법기초위원을 맡았다.
	해방 후 유자명은 귀국을 결심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귀국이 미뤄지면서 그는 장사長沙로 거처를 옮겼고, 호남대학湖南大學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농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상태 2013년 유자명의 제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호남대학(현재 호남농업대학) 근무 당시
거주했던 집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았다. 전시는 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측에서는 전시관 및 생가의 내부 집기 등을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사시 문물보호단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엽초창葉楚槍을 소개받았고, 중앙통신사를 경영하는 원소선袁紹先, 서점을 운영하는
진광국陳光國 등과 교류하였으며 일본인 아나키스트인 전화민田華民도 알게 되었다.
특히 원소선은 1929년 신해혁명의 희생자를 기념하는 농장을 설립하여 유자명에게
농업 생산지도를 부탁하였는데, 그는 이를 계기로 농학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자명은 상해 입달학원立達學院에서 농학자로서의 활동과 함께 중국인 아나키스트
와 연합하여 한·중 공동전선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나키스트인 굉호생
匡互生이

설립한 이 학교는 농촌교육과의 교무주임인 진범예陳範豫를 비롯하여 마종

관련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 1972.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유자명 수기 : 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 평전』, 예성문화연구회, 2004.
• 한상도, 「유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중 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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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桂路

∷가는길

致
远
路

위도 28.175524°  N
경도 113.086331°  E

호남농업
대학도서관

科
敎
路

逸
苑
寸草湖 路

농업대학
유치원

호남농업
대학병원
유자명
고거 진열실

아파트
浏阳河

아파트

I

중국 중남부 - 장사

호남농업대학

장사 호남농업대학 유자명 고거 진열실(진열실 입구 좌측에 건립된 표지석)

장사 호남농업대학 유자명 고거 진열실(진열실 입구와 표지석)
장사 호남농업대학 유자명 고거 진열실(유자명 가족이 생활했던 거주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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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명 동상 |
∷현 주 소	湖南省 長沙市 芙蓉區 湖南農業大學
∷정

의 2013년 유자명柳子明이 근무한 호남대학 제2교학관과 제3교학관 사이의 공터에 세운

제3교학루

∷가는길

위도 28.178451°  N
경도 113.083568°  E

제7교학루
유자명 동상
제2교학루

동상

丹桂路

∷관련내용 한국독립운동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운동·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아

호남농업대학

중국 중남부 - 장사

나키즘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아나키즘운동 역시 한국 독립운동에서

致
远
路

호수

분명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는 유자
명이다. 그는 1920년대 강력한 항일단체였던 의열단義烈團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아
나키즘의 이론과 의열단의 투쟁을 접목시켜 의열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I

중국내 최초의 한인아나키즘조직인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朝鮮無政府主義者聯盟을 시작
으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聯盟,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聯盟, 등의
주요 한인아나키즘조직에서 활동하였다.

∷현재상태 기념비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유자명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할
때 동상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 류연산, 『행동하는 지식인 류자명 평전』, 예성문화연구회, 2004.

장사 호남농업대학 내 유자명 동상

• 한상도, 「유자명의 아나키즘 이해와 한·중 연대론」, 『동양정치사상사』 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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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혁명당 구지(장사 임시정부활동 구지) |
∷현 주 소 湖南省 長沙市 开福區 南木廳 6號
∷옛 주 소	湖南省 長沙市 开福區 南木廳 9號
∷정

의 지청천池靑天이 당수로 있었던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구지에 만들어진 전시관

요인 및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장소이다. 또한 1938년 5월 7일 김구 선생이 3당 통
합회의 도중 피격당한 ‘남목청 사건’으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 독립운동진영에서는 이를 민족해방과 조국광복

혔다.

∷현재상태 2009년 조선혁명당 본부 건물을 해체하여 복원하였다. 현재 전시관으로 사용되어
연 7만~8만 정도의 한국인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그러나 전시가 오래되었고
중국 측에서 단독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광복 70주년
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재전시를 위해 논의한 후 전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기회로 보았다. 우익진영에서는 독립을 위한 통합과 단결을 위한 협동전선운동
을 통해서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과

I

중국 중남부 - 장사

∷관련내용 1938년 초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당이 본부로 사용했던 곳이자 임시정부

은 범인이 이운한임을 확인하고 체포하였고, 배후 인물이 박창세와 강창제라고 밝

조소앙의 재건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의 합당이 그것이다.
	3당의 합당은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중심이 되었다. 당시 조선민족혁명당을 탈당한
지청천 계열은 조선혁명당을 창당하여 독자노선을 모색하고 있었고, 조소앙 등의
재건한독당도 활발한 활동은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혁명당과 재건한독
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김구의 지원이 필요하였고, 김구 역시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독립운동 세력을 응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37년 7월초 남경에서는 이들 각 당의 대표로서 송병조宋秉祚·홍진洪震·지청천이
모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공동선언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강화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들은 미주지역의 단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로써 한
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연합으로 자연스럽게 각 단체의 재편이 논의되는 과정에 불만도 있었다. 논
의 가운데 조선혁명당의 강창제姜昌濟, 박창세朴昌世 등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
에 이들은 이운한李雲漢을 이용하여 김구, 현익철玄益哲, 유동열柳東烈, 지청천 등에게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남목청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남목청 9호는 조선혁명당의
본부이면서 3당을 합당을 논의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 회의장에 조선혁명당 간
관련자료

부 출신인 이운한이 난입하여 총을 발사한 것이다. 첫발에 김구를 시작으로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이 각각 피격되었다. 현익철은 이 피격으로 사망하였다. 중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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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2000.
•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003.
•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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潮宗古街

∷가는길

유치원

위도 28.202285°  N
경도 112.9737°  E

조선혁명당 구지

楠木厅

永
淸
巷

I

중국 중남부 - 장사

连升街

조선혁명당 본부·김구 피격지·대한민국임시정부활동 구지(내부 1층 중앙)

조선혁명당 본부·김구 피격지·대한민국임시정부활동 구지(남목청)
조선혁명당 본부·김구 피격지·대한민국임시정부활동 구지(뒤쪽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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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임시정부활동 터 |
∷현 주 소	湖南省 長沙市 开福區 西園北里

∷옛 주 소	湖南省 長沙市 开福區 西園北里 6號
∷정

湘春路
서원북리 입구

∷가는길

위도 28.208117°  N
경도 112.974665°  E

명덕중학

장사 임시정부
활동 터

의 장사長沙에 머물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청사(1937년 11월~1938년 7월)로 사용했

서원북리 2호
西园巷

던곳
주남중학

∷관련내용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약 5개월 후인 12월 13일에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이던 남경南京이 함락되었다. 임시정부는 11월말 남경을 빠져나와 장사로 이동
하여 1938년 7월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광주光州로 이동하였다. 당시 임시정부 청사
는 서원북리 6호西園北里

6號에

자리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광복군 신순호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

I

중국 중남부 - 장사

黃
兴
北
路

했던 건물이 여러 가구가 살던 큰 규모였다고 한다. 또한 서원북리 8호 2층을 청사
로 사용하였고 16호는 청년공작대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상태 장사 대한민국임시정부 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와 장사 현지 전문가 사이에 주소
가 상이하여 비정할 수 없다. 장사시 정부에서도 문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정확한 위치 비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원북리 전체를 임시정
부 활동지역으로 정해서 도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남경 주화대표단
건물 거리에는 이와 같은 표지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음).

임시정부청사 옛터 서원북리 (湘春路에서 서원북리로 들어가는 입구)

관련자료
•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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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남부 - 장사

I

임시정부청사 옛터 서원북리(서원북리 1호에서 바라본 모습 1)

임시정부청사 옛터 서원북리(서원북리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과 8호 주변)

임시정부청사 옛터 서원북리(서원북리 1호에서 바라본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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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江岸區 中山大路 708號
∷정

前
进
二
路

의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가 있던 자리

∷관련내용 1924년 1월 국공합작이 성립되자 장개석은 손문의 뜻을 이어 북벌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혁명군은 1926년

장사長沙·무창武昌·남창南昌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가는길

위도 30.575875°  N
경도 114.286695°  E

신민중악원
大道
中山

1927년 3월에는 상해上海와 남경南京까지 점령하여 장강長江 이남이 세력권에 포함되

대화반점

文

었다.

書

巷

三
民
路

	북벌에는 한인들도 참전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6년 무창을 공격하였던 국민
혁명군 6군의 한인 간부들로써 포병영 영장 이검운李檢云, 부영장 권준權畯, 부관 안
동만安東滿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졸업생으로서 북벌이

I

중국 중남부 - 무한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

시작되면서 장교로 참전하였다.
	이 가운데 권준은 의열단義烈團 단원으로서 국공합작의 초기부터 중국혁명에 참가한
인물이었다. 권준(1895.5.2-1959.10.27, 호 백인百忍)은 경상북도 상주尚州 출신으로,
국내에서는 1917년 광복회光復會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후 만주로 망명
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졸업하였고, 1921년 의열단에서 군자금 조달과 폭
탄제조 등의 임무를 맡아 국내 폭탄투척 의거를 지원하였다.
	권준은 1924년 중국 국공합작을 위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소집되자,
조선혁명가의 신분으로 대회를 방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황포군관학교 4기 보병과
에 입학하여 북벌이 개시되자, 6군 포병영 부영장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
이다. 1926년 그는 무한에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에 조선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의 훈련부 교관을 맡아
활동을 이어나갔다.

∷현재상태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는 중산대로 708호에 위치하고 있다. 권준 등이 중국 국민
정부와 연계하면서 활동하였던 곳으로, 현재 대화반점大華飯店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 전시관이 있다. 1996년 전국 중점문물단위로 지정되었다.

관련자료
•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2000.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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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남부 - 무한

I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중산대도에서 바라본 전경)

무한 국민정부 청사 구지(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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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국민혁명군 팔로군 판사처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江岸區 長春街 57號
∷정

의 지도 아래 있었다. 이 단체에서는 『반공反攻』이라는 잡지가 출간되었다. 그는 여
기에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고, 잡지의 표지설계와 미술편집을 담

의 한낙연韓樂然 등이 활동했던 장소

∷관련내용 1937년 9월 정식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은 국민정
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공합작으로 화북華北 지역의 홍군紅軍은 ‘국민혁
중국 중남부 - 무한

명군 팔로군八路軍 ’으로, 화중華中 지역의 홍군은 ‘국민혁명군 신사군新四軍’으로 개편
되었다. 팔로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중국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총사령은
주덕朱德, 부총사령은 팽덕회彭德懷가 맡았다. 팔로군은 판사처를 통하여 업무를 관장
하였는데 무선 통신기를 설치하여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정치·군사 정

I

보를 수집하였다. 또 왕래하는 당의 인원을 호송하거나 항일군대를 위한 군수물자

당하였다. 또한 선전사업을 더욱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 한구漢口의 세관빌딩에 선전
용 대형 유화柳花를 걸어놓기도 하였다.
	한편 한낙연은 한인 독립운동가들도 적극 도왔다. 중일전쟁시기에는 중국공산당과
팔로군 지도부가 있는 연안延安으로 가려는 조선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인
강극부姜克夫를 통해 이명李明·왕수성王守成·장영張英·장진광張振光 등 4명의 조선청년
을 연안에 보냈다. 이들은 서안의 팔로군 판사처를 거쳐 연안으로 갈 수 있었다. 이
들 중 이명, 장진광은 연안 항일군정대학中國抗日軍政大學에서 교육을 받은 후 태항산
太行山

를 수집·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판사처와 연계된 인물로는 한낙연(1898. 12. 8~1947. 7. 30)이 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한 미술가이자 독립운동가로 길림성吉林省 용정龍井에서 태어났다. 1914년 용정
의 세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술공부를 시작한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자극을 받아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후 일제의 검거가 시작되자 이를 피해 블라디보
스토크를 거쳐 상해上海로 피신하였다. 여기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열
릴 때 창조파創造派와 함께 활동하였다. 그는 1924년 2월 경호대 경호위원으로서 프
랑스조계 및 공동조계에 거주하는 한인과 일본인의 접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
다. 더불어 이 시기에 상해미술전문학교에서 미술을 배웠다.
	한낙연은 사회주의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1년 프랑스 유학시기에도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항일근거지에 파견되어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와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에서 활

동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한낙연은 친중국적인 외국 인사들과 교섭을 통해서 중국항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는 중국어·한국어·일본어·러시아어를 익혀 외국어에 능하였다. 또
한 유럽유학을 다녀오면서 영어·독일어·이태리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이에 미국
여기자였던 스메들리Agnes Smedley가 전선의 구호일군을 양성하는 활동에 나서자 이를
도와 팔로군에 보낼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작가인 앨리
Rewi Alley,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스노우Edgar Snow 등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항일선전

에 앞장섰다. 이후 그는 1938년 무한이 함락되자, 9월 중경重慶으로 이동하여 항일활
동을 이어나갔다.

∷현재상태 무한 미성년애국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3년 전국중점문물단위로 지정되었다.

1937년 7월에는 파리만보 사진기자로서 일제의 중국침략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기
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낙연은 무한武漢으로 돌아와 동북항일구국총회東北抗
日救國總會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공업합작협회中國工業合作協會·청년구국단靑年救

國團·청년구국협회靑年救國協會·학연회學聯會·상해구국회上海救國會와의

연계활동에도 적

극적이었다. 동북항일구국총회는 팔로군 무한 판사처를 책임지고 있던 주은래周恩來

관련자료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2000.
•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 권영필, 「韓樂然(1898~1947)의 생애와 예술 : 韓ㆍ中 繪書史上의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집, 고려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 이광군, 「한낙연의 생애와 예술관」,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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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제2중학

I

중국 중남부 - 무한

郝夢邻
路

영청가
길림사구

勝
利
街

무한 국민혁명군
팔로군 판사처
长
椿
街

위도 30.606212°  N
경도 114.309488°  E

中
山
大
道

∷가는길

大進路

무한 국민혁명군 팔로군 판사처(대진로에서 바라본 측면 출입구)

무한 국민혁명군 팔로군 판사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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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대 성립 경축행사 장소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江岸區 中山大道 1090號
∷정

의 1938년 10월 13일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의 성립 경축행사가 개최된 곳

∷관련내용 1937년 7월 시작된 중일전쟁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각 단체들 사이에는 연합전선 문

좌익진영의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민족전선)이 결성되었다. 이 가운데 한구
에서 결성된 민족전선은 무장부대의 조직과 대일항전의 참여를 목표로 하였다.

	조선의용대가 성립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경축행사가 있었다. 이는 10월 13일 한
구 한구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축행사에는 「민족해방가」·「자유
의 빛」·「아리랑」을 비롯한 노래와 「쇠」·「두만강변」 등의 연극이 공연되었다. 1938
년 10월 14일 『신화일보新華日報』에는 조선의용대 성립 소식 및 김원봉의 연설과 유
예대회에서 연출한 내용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현재상태 1938년 한구기독교청년회 건물인 이 곳은 조선의용대의 성립식이 거행된 곳이 아니

	민족전선은 1938년 7월 중앙군사학교 성자분교 졸업생들이 본부가 있는 한구로 합

라 경축 행사가 진행된 곳이다. 1938년 10월 14일자 『신화일보』에 이곳에서 조선의

류해오면서 본격적으로 무장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민족전선은 1938

용대 경축행사(유예대회)가 개최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당시 2층에 대연회장이 있

년 7월 7일 중국군사위원회에 조선의용군의 조직을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이 제안

었다. 대한민국무한총영사관에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또는 2018년 조선의용

은 장개석의 재가를 거쳐 모든 항일세력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무장부대를 규모상

대 성립 8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이 곳에 기념판을 부착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의 문제로 ‘軍’보다는 ‘隊’로 할 것과 조직될 무장부대를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관할

바람직하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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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두되었다. 이로써 우익진영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엽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와

하여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에 둔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1938년 10월 2일 한국 및 중국 양측 대표들은 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의용대 지도위
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지도위원회는 군의 명칭·조직 인선·편제·활동경비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조선의용대를 지도하였다. 지도위원회 위원은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 측 인원 4명과 민족전선 산하 단체의 대표 4명(김원봉·김성숙·김학무·유자
명)이 선정되었다. 양국의 협의를 통해 민족전선은 1938년 10월 10일 한구기독교청

년회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울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조선
의용대는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될 때까지 중국군 ‘6개 전구 남북 13개 성 전지’
에 배속되어, 주로 일본군 포로 심문·대일본군 반전선전·대중국민 항전 선전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조선의용대 창설식에는 중국 측의 주요 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용
대 결성에 직접 관여한 정치부 부장 진성陳誠과 비서장 하충한賀衷寒은 물론, 조선의
용대 창설에 공헌을 한 왕봉생王芃生·청산화부靑山和夫 같은 인물들도 참석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정치부 부부장 주은래周恩來와 정치부 제3청 청장 곽말약郭沫若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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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신화의원
(중산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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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道

黎黄陂路
무한시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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兰陵路

조선의용대 성립 경축행사 장소(중산대도에서 바라본 모습)

조선의용대 성립 경축행사 장소(전경)

조선의용대 성립 경축행사가 있었던 건물 앞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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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군사정치학교 무한분교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武昌區 解放路 259號
∷정

의 한인 청년들이 군사간부로 육성되던 곳

∷관련내용 독립운동 시기 중국의 정부 육군군관학교의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
中國國民黨陸軍軍官學校’이다.

분교가 개교하였다. 제5기·6기가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었으며, 약 200명의 한인 청
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 한인 청년
들이 활동했음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재지 근처가 황포도黃埔島였기 때문에 흔히 황포군

	광주廣州에 있던 황포군관학교는 국민당의 지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지에 분교를
세웠다. 대표적으로 광동廣東 조주분교潮州分校, 광서廣西 남영분교南寧分校, 호남湖南 장
사분교長沙分校, 호북湖北 무한분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무한분교武漢分校는 ‘황포군관
학교 무한분교’라고 하였다.

I

중국 중남부 - 무한

관학교로 불렸다.

	무한분교는 1927년 2월 무창武昌의 양호서원兩湖書院(현재 무창실험소학교)에 설립되었
다. 여기에 특별반이 설치되어 한국학생들을 받아들였고, 2백명 가까운 인원이 군
사훈련을 받았다.
	황포군관학교의 입교과정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부가 밝혀지고 있다. 먼저 중국국민
당 정부의 실력자인 진과부陳果夫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는 상해에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趙素昻·박찬익朴贊翊 등이 추천한 인물을 광주로 보내 황포군
관학교에 입교시켰다.
	의열단義烈團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924년 1월 국공합작의 성립
이후 의열단의 투쟁노선은 대중투쟁으로 전환되어 중산대학과 황포군관학교의 입
교를 추진하였다. 의열단장인 김원봉 등은 손문과의 면담을 통해서 황포군관학교
입교를 허락받았고, 황포군교 교장실 부관 겸 교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손두환孫斗煥
을 통하여 입교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인 입교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본교의 경우 3기생(1925. 7~1926.
1) 5명, 4기생(1926. 3~1926. 10) 24명, 5기생(1926. 11~1927. 8) 5명, 6기생(1928.
4~1929. 5) 9명 등이었다. 무한분교의 경우는 1927년 무렵의 5기생에 26명이 재학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상태 광주 황포군관학교가 1926년경 무한으로 이전하면서, 제2의 황포군관학교인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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彭刘杨西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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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30.538319°  N
경도 114.297662°  E

중국 중앙군사정치학교
무한분교 구지
호남성 무한
실험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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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음악학원

解
放
路

중국중앙군사정치학교 무한분교(무한분교 복원 건물)

중국중앙군사정치학교 무한분교(내부)
중국중앙군사정치학교 무한분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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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족전선연맹 터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江岸區 勝利街 25號

∷현재상태 옛주소는 ‘대화가大和街’ 였는데 현재 ‘승리가勝利街 15호’로 추정된다. 15호는 건물주

∷옛 주 소	大和街, 八一三歌 15號
∷정

소가 남아있지 않고 21호 또는 25호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의 1937년 김원봉金元鳳, 김성숙金星淑, 유자명柳子明이 결성한 단체

∷관련내용 1937년 7월 노구교蘆溝橋사건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8월 이
중국 중남부 - 무한

후 전세가 중국측에 불리하여 상해上海가 함락될 상황이 되자 독립운동 진영은 남경
南京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 진영 자체 내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우익진영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 좌익진영은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결성하

I

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7년 11월 한구漢口에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조선민
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의 3단체가 조직한 연합전선이
었다. 김성숙(조선민족해방동맹)은 먼저 유자명(조선혁명자연맹)과 통일전선의 조직
방식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들은 단체본위 조직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는 두 단체가
세력이 작아 민족혁명당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유리하
였기 때문이다. 반면 김원봉(민족혁명당)은 기존의 단체를 해체하고 개인본위 조직
원칙에 의거한 강력한 단일당 구성을 주장하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의 주도하에 단체
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간의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진
영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로 결집되어가자 이와 대등한 좌파 연합체 결성을 서
둘러야 했다. 이에 결국 단체본위의 원칙에 의거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직 될 수
있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무한으로 이동한 후 사무소를

관련자료

한구漢口

일본조계 813가(현재의

승리가) 15번지에 설치하였고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합숙하였다. 대표적으로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박차정朴次貞 부부, 조선청년전위동맹의 최창익崔昌益·허

•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정숙許貞淑 부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두군혜杜君慧 부부, 조선혁명자연맹의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유자명·유칙충劉則忠 부부가 이 곳에서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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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전선연맹
사무소 추정
양자가혼경광장

광릉부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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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汉
路

勝
利
街

조선민족전선연맹 터(승리가에서 바라본 정면)

조선민족전선연맹 터(승리가에서 바라본 측면 2)
조선민족전선연맹 터(승리가에서 바라본 측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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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청년전시복무단 터 |
∷현 주 소	湖北省 武漢市 江岸區 蘆溝橋路 70號
∷옛 주 소	武漢市 永淸路 37號
∷정

∷현재상태 조선청년전시복무단이 자리 잡았던 영청로는 도로 건설로 모두 없어졌다. 현재 공
상은행이 위치한 자리로 추정된다.

의 1938년 최창익崔昌益, 김학무金學武 등이 조직한 단체

∷관련내용 조선청년전시복무단朝鮮靑年戰時服務團은 1938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서

I

중국 중남부 - 무한

김원봉의 노선에 반대하던 청년들이 탈당하여 별도로 결성한 조직이다. 조선청년전
시복무단은 9월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民族前衛同盟으로 개칭하여 정치단체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들은 최창익·허정숙許貞淑·김학무·김창만金昌滿 등 49명으로 이들은 즉
각적인 중일전쟁의 참전을 주장하였다.
	조선청년전시복무단원들은 무한武漢에서 항일선전활동을 전개하면서 동북지역으
로 북상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당시 이들은 깃발을 들고 집회장소, 시위행렬의
앞, 부두, 정거장, 가두에서 연극·노래·만화·벽보·연설 등을 통하여 중국인들의
항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외에도 중국군에 협력하여 시내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북진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한의 팔로군 판사처의 도움을 얻어
동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들
이 동북으로 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선민족혁명당에 복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학무는 동북진출을 비판하였고, 단장인 최창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
에 없었다.
	결국 조선청년전시복무단은 약 4개월의 독자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선민족전선
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들은 조선의용대 제2지대로 편입
되어 조직상의 안정을 보이게 되었다. 김학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이사로 선발
되었고 이 단체의 지도 아래에서 항일투쟁에 나섰다. 조선청년전시복무단의 활동은
중국 관내의 한인군사조직의 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조선의용대의 창

관련자료
• 김준엽·김창순, 『韓國共産主義運動史』 4,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설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003.
•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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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청년전시복무단 터(경한대도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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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성립장소 |
∷현 주 소	安徽省 阜陽市 人民中路 226號
∷옛 주 소	阜陽市 人民路 人民劇場
∷정

의 1945년 한국광복군 제3지대가 결성된 장소

∷현재상태 성립 당시에는 부양극장이었다가 맨하탄 디스코장으로 변경되었다. 현재에는 개인
소유의 주점(맨하탄 바)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부양시 등과 협의하여 건물에 기
념 동판 부착이 필요하다.

려워 먼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이후 단위부대인 지대의 편성을 계획하였다. 그리
고 병력은 주요지역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여 충원하고자 하였다. 부양阜陽지역에는
김학규金學奎를 주임으로 하여 징모 제6분처가 파견되었다.
	징모 제6분처의 원래 계획은 서안西安에서 산동山東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산동 방면의 전세가 불리하여 1943년 3월 부양阜陽으로

I

중국 중남부 - 부양

∷관련내용 1940년 9월 17일 중경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광복군은 병력확보가 어

3지대원들이 ‘탈출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경로를 바꾸어 본거지로 삼았다. 부양은 일본군 점령지역과 가깝고 중국군 제10분
교가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군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모활동에 유
리하고 중국군으로부터 협조가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징모 제6분처는 부양을 중심으로 서주徐州·귀덕歸德·남경南京 등지에서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이 되면서 일제에 의해 징병 및 학병으로 동원된 한국청년들이
중국전선으로 투입되었고 이들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부양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징
모 제6분처는 공작대원들이 초모해 온 인원들과 일본군을 탈출해 온 한인사병들을
위한 훈련기관이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군 제10전구 사령관 탕은백湯恩佰과 교섭하
여 임천臨泉에 있는 중앙육군학교 제10분교에 한국광복군 훈련반을 설치하였다. 이
들은 이곳에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광복군에 편입될 수 있었다.
	징모 제6분처의 초모활동으로 인원이 증가되자 광복군은 제3지대의 성립이 가능하
게 되었다. 총사령 지청천池靑天은 이러한 상황을 군무부 및 통수부統帥府에 보고하면
서 제3지대 편성을 요청하였다. 통수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 1945년 3월 17일
제3지대 편성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임을 맡았던 김학규가 미군OSS와의 합
작문제로 분주하여 지대편성이 곧바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김학규와 중경
에 파견된 간부들이 도착하자 제3지대 편성이 이루어졌다. 제3지대는 1945년 6월
30일 부양 중심지에 자리 잡은 인민극장에서 성립 전례식을 열었다. 이 극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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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제3지대
성립장소(맨하탄바)

한국광복군 제3지대 성립장소(정면)

한국광복군 제3지대 성립장소(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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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장소 |
∷현 주 소	安徽省 阜陽市 臨泉縣 鮦陽西路 195號 臨泉第一中學
∷정

의 한국광복군훈련반韓國光復軍訓練班이 교육을 받은 장소

∷관련내용 한국광복군 제6징모분처는 부양阜陽을 중심으로 초모활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성과
를 거두었다. 그 성과로 인해 한국광복군훈련반(한광반)이 만들어졌다. 이는 중국군
교섭을 통하여 부양근처의

임천臨泉에

학생 기숙사

위도 33.064931°  N
경도 115.256879°  E

과학관

농구대
탁구대

위치한 중앙

운동장

임천제일중학교

화단

육군군관학교 제10분교 간부 훈련반에 특설된 것이었다.

정문

	한광반의 입교는 한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선 부양에 집결해 있는 인원부

鲖临西路

터 입교시켜 1944년 5월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초모되거나 일
본군을 탈출한 인원들은 곧바로 임천으로 데려와 추가로 입교시켰다. 대표적으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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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전구 사령관

탕은백湯恩佰과

∷가는길

옛 훈련반
숙소

학도병이었던 장준하張俊河·김준엽金俊燁이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한광반의 교육과 훈련은 주로 징모 제6분처의 요원들이 실시하였다. 군사훈련은 징
모처 제6분처의 간부를 맡은 신송식을 교관으로 하여 주로 도수훈련徒手訓練이 이루
어졌다. 정신교육은 김학규를 비롯한 신송식申松植·이평산李平山·조편주趙扁舟 등이
담당하였다. 김학규는 한국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의 연혁 및 건국강령을 가르쳤다.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이 있던 이평산과 남경南京에서 일본동맹통신의 기자로 활동하
였던 조편주는 세계혁명사와 항일투쟁정신, 그리고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정신교육
을 실시하였다.
	한광반의 교육은 약 5개월(1944년 5월-11월)동안 진행되었다. 입교생 48명이 모두
졸업하였고, 이들은 광복군에 편입하였다. 이 가운데 36명은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
는 중경重慶으로 향했고, 부양에 잔류한 12명은 후일 광복군 제3지대의 창설에 바탕
이 되었다.

∷현재상태 현재 임천제일중학교 터이다. 이곳은 한국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던 한광반의 훈련장
소로서 기념비 및 표지석 설치가 필요하다. 교육기관 내에 기념물이 설치된다면 한
중 애국주의 교육 장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김문택, 『새벽으로 가는 길–광복군 수기–』,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5.
•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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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장소(교문에서 바라본 임천제일중학교)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장소(임천제일중학교 전경)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장소(임천제일중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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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부 및 동부 _ 시카고·오하이오주·워싱턴·뉴욕

II

미국 중부 및 동부

미국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해외 독립운동은 국내 항일운동보다도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중국

have you?”, 보스톤에 가면 “Who are you?”, 시카고에 가면 “What can you do”라는 말이 있

과 러시아지역을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삶을 영위해 가던 한인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단체

다고 한다. 이 말은 뉴욕은 돈 쓰기 좋은 곳이요, 보스톤은 신분이 중시되는 곳이요, 시카고는 자

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중국이나 러시아지역에 비

기의 기능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시카고라는 곳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

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미주지역이 지리적으로 국내와 상당히 떨어져

만 있으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주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는 한인들이 시카고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1923년에는 미국 중서부 한인사회의 중심지이며, 미

하다.

주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된 곳이다.

독립운동사에서 ‘미주지역’이라고 하면 하와이, 미본토, 멕시코, 쿠바 등 한인들이 독립운동

『방사겸의 평생일기』에 의하면, 1910년 이전에 시카고에는 ‘김진사 승제’라는 사람이 차이나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곳을 말한다. 미주지역은 독립운동의 정치사상적 측면이나 독립운

타운에서 살고 있었고, 한인은 4~5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당시 시카고에는 안정수가 노스웨스

동 노선면에서 보아도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다. 미주의 한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턴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고, 장인명이 한인여관을 경영하고 있다. 방사겸은 김진사의 주

생활하다 보니 일찍부터 공화주의를 받아들여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

선으로 중국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휘튼칼리지 중학반에서 1년간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1910년

에 초기에 독립전쟁 준비론에서 독립전쟁론으로 발전해 갔으며 외교적 방법론과 의열투쟁, 그리

당시 미국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누락된 한인들과 시카고 주변의 한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

고 직접적인 대일항전을 주장하게 되었다.

명 이상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1932년 2월 12일자 『신한민보』에 실린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에

주지하다시피 미주의 한인사회는 하와이 이민으로부터 비롯되어, 미국 서부와 동부, 그리고

의하면, 당시 한인 인구는 총 182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성인 남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 상업 종

중부지방까지 확대되어 나아갔다. 미주의 한인들은 초기에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를

사자가 49명, 노동자가 38명, 학생이 37명이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상업이 16명, 노동이 3명, 학

조직하였으며, 각종 독립운동의 단체들도 결성하였다.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

생이 9명이었고, 아동이 31명이었다. 위와 같이 보았을 때, 시카고 한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

이 1905년경부터 이주하면서 한인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자 집단이고, 두 번째는 유학생 집단이다.

대한인국민회의 보증을 받아 입국하였던 기독교계통의 유학생들과 정치 망명자 등으로 한인의

시카고지역에 결성된 대표적인 한인단체로는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가 있다. 시카고에

수가 증가하였다. 이로써 미국 서부지역에 집중되었던 한인들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오하이오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1910년 10월경부터 있어 왔고, 그해 11월 5일 북미

주 콜럼버스 등으로 확산되어 한인사회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총회로부터 시카고에 대한인국민회의 경찰소가 설치되었다는 정식 인준장이 발급되었다. 그러

그러면, 먼저 미국 중부의 가장 거점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부터 살펴보자. 『신한민

나 1910년에 설립된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여, 1913년

보』 1927년 11월 24일자 「시카고 한인사회」라는 글에는 미국의 각 도시별 특징을 아주 간략하면

7월에 해산되고 말았다. 그 후 1918년 2월 16일 시카고에 거류하던 한인 15명이 시카고 지방회

서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뉴욕에 가면 “What

설립 청원서를 북미총회에 제출하여, 2월 26일 정식으로 인준을 받았다. 복설된 시카고 지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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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3월 1일 정식으로 설립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지방회관은 장인명이 경영하던 한인여관

적인 산업도시로서 뉴욕과 함께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3·1운동 이후 정식으로

에 두었다.

일본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유학생들은 1921년 북미대한인유학생회 총회를 결성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시카고 지방회에서는 3월 10일부터 각 교회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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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동정을 얻었고, 각 지방의 유력자들을 초대하여 대회를

하였고, 1923년에는 본부를 시카고에 두게 되었다.
또한 시카고에는 한인감리교회가 구심점이 되었다. 한인감리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 시

열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또한 4월 25일에는 지방회관에서 의연회를 개최하여 의연금으

카고에 거주하던 한인들에 의해 한인미션Korean

로 1,186달러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시카고 지방회는 1920년

1922년에 시카고의 한인들은 레이크 파크가Lake Park Avenue에 있는 김일선의 셋방을 기도처로 하

5월 임원과 회원들이 떠나고 갈리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또 해산되고 말았다.

는 유학생들의 교회가 있었고,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 강영소 집에서 모이는 사업가 그룹 교회가

그러다가 1923년 12월 30일 시카고의 한인들이 다시 모여 지방회 간부와 임원을 선정한 바, 이

있었다. 그런데 1924년 시카고 남쪽과 북쪽의 두 한인 기도처들이 합쳐졌고, 1927년 한승곤 목

날부터 복설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회관은 여러 차례 이동하였지만, 1928년 7월경 시카고 한인

사가 한인개척교회 담임자로 감리교단의 파송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시카고의 한인감리교회

감리교회가 있었던 옥데일가Oakdale Avenue 826번지로 옮겼다. 시카고 지방회에는 한인실업가들이

는 이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Mission이라는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 후

대부분 참가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풍족한 편이었다. 그래서 국민회의

한편, 시카고는 미국 내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일찍부터 사회주의와 연계된 급진적인 노동

각종 의무금과 지원금을 비롯하여 시카고 지역의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였다. 시카고 지방회에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곳이다. 1919년 미국공산당이 이곳에서 결성되었고, 대공황 이후

는 이를 바탕으로 1928년 재만동포문제 대책강구회외, 국내 한인수재구제회, 1929년 임시정부

그 조직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한 영향하에 시카고에서는 1930년 10월 18일 ‘재미한인사회과

임시재정후원회, 1930년 국내학생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카고 공동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연구회’라는 진보적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발기인은 고병남高炳南, 김호철金浩哲, 한흑구韓黑鷗 등

시카고의 한인들 대부분은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

모두 10명으로 주로 유학생들이었다. 『신한민보』 1930년 10월 30일자에 실린 「사회과학연구회

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1927년 당시 시카고에 사업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었는데, 카페

창립」 취지서에 의하면, “우리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동무들이 모인 모임”으로 “세계 무산계급

테리아Cafeteria가 5개, 레스토랑이 1개, 찹수이 도매 회사가 1개, 채소 도매 회사가 1개, 양복 도매

의 부르짖음에 보조를 같이하며 약소민족의 설움을 위하여 투쟁전선에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

회사가 1개, 비누 제조 회사가 1개, 식품 상점이 1개 있었다. 이처럼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은 주

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한인들이 세계 무산계급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창립한 것

로 카페테리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경金慶이 1920년에 시

이다.

카고 다운타운의 중심가인 워싱턴가에 ‘워싱턴 카페테리아Washington Cafeteria’를 차려 크게 성공하

1929년 뉴욕의 증권폭락에서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전면적 위기를 맞이

였다. 그 후 이를 이어서 강영소 형제들의 ‘강씨형제 카페테리아’, 김일선·이완수의 ‘미드 웨스트

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도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특히, 힘겹게 노동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만

카페테리아’, 김지수의 ‘하워드 카페테리아’ 등이 경영되었다.

했던 유학생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의 회원들은

1920년대 유학생들은 1910년대와 달리 대부분 국내 또는 일본에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

시카고와 인근지역 소재의 루이스대학Louis

Institute,

뒤에 미국으로 옮겨와 곧바로 대학 또는 대학 예비과에 입학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에 70여 명

North Park University,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에 불과하던 미국대학 및 전문학교 재학생수는 1930년에 이르러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생들이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시카고지역의 진보적인 분위기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의 증가와 더불어 한인 유학생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나타나, 유수한 대학들이 위치한 시카고와

1937년 말 중국의 난민과 재중 한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카고를 비롯한 뉴욕·로스앤

뉴욕은 유학생 활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카고는 미국내 대표

젤레스에서 중국후원회The China Aid Society라는 단체를 조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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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욜라대학Loyola

University,

무디성서학원Moody

Bible Institute,
University

노스파크대학

등에 재학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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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와 더불어 미국 중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중심지는 오하이오주였다. 오하이오주는 미

있었다. 유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주가 46

국 중앙평원에 속하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비옥한 토지, 광범위한 수송시설 등으로 미국 초기 가

명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뉴욕이 41명, 오하이오주가 21명이었다. 위와 같이 미

장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또한 오하이오주는 외래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한인 유학생들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 등에 많이 다녔고, 오하이오

미국인들을 이 곳을 가르켜 흔히 ‘토착 Grass Root ’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미국토종, 순미국인이

주립대학University of Ohio과 오하이오웨슬리안대학,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 등에 많은 한인 유학생

라는 뜻이다. 이밖에 오하이오주는 농산물이 풍부한 농업지대이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여러

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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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며, 인심이 후덕하여 살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에 한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유학생들을 대표할 단체의 결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오하이오의 주도는 콜럼버스이지만, 산업의 중심지는 애크론·신시내티·클리블랜드 등이다.

런 가운데 1918년 말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지방의 웨슬리안대학의 이춘호·안종순·이병두와 인

오하이오주에 결성된 한인단체는 대한인국민회 애크론지방회였다. 애크론 Acron의 한인들은 1918

근 콜럼버스의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임병직·옥종경·윤영선·김현구 등이 미주한인학생단The

년 중반부터 대한인국민회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였다. 그러다가 애크론 지방에 거주하던 한인

Korean Students’ League of America을

20여 명이 1919년 1월 15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1월 16일자로 지방회 설립 청원서를

의 잔학상을 세상에 널리 알릴 영문월보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미주한인학생단은 1919년 3월

북미지방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래서 북미지방총회에서는 1월 22일자로 애크론지방회 설립 인준

『Freedom and Peace』라는 제목으로 영문월보 제1권 1호를 발간하고, 『Young Korea』라는 제

장을 발급하였고, 2월 26일 제1회 통상회를 개최하였다. 오하이오주 애크론은 동부에 뉴욕, 중

목으로 제2호와 제3호를 발행하였다. 제1권 4호부터는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 설치한 대한공화

서부로는 시카고와 가까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애크론지

국 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Korea Review』로 이름을 바꾸고 1920년 8월호인 제2권 6호까지 발

방회는 오하이오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 ‘오하이오 지방회’로 불리게 되었다.

행하였다.

발기하고 파리강화회의 개최에 맞춰 한국의 비참한 사정과 일본

3·1운동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오하이오 지방회는 1920년대 초반 그 활동이 나타나

미주지역의 한인 학생들은 1919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 한인학생회를 발기하기 위한 대표회

지 않는다. 아마도 애크론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시카고나 인근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함에

를 개최하고, 1920년 8월에 사무부와 평의부·감독부를 갖춘 ‘북미대한인유학생회’의 헌장 기초

따라 오하이오 지방회는 해산을 하게 된 것 같다. 또한 오하이오주에는 애크론지방 외에도 신시

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21년 4월 30일 북미대한인유학생회의 총회장에 이용직, 부회장에 조

내티와 클리블랜드에도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도 독립운동 자금을 거

병옥을 선출하면서 그 조직이 완성되었다. 북미유학생회는 1923년 그 본부를 교통의 중심이자

두었으며, 매년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미중서부의 중심지인 시카고로 옮겼다.

오하이오주에 거류하던 한인들은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오

그리고 북미유학생회의 기관잡지 발행과 유학생계의 장래 사업을 토의할 목적으로 1923년

하이오 웨슬리안대학Ohio Wesleyan University에 재학하던 이병두와 이춘호가 오하이오주에서 한인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카고에서 제1회 북미대한인유학생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유학생대회

구회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19년 8월 2일 오하이오주 티핀Tiffin시에서 공동회

를 통해 북미유학생회는 행정부와 이사부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대표성을 강화한 북

를 개최하여, A. C. 수어맨 박사를 회장으로 E. H. 워너 목사를 부회장으로 하는 오하이오 한인

미대한인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로 거듭날 수 있었다. 북미유학생총회는

친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오하이오 한인친구회에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 그리고 윌슨대통령에

산하에 지방 한인학생회를 거느린 가운데 매년 6월 유학생대회를 개최하고, 국문 기관지 『우라

한국 독립운동에 동정을 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결안을 보냈다.

키The Rocky』를 발행하였다. 『우라키』는 재미 유학생들의 형편과 미국의 현지 사정을 국내에 알리

한편, 오하이오주에는 한인 유학생들이 많았다. 한인 유학생들은 대개 미국인 선교사나 미국

는 것이었다. 1925년부터 1936년까지 제7호까지 발간되었는데, 미국에서 원고를 편집한 후 서

에 인연이 깊은 이의 주선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1929년 당시 미국 유학생은 총 292명이

울의 조선기독교 창문사에서 인쇄되었다. 배포는 미주 지역 외에 국내에도 총판을 두어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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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간행 주기는 부정기적이었지만 대체로 연 1회 발간되었다. 편집은 창간호부터 제4호까지
는 오천석이 담당하였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영택·정일형·김태선 등이 담당하였다.
북미유학생총회에서는 1925년 6월 28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의 하이드파크 장로교회에서 제
3회 북미대한인유학생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인 안창호와 서재
필이 참석하여 ‘조선학생,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주제로 강연과 설교를 하였다.
오하이오주에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한국독립 승인대회’로 1944년 1월 애슐랜드Ashland라
는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애슐랜드는 오하이오주 주도인 콜럼버스에서 북동쪽으로 130km
떨어진 행정중심지이다. 이곳에서 이승만 등이 「카이로선언」에 대한 미주 동포들의 다양한 열
기를 동원하기 위해 ‘한국 독립 승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애슐랜드의 승인대회는 1944년 1월 21
일부터 이틀동안 열렸다. 한국독립 승인대회는 교회, 학교, 컨트리클럽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

McDowell Auditorium에서

라디오 방송 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설회는 하와이를 포함한 전국 114

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중계되었다.

II

미국 중부 및 동부

서 오찬 연설회와 만찬 연설회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맥도웰 강당John A.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고정휴, 「1930년대 미주한인사회주의운동의 발생배경과 초기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4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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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 시카고 지방회관(1910년) |
E 32nd St

의 1910년대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관

존. J 퍼싱 이스트
마그넷 스쿨

음악홀

시카고
지방회관

주차장

S King Drive

∷정

위도 41.83529°  N
경도 87.61811°  W

S Calumet Ave

∷옛 주 소	3235 South Calumet Avenue, Chicago, IL

∷가는길

S Giles Ave

∷현 주 소 3232 South Calumet Avenue, Chicago, IL

E 33rd Blvd

∷관련내용 시카고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미국 동부로 가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더글라스 캠프

3205

이 지방의 한인들은 모두 국민회 회원이 되어 지방회의 설립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시카고에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를 설립하자는 논의는 1910년 10월경부터 있어 왔
고, 그해 11월 5일 북미총회로부터 시카고에 국민회의 경찰소가 설치되었다는 정식
인준장이 발급되었다.
	1918년 2월 시카고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명의로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에 시카고 지방회 설립청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3월 1일 정식으로 시카고 지방
회가 설립되었다. 시카고 지방회에는 한인실업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국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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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 각종 의무금과 지원금을 비롯하여 시카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였
다. 시카고 지방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928년 재만동포문제 대책강구회외, 국내
한인수재구제회, 1929년 임시정부 임시재정후원회, 1930년 국내학생운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카고 공동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상태 1910년 당시 주소와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더글라스 플라자Dauglas Plaza의 주
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더글라스 캠프
Dauglas Camp가

있었던 곳이다. 더글라스 캠프는 북군의 징병과 훈련을 하던 곳이다.

당시 시카고 국민회관이 있었던 곳의 맞은 편에는 존 J 퍼싱 학교John. J Pershing School
가 있다.

1910년대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Dauglas plaza 주차장)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0년 12월 14일자, 「각지방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18년 3월 7일자, 「시카고지방회 설립청원서」.
• 최기영, 「姜永韶의 재미민족운동과 경제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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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지방회관(1918년) 겸 장인명 한인여관 |
∷현 주 소 2525 South Michigan Avenue, Chicago, IL
∷옛 주 소	2514 Prairie Avenue, Chicago, IL
∷정

의 1918년 당시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관이자 장인명이 경영했던 한인여관

∷관련내용 1910년에 설립된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는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
지는 못하여, 1913년 7월에 해산되었다. 그 후 1918년 2월 16일 시카고에 거류하
던 한인 15명이 시카고 지방회 설립 청원서를 북미총회에 제출하여, 2월 26일 정식
으로 인준을 받았다. 당시 시카고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였던 한인들은 임시지방회
의 회장 정원현을 비롯하여, 김경·장평·신영철·조종문·유재익·최윤호·남정현·
홍태호·이병두·조규섭·조종익·이일·박봉래·강영소 등 15명이다. 복설된 시카고

회 재정위원을 비롯하여 신한민보 통신원으로 활동하다가 1925년 국민회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국내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1930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카
고 대한인공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1940년에는 천세헌·강영문 등과 조선
의용대후원회 시카고지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44년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외교위
원부 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상태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프레리가Prairie

Ave

2514번지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 자

리에 멀시 병원Mercy Hospital & Medical Center 건물이 세워져 있다. 병원 맞은 편에는 아
파트G & A

Senior Residence at Eastgate Village

건물이 있고, 대각선으로는 프레리가Prairie

Ave

2601번지의 건물이 있다.

지방회는 1918년 3월 1일 정식으로 설립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회장에는 장평, 부
회장에는 정원현, 총무에는 김경, 서기 겸 재무에는 강영소, 학무원에는 최윤호, 법
미국 - 시카고

무원에는 변성욱, 구제원에는 이병두를 선출하였다. 시카고 지방회관은 장인명이
경영하던 한인여관에 두었다. 장인명은 1911년 경부터 시카고에 정착하여 이곳의
한인들을 위한 여관을 경영하면서 안창호와 교류하고 있었다. 장인명이 한인여관을

II

개설하면서 이곳에 한인들이 모이면서 시카고 지방회가 설치되고, 그의 여관이 지
방회관이 되었다.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시카고 지방회에서는 3월 10일부터 각 교회
를 상대로 대대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동정을 얻었고, 각 지방의 유력자
들을 초대하고 대회를 열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또한 4월 25일에는 지방회
관에서 의연회를 개최하여 의연금으로 1,186달러를 거두기도 하였다.
	장인명의 한인여관은 『신한민보』 1919년 2월 13일자 광고에 보면, “본 여관은 특
별히 우리 동포를 위하여 미국 중앙 시카고에 신설하온 바 숙식 범절을 오늘 시세로
선명하게 차려놓았다”고 한다. 당시 시카고에는 많은 한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장인명은 그들을 위한 여관을 개업하여 그들에게 노동을 주선
하였다.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인국민회 시카
고 지방회의 회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인명은 황해도 안악출신으로 시카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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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8년 3월 28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19년 2월 13일자, 「시카고 한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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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5th St

멀시병원

S Prairle Ave

위도 41.84666°  N
경도 87.620494°  W

S. Michigan Ave

∷가는길

시카고 지방회관(1918년) 겸
장인명 한인여관

G&A senior Residence at
Eastgate village

E 26th St

미국 - 시카고

2601

II

1918년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멀시병원)

1918년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멀시병원)
1918년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멀시병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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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지방회관(1920년) 겸 류재익 한인여관 |
∷옛 주 소	2067 Prairie Avenue, Chicago, IL
∷정

Pet & Home Pros

∷가는길

위도 41.854963°  N
경도 87.620706°  W

Betes Design

공터

시카고 지방회관(1920년) 겸
류재익 한인여관

의 1920년 당시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관이자 류재익이 경영했던 한인여관

S Prairie Ave

∷현 주 소 2067 South Prairie Avenue, Chicago, IL

E Cullerton St

더 휠러 맨션

E 21st St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는 1910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가 1913년에 해산을
당한 후, 1918년 3월 1일 복설되었다. 그 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시카고 지방
회는 1920년 5월 임원과 회원들이 떠나고 갈리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시카고 지방회가 또 다시 해산을 한 이유는 지
방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적 인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20년 당시 시카고 지방회관은 류재익이 경영하던 여관에 있었다. 류재익의 여관
에 대해서는 1920년 4월 30일자 『신한민보』 「여관 확장」이라는 광고에, “본인은 모
든 일을 본 때 있게 사용하오니, 유람차로나 노동이나 상업이나 주의하시는 이는 다

∷현재상태 당시의 시카고 지방회관 주소지는 없다. 다만 프레리가Prairie Avenue와 21번가21th Street
모퉁이가 당시 프레리가Prairie Avenue 2067번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그 자리에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주차장 선이 그어진 것으로 보아 얼마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II

미국 - 시카고

오옵소서”라고 게재하고 있다.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당시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얼마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 됨)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9년 6월 4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20년 4월 30일자, 「여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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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지방회관(1925년) |
W jonquil Ter

∷옛 주 소	7627 North Paulina Street, Chicago, IL
∷정

위도 42.020302°  N
경도 87.673072°  W
하워드
기차역

의 1925년 당시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관

상점
슈퍼마켓

시카고
지방회관(1925년)
우체국
워너 브로스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는 1910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가 1913년에 해산을

N Marshfield Ave

∷가는길

N Paulina St

∷현 주 소 7633 North Paulina Street, Chicago, IL

Howard st

당한 후, 1918년 3월 1일 복설되었다. 그 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시카고 지방
회는 1920년 5월 임원과 회원들이 떠나고 갈리지도 않았지만 해산을 당하고 말았
다. 그러다가 1923년 12월 30일 시카고의 한인들이 다시 모여 지방회 간부와 임원
을 선정한 바, 이날부터 복설이 되었다. 『신한민보』에 실린 「국민회 사무소」 주소록
에 보면, 이 곳으로 옮기기 전에 1924년 1월에는 와렌가Warren Avenue 1805번지에 시
카고 지방회관이 있었으나, 1925년 10월 경부터 노스 폴리나가North Paulina St 7627번
지로 옮겼다. 그 후 1927년 7월 레이크 팍크가Lake Pake Ave 3901번지로 이전하였다.

옥데일가 826번지로 옮겼다.

∷현재상태 1925년 당시의 주소지는 없고, 당시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주차장 옆에는 워너 브로스Werner

II

미국 - 시카고

레이크 팍크가에 있었던 지방회관은 1928년 7월경 시카고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던

Bros라는

건물이 있고, 하워드Howard 철도역

이 주변에 있다. 주차장의 맞은 편에는 자전거 가게Recyclery Collective 가게와 슈퍼마켓
Paulina Certified이

있다.

1925년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는 주차장)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4년 1월 31일자, 「국민회사무소」.
• 『신한민보』 1925년 10월 8일자, 「국민회사무소」.
• 『신한민보』 1927년 6월 6일자, 「국민회사무소」, 「시카고 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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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지방회관(1927년) |
S
3868

e

위도 41.82501°  N
경도 87.60379°  W

Av

∷정

∷가는길

rk
pa

∷옛 주 소	3901 South Lake Park Avenue, Chicago, IL

ke
La

∷현 주 소 3901 South Lake Park Avenue, Chicago, IL

시카고
지방회관(1927년)

미시간 호

ing rd

ss
E Per

마스지드 알 하람
이슬람 사원

의 1927년 당시 대한인국민회의 시카고 지방회관

∷관련내용 1918년 2월 시카고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명의로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E Oakwood Blvd

총회 시카고 지방회의 설립청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3월 1일 정식으로 시카고 지방
회가 설립되었다. 『신한민보』에 실린 「국민회 사무소」 주소록에 보면, 1924년 1월
에는 워렌가Warren

Ave

1805번지에 지방회관이 있었으나, 1925년 10월경부터 노스

폴리나가North Paulina St 7627번지로 옮겼다. 그 후 1927년 7월 레이크 팍크가Lake Pake
Ave

3901번지로 이전하였다. 1927년 이전한 이후 시카고 지방회장에는 김경이 맡게

되었다. 레이크 팍크가에 있었던 지방회관은 1928년 7월경 시카고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던 옥데일가Oakdale Ave 826번지로 옮겼다. 레이크 팍크지역은 미시건 호수 옆에

이 남아 있다.

∷현재상태 1927년 당시의 주소지는 없고, 당시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빈 공터로 남아
있다.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3901번지 건너편은 3868번지의 주택이 있다.

II

미국 - 시카고

있는 동네로 당시에는 번화가였지만 현재는 건물들이 대부분 헐리고 주택 몇 채만

1927년 당시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빈 터)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7년 6월 6일자, 「국민회사무소」, 「시카고 지방회」.
• 『신한민보』 1943년 10월 25일자, 「사고」.

| 98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4

99 |

| 시카고대학내 ‘한국의 날’ 행사지 |
∷현 주 소 시카고대학 인터내셔널 하우스 : 1414 East 59th Street, Chicago, IL
∷정

의 시카고대학내의 한인학생잡지 『우라키The

Rocky』의

원고 수합처이며, 우리 독립을

선전하기 위한 ‘한국의 날’ 행사지

∷관련내용 북미한인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는 학우들간 친목과 단합
과 더불어 미국내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는 등의 외교 및 선전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을 지원하였다. 북미한인유학생총회는 처음 ‘유미조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League
of America’란

이름으로 조직되었다가 명칭을 ‘북미한인유학생총회’로 변경되였다.

	1921년 4월 30일 출범한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는 1923년 6월 시카고에서 제1
회 ‘북미대한인유학생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카고에 본
부를 둔 것은 이 지역이 미주에서 동·서로 연락할 수 있는 중심지이자 학생의 교
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는 1924년 3월 1일 국한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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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라키』라고 하는 한인 학생잡지를 발행하였다. 『우라키』는 미국에서 원

미국에서는 주로 시카고지역의 재력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라키』 창간호 뒷 부분에 시카고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였던 강영소, 김경, 정
태은, 전태우 등의 업소명과 명단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카고대학내에 인터내셔널 하우스(1414 East 59th Street)가 1932년에 개관되
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 학자, 정치가 등 유명 인사들의 강좌에 이어 토론을 하고 만
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때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일요일 만찬에서 우
리나라 독립운동에 찬조를 받을 목적으로 종종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첫 프로그램으로 강용흘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시카고 인근의 한인학생
들과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의 교인들이 주관하던 ‘한국의 날’ 행사는 인터내셔널 하
우스에서 개최되었다.

∷현재상태 현재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각국 학생들과 학자들이 기숙하며 학문
을 교류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32년 당시 록펠로 2세의 기부로 지어진 것이다.

고를 수집, 한국으로 보내 인쇄하고 다시 미국으로 운송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1년에 2차례 발행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운송이 어려워 일제의 검열로 제목만 있
고 내용이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
	『우라키』의 창간호는 1925년 2월 상순 원고가 도착하여 조선총독부에 허가원을 제
출하였고,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 가서 허가를 받아 9월에 출간되었다. 『우라키』
의 편집은 창간호부터 제4호까지는 오천석吳天錫이 담당하였고, 제5호부터 제7호까
지는 전영택田榮澤·정일형鄭一亨·김태선金太線 등이 담당하였다. 1931년 7월에 발간
된 제5호는 전영택이 주필을 맡았고, 염광섭廉光燮·최윤호崔允鎬·장세운張世雲·한승
인韓昇寅·임영빈任英彬·한세광韓世光 등이 편집을 맡았다. 북미한인유학총회가 오하이
오주립대학과 시카고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카고지역에서는 시카
고대학에 재학생인 장세운이 국한문 편집부장으로 원고를 수합하여 편집하였다. 시
카고대학내의 『우라키』 원고 수합처는 “Exchange 182, University of Chicago”로
되어 있다.
	한인학생잡지인 『우라키』는 미국과 국내의 후원가들의 도움을 받아 발간되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3년 12월 13일자, 「북미 유학생보 「우라키」 원고 모집」.
• 『신한민보』 1933년 6월 22일자, 「학생총회」.
• 『신한민보』 1933년 7월 20일자, 「우라키 제7호 원고 모집」.
•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칠십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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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8th St

시카고 레보터리
스콜즈 대학
젝먼 필드

인터내셔널
하우스

S Blackstone Ave

위도 41.78811°  N
경도 87.590951°  W

S Dorchester Ave

∷가는길

미국 - 시카고

E 59th St

II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정문

‘한국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던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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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카고 재류 한인들이 ‘한국의 날’ 행사를 거행한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한국의 날’ 행사를 거행한 시카고대학내의 인터내셔널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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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지역 『우라키』 원고 수합처 및 편집·판매소 |
∷가는길

∷옛 주 소	500 Diversey Parkway, Chicago, IL
∷정

위도 41.93319°  N
경도 87.641591°  W
김태선 거주지

N Pine Grove Ave

∷현 주 소 2800 North Pine Grove Avenue, Chicago, IL

W Surf St

메리
메이어 스쿨

의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 발간한 『우라키The Rocky』의 원고가 수집 및 편집되었던 김
W Diversey Pkwy

태선金太善 거주지

∷관련내용 북미한인유학생총회는 학우들간 친목과 단합과 더불어 미국내에 한국의 사정을 알
리는 등의 외교 및 선전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북미한인유학생총회는
처음 ‘유미조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League of America’란 이름으로 조직되었다가 명
칭을 ‘북미한인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로 변경하였다.
	1921년 4월 30일 출범한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는 1923년 6월 시카고에서 제1회
‘북미대한인유학생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카고에 본부
를 둔 것은 이 지역이 미주에서 동·서로 연락할 수 있는 중심지이자 학생의 교통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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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1933년 당시 한인 학생잡지 『우라키』의 원고는 시카고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김태
선이 수합하여 편집하였던 것이다. 김태선의 거주지가 『우라키』 잡지의 원고 수합
처이자 편집처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상태 김태선의 거주지는 디버시 파크웨이Diversey

Parkway

곳은 1893년에 지어진 브레스터 아파트Brewster

500번지였다. 김태선이 살았던

Apartments였다.

그가 이 아파트의 몇

층에 거주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건물은 8층으로 석재로 지어졌고 현재 당시의
모습 그대로 리모델링되어 시카고의 랜드마크로 지정되어 있다.

한인 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처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33년 7월 20일자, 「우라키 제7호 원고 모집」.

| 106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4

107 |

미국 - 시카고

디버시 파크웨이 500번지에 붙은 ‘시카고 랜드마크’

한인 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처

디버시 파크웨이 500번지 건물 입구

II

한인 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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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시카고 지방회) |
∷현 주 소 826 West Oakdale Avenue, Chicago, IL
∷정

W Wellington Ave

의 시카고에 재류하던 한인들이 세운 감리교회이며, 시카고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곽림대는 강영승·최능익 등과 협

∷가는길

위도 41.93551°  N
경도 87.650336°  W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시카고 지방회)

W Oakdale Ave

의하여, 시카고한인감리교회를 세웠다. 곽림대가 시카고에 감리교회를 세운 이유
는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새로운 교회 설립에 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1923년

N Halsted St

∷관련내용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시카고에는 2백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

크레티코스
캔서 센터

와이즈먼 공원

9월 김창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재건되었다. 처음 교회는 링컨가Lincoln Ave에 있
는 미국인 교회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27년 5월 8일 레이크 파
크가Lake Park Ave로 이전하였다가, 1928년 2월에는 옥데일가Oakdale Ave로 이전하였다.
김경·강영소가 1928년 옥데일가의 2층 건물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예배공간을 갖
추게된 것이다. 2층에 침실이 3개가 있어 유학생들이 주로 숙소로 이용을 하였고,

학을 갔던 정일형의 회고록인 『오직 한 길로』에 의하면, “나는 우선 우리 한인교회
의 지하실에 방을 빌어 거처를 정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 시카고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의 집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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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은 예배 이외에 각종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1929년 당시 시카고로 유

회도 이 교회에서 주로 열렸다. 옥데일가 건물은 월세로 얻어서 1962년 2월까지
34년간 이 건물에 있었다. 그 후 1973년에 조지 스트리트George St 3246번지에 교회
를 구입하였다가, 버나드 스트리트N.

Bernard St

본 교회가 소속된 미국 북감리교단Methodist
Methodist Church으로

교회First

4850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1968년

Episcopal Church이

미국 연합감리교단United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명칭도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가

되었다. 2004년에 다시 웰링Wheelinh에 있는 힌

츠 로드Hintz Road 655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상태 옥데일가 826번지에 있었던 한인감리교회 건물은 2층의 전형적인 주택이다. 리모
델링을 하여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7년 5월 5일자, 「시카고한인교회」.
• 『신한민보』 1928년 7월 5일자, 「시카고 교회 새번지」.
• 곽림대, 『못 잊어 華麗江山』, 124~126쪽.
•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칠십년사』, 고려인쇄공사, 1995.
• 정일형, 『오직 한 길로』, 신진문화사,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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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옥데일가 826번지 건물 입구

1928년 시카고 한인감리교회(현재 개인 주택)

1928년 시카고 한인감리교회(현재 개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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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카페테리아 |
∷현 주 소 161 West Washington Street, Chicago, IL
∷옛 주 소	167 Washington Street, Chicago, IL
∷정

의 시카고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김경金慶이 경영하였던 카페테리아

∷관련내용 김경은 시카고지역 한인들 가운데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하였으며, 그가 일군 부는

∷현재상태 김경이 경영하던 ‘워싱턴 카페테리아Washington Cafeteria’라는 식당은 시카고 시청 근처
의 최고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워싱턴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워싱턴 스
트리트 167번지는 현재 없고, 그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는 빌딩이 들어서 있다. 빌
딩의 1층 워싱턴가 쪽에는 ‘Einsen Bros. Bagels’라는 빵집이 있고, 라셀라가La Sella
St쪽에는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였다. 김경은 1912년 경에 시카고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인 학생잡지 『우라키The Rocky』 제2호에 실린 「재미동포 실업상황」이라는 표에 의
하면, 김경이 경영하던 워싱턴 카페테리아Washington Cafeteria는 1926년 당시 “11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경은 1915년부터 식당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칠십년사』에 의하면, 1917년 시카고시 전화번호부에 ‘김
경’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김경의 식당은 시카고 시내 중심가인 웨스트
워싱턴가W.

Washington St

167번지로 되어 있고, ‘김킹(Kim King ; B. Manger)’이라고

다른 식당의 총무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한민보』 1927년 11월 4일자, 「시카고 한인사회」라는 기사에 의하면, “시카고 한
인 사업가의 킹king이라 할 만”하다고 일컫고 있다. 당시 시카고에서 김경 만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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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다. 김경은 워싱턴 카페테리아 이외에 업타운 그릴Uptown Grill이라는 또

업적으로 성공한 한인는 없었다. 김경은 시카고 다운타운의 중심가인 시청 근처에
‘워싱턴 카페테리아’라는 대형식당을 경영하였다. 『우라키』 제2호에 실린 「재미동
포 실업상황」이라는 표에 의하면, 1926년 당시 워싱턴 카페테리아는 자본금이 4만
4천 달러, 연 매출은 15만 달러라고 한다.
	김경이 경영하였던 워싱턴 카페테리아는 시카고 시청 근처에 있었다. 시카고 시청
건물이 1909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김경이 식당을 경영할 때인 1920년대와 1930
년대에도 시청 건물이 있었다. 김경은 시카고 시청 근처 인구가 붐비는 곳에 대형
식당을 경영하여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의 식당은 매일 1천
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하고 있었고, 매년 14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시카고 박람회 당시 잘못된 투자로 인해 식당사업이 실패하고, 주 거처를 뉴욕으로
옮겼다.

| 114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7년 11월 4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 『신한민보』 1931년 2월 12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 『우라키』(제2호), 1926, 「재미동포 실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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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Lasalle St

∷가는길

위도 41.883109°  N
경도 87.632696°  W

시카고 시청
W Washington St

김경 식당
추정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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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김경이 경영하였던 ‘워싱턴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곳

김경이 경영하였던 ‘워싱턴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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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형제 카페테리아 : 로렌스 카페테리아 |
∷현 주 소 3148 West Lawrence Avenue, Chicago, IL

을 식당명으로 삼았다. 강영문은 1927년경 본격적으로 식당운영에 나섰다. 강씨 형

∷옛 주 소	3254 West Lawrence Avenue, Chicago, IL
∷정

제들은 로렌스 카페테리아와 디버시 카페테리의 경영하여 1927년 당시 두 집의 자

의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던 강영소(둘째), 강영문
(셋째), 강영상(넷째) 형제가 경영하였던 식당

∷관련내용 미주 한인사회의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강영소姜永韶는 1917년 후반 샌프
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강영소는 1916년과 1920년 대한인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였으며, 이같은 공훈으로 1921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회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0
년 넘게 하와이와 북미에서 국민회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것이다. 강영소
는 시카고에 정착한 뒤 1918년에 국민회 시카고 지방회를 복설할 때 서기겸 재무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19년 당시 중앙총회의 재무를 맡고 있었는데, 3·1운동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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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는 하와이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하와이 한인사
회를 통합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 후 하와이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업과 계몽활동
을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왔고, 곧바로 시카고로 옮겼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던 강영상이 강영소와 동업하기 위하여
시카고로 옮겨왔다. 당시 시카고에서 식당업으로 성공한 김경의 도움을 받은 강영
소는 1922년 후반에서 1923년 초반 사이에 식당을 개업했고, 강영문·강영상 형제
가 합세했다. 처음 상호명은 로렌스 카페테리아Lawrence Cafeteria였고 9개의 테이블로
사업이 시작하여 크게 성공을 하였다. 『우라키』 제2호에 실린 「재미동포 실업상황」
이라는 표에 의하면, 1926년 당시 로렌스 카페테리아의 자본금은 3천 달러이고, 고
용원은 6명, 연 매출액은 3만 달러였다고 한다.
	강씨 형제들은 1926년에 디버시 파크웨이Diversey
사서 디버시 카페테리아Diversey

Cafeteria라는

Parkway

652번지에 카페테리아를

식당을 개업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였다.

아마도 1925년 시카고로 이주한 천세헌千世憲과 동업하여 하워드 카페테리아Howard
Cafeteria

라는 새 식당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디버시 카페테리아는 강씨 형제들이

동업한 것으로 로렌스 카페테리아와 디버시 카페테리아는 모두 소재한 거리의 이름

| 118

리가 180여 개쯤 되었고, 매일 6백명 정도의 손님들을 받았다. 이리하여 이들 형제
들의 연 수입은 9만 달러 정도가 되었다. 1930년 말 강씨 형제들은 ‘강씨형제 카페
테리아 회사(KANG BROTHERS CAFETERIA CO.)’라고 하여 두 곳에서 영업을 하였
다. 로렌스 카페테리아는 1만 6천달러의 자본금으로 이루어진 합자회사로 총수입
이 5만 달러에 이르렀고 고용인이 14명이었다. 강영대는 지배인을 맡고 있었다. 디
버시 카페테리아의 자본금은 2만 달러, 총수입은 6만 달러였다. 고용인은 16인, 지
배인은 강영소였다. 그리고 강영대·강영소·강영문·강영상·강혜순이 주주였다.
	강영소는 식당사업을 경영하는 외에 시카고 한인사회의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
으며, 신한민보사 시카고지국을 총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31년 8월 고
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가 경영하던 로렌스 카페테리아도 파산
위기를 맞았다가, 김경이 동업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1933년 2월 다시 문을 열었
다. 그러나 강영소는 다시 병이 재발하여 1934년 8월 26일 운명하였고, 그의 묘소
는 어빙 파크Irving

Park에

있다. 강영소 사후 그가 경영하였던 디버시 카페테리아는

법원 관리에 들어갔다가 1936년 1월 박필朴必이 매입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강영소의 부친 강명화姜明化는 북미지방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였고, 그의 형제
들도 대한인국민회의 직임을 맡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이같은 공헌으로 강영소
는 건국훈장 독립장(2011), 부친 강명화와 형 강영대姜永大, 동생 강영문姜永文은 애족
장(2012), 동생 강영각姜永珏은 건국포장(1997), 동생 강영상姜永商은 대통령표창이 추
서되었다.

∷현재상태 로렌스가 3154번지는 로렌스가(W. Lawrence Avenue)와 켓지가(North Kedzie
Avenue)가 만나는 사거리에 있었던 것 같다. 켓지가를 중심으로 로렌스가 서쪽 끝

의 3200번지 다음에 켓지가가 나온다. 켓지가를 건너면 ‘Lindo Michoacan’이라는
멕시칸 간판이 걸려 있다. 로렌스가 3200번지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건물 번지
수는 3152번지이다. 로렌스가 3198번지부터 3154번지가 켓지가 도로와 보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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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리아가 사거리 첫 번째 코너 건물이었을 것 같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3154번지

∷가는길

위도 41.968828°  N
경도 87.708111°  W

가 보도 속에 묻히고, 첫 건물이 로렌스가 3152번지가 된 것 같다.

N Kedzie Ave

것같다. 과거에는 켓지가의 길이 좁거나, 행인들이 다니는 보도가 좁아서 로렌스 카

로렌스 카페테리아

멕시칸 슈퍼마켓

W Lawrence Av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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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우라키』(제2호), 「재미동포 실업상황」 1926.
• 『신한민보』 1924년 10월 9일자, 「강영상씨는 시카고로 전왕」.
• 『신한민보』 1925년 9월 3일자, 「천세헌씨와 강씨동업」.
• 『신한민보』 1927년 11월 4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 『신한민보』 1927년 11월 17일자, 「國民會 各地方會報」.

강씨 형제가 경영한 ‘로렌스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곳

• 『신한민보』 1929년 4월 11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근문 국민회 지방회 개회」.
• 『신한민보』 1931년 2월 12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 『신한민보』 1931년 2월 12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 최기영, 「姜永韶의 재미민족운동과 경제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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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형제 카페테리아 : 디버시 카페테리아 |
∷현 주 소 654 West Diversey Parkway, Chicago, IL

∷관련내용 강영소(둘째), 강영문(셋째), 강영상(넷째)이 1924년 로렌스 카페테리아Lawrence
Cafeteria를
Parkway

St

위도 41.93279°  N
경도 87.645761°  W

rk

상 형제가 경영하였던 식당

∷가는길

C la

의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던 강영소, 강영문, 강영

N

∷정

N Orchard St

∷옛 주 소	652 West Devesey Parkway, Chicago, IL

디버시
카페테리아

피프스
서드 은행

W Diversey Pkwy

경영하여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1926년 가을에 디버시 파크웨이Devesey

652번지에 카페테리아를 사서 디버시 카페테리아Diversey

Cafeteria라는

식당을

개업하면서 사업을 확대하였다. 두 식당 모두 소재한 거리의 이름을 식당명으로 삼
았다.
	강영문(셋째)은 1927년경 본격적으로 식당운영에 나섰다. 강씨 형제들은 로렌스
카페테리아와 디버시 카페테리의 경영하여 1927년 당시 두 집의 자리가 180여 개
미국 - 시카고

쯤 되었고, 매일 6백명 정도의 손님들을 받았다. 이리하여 이들 형제들의 연 수입
은 9만 달러 정도가 되었다. 1930년 말 강씨 형제들은 ‘강씨형제 카페테리아 회사
(KANG BROTHERS CAFETERIA CO.)’라고 하여 두 곳에서 영업을 하였다. 로렌스 카

II

페테리아는 1만 6천달러의 자본금으로 이루어진 합자회사로 총수입이 5만 달러에
이르렀고 고용인이 14명이었다. 강영대가 지배인을 맡고 있었다. 디버시 카페테리
아는 자본금은 2만 달러, 총수입은 6만 달러였다. 고용인은 16인, 지배인은 강영소
였다. 1934년 8월 강영소 사후 디버시 카페테리아는 법원 관리에 들어갔다가 1936
년 1월 박필이 매입하여 운영하였다.

∷현재상태 디버시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디버시 파크웨이 652번지 자리는 현재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Halo’라는 남자 옷가게가 있다. ‘Halo’ 가게의 왼쪽은 662번지의 ‘Loft’라
는 여성옷가계가 있고, 오른쪽에는 644번지의 ‘Days Inn’이라는 호텔이 있다. 이로

관련자료
• 『우라키』(제2호), 「재미동포 실업상황」 1926.
• 『신한민보』 1924년 10월 9일자, 「강영상씨는 시카고로 전왕」.
• 『신한민보』 1925년 9월 3일자, 「천세헌씨와 강씨동업」.

보아 디버시 카페테리가 있었던 자리는 번지가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도 시

• 『신한민보』 1927년 11월 4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카고 도심에 약간 벗어난 부심지역이지만 인구의 이동이 많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 『신한민보』 1929년 4월 11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근문 국민회 지방회 개회」.

• 『신한민보』 1927년 11월 17일자, 「國民會 各地方會報」.
• 『신한민보』 1931년 2월 12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 『신한민보』 1931년 2월 12일자, 「시카고 한인사회」.
• 최기영, 「姜永韶의 재미민족운동과 경제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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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강영소 형제들이 경영하였던 ‘디버시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곳

강영소 형제들이 운영한 ‘디버시 카페테리아’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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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 한국독립승인대회 개최지 |
∷현 주 소 345 Cottage Street, Ashland, OH
∷정

까지 통과하는 퍼레이드가 개최되었다.

의 1944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오하이오주 애슐랜드Ashland에서 한국 독립 승인대
회Korean recognition conference가

개최된 장소

그 모습이 잘 남아있고, 당시 행사가 열린 교회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관련내용 1944년 1월 이승만은 「카이로선언」에 대한 미주 동포들의 다양한 열기를 동원하기

미국 - 오하이오주

당시 사무국으로 사용된 상업회의소 건물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위해 오하이오주의 애슐랜드에게 ‘한국 독립 승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애슐랜드의

	한국승인대회가 개최된 애슐랜드중학교는 1914년 애슐랜드고등학교로 사용되었으

한국독립승인대회는 1944년 1월 21일부터 이틀동안 개최되었다. 이승만은 『주미외

나, 고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중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연설회가

교위원부통신』 제55호(1943년 12월 20일자)을 통해 「긴급서신」을 보내어 “우리가 아

열린 중학교 강당은 ‘John A. McDowell Auditorium’이다. 한국승인대회 사무국은

직 잃은 강토만 못 찾았지 독립은 찾아 놓은 민족이니, 우리의 쾌활한 자유기상과

애슐랜드 상업회의소the Chamber of Commerce였다. 대회의 사무국으로 사용되었던 상업

열렬한 애국심을 드러냅시다”라면서 동포들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회의소 건물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1937년판 애슐랜드 『Polk’s Directory』에는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에는 이원순을 비롯하여 이승만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

II

∷현재상태 당시 한인승인대회 연설회가 열린 강당(John A. McDowell Auditorium)은 현재에도

리드가Reed Road 4720번지로 되어 있고, 1948년판 『Polk’s Directory』에는 오렌지가
148번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44년 당시 상업회의소의 주소록에서 정확

하였고, 헐버트Homer B. Hulbert 박사, 한미협회의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이승만 일

Orange St

기』에 따르면, 1944년 1월 20일 애슐랜드의 메인거리Main St에는 미국국기와 태극기

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현재 애슐랜드 공립 도서관Ashland

가 걸려 있고, “한국인들 환영(Welcome Koreans)”이라고 쓴 표지가 걸려 있었다고

1944년판 주소록만 없다. 애슐랜드중학교가 오렌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업회

한다. 애슐랜드 시장 핼러Haller와 시의 주요 지도자들이 한국승인대회에 참석한 모

의소 건물은 오렌지가 148번지에 있지 않았겠는가 추측될 뿐이다.

Public Library에는

든 한인들을 환영해 주었다.
	애슐랜드 현지에서 발간되는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1일자에
의하면, 한국독립승인대회는 교회와 학교와 컨트리클럽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오
찬 연설회와 만찬 연설회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1월 21일 점심회의가 애슐랜드중학
교 바로 옆인 브레턴Brethen 3번가3rd St에 있는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6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7시에 컨트리 클럽에서 저녁과
함께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애슐랜드 중학교 강당인 맥도
웰 오디토리엄John A. McDowell Auditorium에서 라디오 방송 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
설회는 마이어스 여사Mrs. Guy D. Myers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아메리카대
학 총장인 폴 더글라스Paul Douglass박사가 이승만을 소개하였다. 이 연설회는 하와이
를 포함한 전국 114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중계되었는데, 클리블랜드의 WHK
와 상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방송 연설회가 끝난 후 강당에서부터 시의 상업지구

관련자료
• 『Polk’s Directory』(1937년판, 1938년판).
•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53호, 1943년 12월 9일자, 「위원부소식」.
•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55호, 1943년 12월 20일자, 「가이로션언의 영향」.
•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57호, 1944년 1월 31일자, 「한국승인대회」.
• 『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1일자, 22일자,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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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4th St

애슐랜드
제일 장로교회

Orange St

W 3rd St

Church St

위도 40.870698°  N
경도 82.31708°  W

S Cottage St

∷가는길

애슐랜드
중학교 강당

W 2nd St
한국승인대회
사무국 추정지

II

미국 - 오하이오주

W Main St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사무국(상공회의소 제1 추정지)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사무국(상공회의소 제1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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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중학교 강당)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중학교 강당)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중학교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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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제일 장로교회)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중학교)

오하이오 애슐랜드 한국독립승인대회 연설장소(애슐랜드 제일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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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1일자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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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1일자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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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애슐랜드 가제트(Ashland Gazette)』 1944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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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주립대학 |
∷현 주 소 281 West. Lane Avenue. Columbus, OH
∷정

의 오하이오지역 한인 학생 독립운동의 중심지

∷관련내용 1919년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임병직·옥종경·윤영선·김현구 등
은 미주한인학생회The Korean Students’ League of America를 발기하였다. 미주한인학생회는
파리강화회의 시기 동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자 ‘영문월보’의 발행을 계획하였다.
영문월보에는 한국의 역사·교육·종교·재정·실업 등을 다루면서 특별히 한일관계
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인학생회 임원으로는 회장에 이춘호, 서무원 안종운, 재무 옥종경·윤영선,
서기 이병두·임병직, 기자 김현구·박줄리안을 두었다. 영문월보 발행을 위한 자금

	미주한인학생회에 의해 발간된 영문월보가 오하이오주립대학 어느 곳에서 편집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당시 대학내에 한인학생들의 모임 장
소에서 편집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하이오대학교의 대학 문서고University Archives에는 김현구Henry Cu Kim 등 재학생 혹은
졸업생들의 학생카드가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 개인기록은 학생기록처에
별도로 소장되어 있다.

∷현재상태 1919년에 발간된 영문월보의 정확한 발간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하이오주립대학
내에서 한인학생들이 모임을 가진 곳이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
확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학내에서 발간이 된 것만은 틀림 없다.

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10달러 혹은 20~30달러를 모금하고 보조금을 모았
다. 영문월보는 1919년 3월 제1호의 잡지가 발행되었다. 『Freedom and Peace』라
미국 - 오하이오주

는 제목으로 영문월보 제1권 1호를 발간하고, 이어 『Young Korea』라는 제목으로
제2호와 제3호도 발행하였다. 당시 영문보의 편집장을 맡은 임병직의 회고록에서,
“나는 유학생의 원고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한국사정을 설명들은 후 집필한 미국인

II

교수들의 기고에 의해 편집을 했었다. 그런데 당시 유학생들의 원고는 일단 교수로
부터 교열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의 영문실력이 완벽에 이르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다”라고 하였다. 이 영문월보는 미국학생과 교수 간에 호평을 받았으며 일제의 압
제를 받는 한국민족의 현실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비용으로 잡지를 간행하다 보니,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제3호를 내고는 정
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제1권 4호부터는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 설치
한 대한공화국 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Korea Review』로 이름을 바꾸고 1920년 8
월호인 제2권 6호까지 발행하였다.
	한인학생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영문월보를 한인학생의 기관지로 삼을 계획이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9년 2월 6일자, 「오하요주 한인 학생의 활동」.  
• 『신한민보』 1919년 3월 6일자, 「한인 학생의 영문보」.
• 『신한민보』 1919년 3월 25일자, 「학생 영문보를 도우라」.

그들의 계획은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이 시급해지자 한국 통신부에 영문월보의 실무
를 넘김으로써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인학생회의 설
립이 본격화 되어 19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발기대표회가 열리게 되었다.

• 『신한민보』 1919년 4월 8일, 「영문보 월보 제二호」.
• 『신한민보』 1919년 9월 30일, 「학생대회의 결과」.
• 임병직, 『임병직회고록』, 여원사, 1964.
• 장규식, 「1900~1920년대 북미 한인유학생사회와 도산 안창호」,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46집, 한국근현대사학
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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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 Ave

∷가는길

쿡킨스 홀

위도 40.000375°  N
경도 83.014433°  W

W. 17th Ave
유니버시티 홀
인디펜던스 홀

더 오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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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 대학

웨슬리안대학 유니버시티 홀

웨슬리안대학 유니버시티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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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대학 미주한인학생단 영문보 발간지 |
W 10th Ave

∷정

의 1919년 3·1운동 당시 오하이오대학 한인 유학생들이 발행한 영문 잡지 발간지

∷가는길

1574

위도 39.993871°  N
경도 83.011917°  W

워싱턴 빌딩

∷관련내용 미주한인 유학생들의 단체인 미주한인학생단The Korean Students League에서는 3·1운동
을 미주사회에 알리기 위해 『Freedom and Peace』라는 영문잡지를 발간하였다.

Worthington St

∷현 주 소 1574 Worthington Street, Columbus, OH

1579 1576

W 9th Ave

오하이오주에서 유학하던 한인학생들은 미국민들에게 한국민의 실정을 알릴 ‘영문
월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10달러 혹은 20~30달러를 내어 3월 중순
에 제1호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 영문보는 매호 1천부씩 발행되었고, 가격은 25
센트로 제1호가 호응이 좋아 바로 모두 다 소진되고 말았다. 곧이어 4월에 제2호가
발행되었다. 『신한민보』 1919년 3월 25일자 사설로 「학생영문보를 도우라, 대한독
립 국민된 자 오늘 이 시기에 더욱 도와주어야 됩니다」에는 “이 월보를 만드는 학생
제군이 버터없는 빵떡을 먹으면서 사탕없이 코피와 차를 마시며 푼전을 모아 양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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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면 양돈을 모아 쾟돈을 만들어 종이살 돈도 넉넉지 못함으로 하품 종이로 발
간하였으되 그것도 넉넉지 못하여 오직 32편에 깨알 박듯하였다”라고 하였다. 영문

보의 발행은 당시 오하이오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임병직이 한인학생단의 서기를 맡
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동이 되어 발간하였다.

∷현재상태 영문보의 발간지는 당시 오하이오대학 유학생들의 거주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
시의 발간지 주소지인 워싱톤가Worthington St 1574번지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그 자
리에는 여전히 오하이오대학 학생들이 거처하는 2층 주택이 새로 건립되었다. 새로
건립된 건물은 여러 번지가 함께 있는데, 1574번지는 1층의 오른쪽에 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9년 3월 20일자, 「광고–영문보를 도우소」.
• 『신한민보』 1919년 3월 25일자, 「광고–영문보를 도우소」.

오하이오대학 미국 학생단이 영문보를 발행하였던 곳

• 『신한민보』 1919년 4월 15일자, 「영문보 제2호」, 「영문보를 보는 제위에게」, 「영문보를 경계하오」.
• 임병직, 『임병직회고록』, 여원사, 1964.
• 장규식, 「1900~1920년대 북미 한인유학생사회와 도산 안창호」,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46집, 한국근현대사학
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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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하이오대학 재학생들이 영문보를 발행하였던 곳

오하이오대학 재학생들이 영문보를 발행하였던 곳(15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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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 |
∷현 주 소 61 South. Sandusky Street. Delaware, OH
∷정

∷가는길

위도 40.296254°  N
경도 83.067825°  W

의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재학하였던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곳

∷관련내용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Ohio Wesleyan University은 오하이오주의 델라웨어Delaware라는 작

S Sandusky St

유니버시티 홀
앤드 그레이 채플

슬로컴 홀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은 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감리교계통으로 학교이다. 이 대학은 1842년에 설립되어

스터지스 홀

많은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시키는 학교였다.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은 한인
학생들이 유학을 하였는데, 특히 미주의 감리교와 연관되어 유학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인연에는 웨슬리안대학교의 총장 웰치Herbert Welch 박사의 역할이 컸다. 최초의
외국유학 문학사인 하란사도 웨슬리안대학 출신이었는데, 그녀가 수학할 당시 웰치
가 총장이었다. 김도연과 김활란의 경우에도 웰치 총장에게서 입학추천서를 받아
유학할 수 있었다. 이곳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대부분은 뉴욕의 콜롬비아대학이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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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오하이오주립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였다.
	웨슬리안대학교 학생들은 재학중이었던 한인학생들은 고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당시 이 학교에 재학하였던 이춘호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재학하는 이병두와 함께 1919년 8월 2일 티핀Tiffin시에서 ‘한국친구회’를 조직하여
미국인의 동정을 얻었다.
	웨슬리안대학 도서관 2층에 있는 대학 문서보관소University Archives에는 김도연, 김활
란, 김옥길 등 재학생 혹은 졸업생들의 학생카드student card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대
학 문서보관소에는 3·1운동 당시 일제가 집단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수원과 안성
일대를 직접 목격한 노블Noble 선교사 가족 문서Noble

Family Documents가

보관되어 있

다. 그 문서들은 노블 선교사가 3·1운동 당시 직접 작성한 일제의 집단학살 보고서
를 비롯하여 한국독립운동에 중요한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상태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은 100년 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인 학생들이 어
느 곳에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며,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한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9년 8월 12일자, 「티핀시에 한국친고회 조직」.
• 김도연, 『나의 인생백서』, 상산김도연박사기념사업회, 1967.
• 김성은, 「신여성 하란사의 해외유학과 사회활동」, 『사총』 Vol.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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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주미조선공사관 건물 |
∷현 주 소 1500 13th Street, North West, Washington DC
∷정

사지구Historical District로 관리되어 왔다. 이후 2012년 10월 18일 문화재청에서 이 건

의 조선과 대한제국의 정부가 1891년부터 1910년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한 곳

∷관련내용 워싱턴DC에 조선정부의 공사관이 설립된 때는 1888년이었다. 정식 명칭은 ‘대조선
주차미국화성돈공사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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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에게

물을 매입하였고, 그해 10월 31일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었다.

∷현재상태 문화재청에서 리모델링 및 전시시설을 완비하여 2016년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라
한다.

신임장을 제정한 후 워

싱턴 시내의 한 건물1513 15th O Street NW을 빌려 외교업무를 개시하였다.
	청국淸國의 압력으로 박정양 공사가 귀국한 후 그의 후임 공사 이하영李夏榮은 1891
년 12월 1일 브라운(Sevellon A. Brown Jr.)으로부터 25,000달러를 주고 Iwoa
Cicle(현재는 Logan Circle)에 있는 현 건물을 구입하여 공관으로 삼았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된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로 천장이 높고 7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
다. 1층은 공식 업무용이고, 공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 2층에 기거하였고, 3층 홀은

II

미국 - 워싱턴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 이하영 공사 초청으로 미 제24대 대통령 그로브 클리브랜
드Grover Cleveland의 부인 프랜시스 클리블랜드Frances Cleveland 등 저명인사들이 연회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당시 대통령 부인이 외국 공사관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로 현지 외교가에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1905년 말 을사늑약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주미대한제국공사
관은 폐쇄되었다. 공관 건물은 1910년 6월 29일 단돈 5달러에 주미일본대사 우치
다 야스야內田康哉에게 매도되었고, 다시 주미일본대사 우치다는 1910년 9월 1일 풀
턴Horace K. Fulton이라는 미국인에게 10달러에 팔았다. 1977년 이 건물은 젠킨스T. L.
Jenkins라는

사람에게 팔렸다.

	현재의 건물은 1889년 2월 조선정부가 주미공사관 용도로 처음 사용한 뒤, 1891
년 12월 고종의 주도로 2만 5천 달러에 공식매입하여 16년간 공사관 건물로 사용하
였다. 이 건물은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정치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가 1877
년에 건립하였고, 토마스 M. 플로우맨Thomas

M. Plowman이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

였다.
	공사관 건물은 1972년 6월 워싱턴 D.C. 로건 서클의 유서 깊은 옛 건물과 함께 역

관련자료
• 방선주, 「구한국 주미공사관의 역사」, 『워싱턴신문』, 1982. 7. 17.
• 윤병석,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 지식산업사, 1994.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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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a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조선공사관 건물

주미조선공사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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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위도 40.808127°  N
경도 73.965771°  W

의 뉴욕지방 한인들의 신앙공동체이자 민족운동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던 곳

∷관련내용 뉴욕한인교회는 1921년 4월 28일에 공식 창립되었다. 뉴욕의 한인들은 당초 매디
슨가Madison Avenue 감리교회를 빌려 예배를 보기 시작하다가 감리교단의 재정지원을

뉴욕
한인교회

W 11
6th S
t

W 11
5th S
t
St Hilda’s &
St Hugh’s School
W 11
4th S
t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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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는길

Riv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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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현 주 소 633 West 115th Street, New York, NY

Dr

| 뉴욕한인교회 |

받아 맨하탄 시가(459 W. 21th St.)에 독자적인 교회 건물을 마련하였다. 뉴욕한인
교회는 3·1운동 기념집회를 계기로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적으로 의의
가 있는 교회이며, 뉴욕한인교회의 영문은 ‘Korean Church and Institute’이다. 이
는 단순한 교회가 아닌 성경공부나 이민자를 위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는 1927년 10월 허드슨 강
변에 위치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교회 내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

이자 유학생들과 정치적 망명자들의 임시거처가 되었다.

∷현재상태 뉴욕한인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외형은 1920년대 후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2015년 3월에 교회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신축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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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교회는 뉴욕 내 한인 민족운동의 거점

2008년 뉴욕 건축법에 따라 44인치 계단을 설치해야만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고 한다. 신축 건물의 건축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신축 교회 건
물에는 일정정도의 전시관을 두고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 신앙 등에 대해 전시할 예
정이다.

뉴욕한인교회 입구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7년 11월 17일자, 「뉴욕예배당 새 번지」.
•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대표집필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뉴욕한인교회 70년사』, 깊은 샘, 1992.

| 16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4

161 |

II

미국 - 뉴욕

미국 동부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뉴욕한인교회

미국 동부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뉴욕한인교회

미국 동부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뉴욕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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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524 Park Avenue, New York, NY

의 대한인국민회 뉴욕 지방회관

E

∷정

St

| 뉴욕 지방회관(1919년 4월) |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는 1919년 3월 17일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천세헌, 부
회장은 이봉수, 총무는 장수영, 서기 겸 재무는 박호빈 등이 선출되었다. 3·1운
동 당시에는 파크가Park Ave 520번지에 있었고, 그해 6월에는 폭스가Fox St 1180번지
로 이전하였고, 7월에는 도여스가Doyers

St

6번지로 옮겼다. 그리고 1919년 9월 18

일 도여스가 6번지에서 뉴욕 지방회관 개관식을 거행한 후 1925년까지 이곳에 있었
다. 그러나 그 후 뉴욕 지방회의 활동이 부진하여 해산하였다가, 1927년 2월 22일
에 설립되었다. 1927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은 125번가W. 125th St 5번지에 있는 할렘
YMCAHarlem

YMCA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뉴욕 지방회는 활동 부진으로 해산을 하

Lexington Ave

709번지에 두었다.

∷현재상태 1919년 4월 당시 지방회관이 있었던 파크가 520번지는 없어졌다. 현재 520~524
번지까지 합쳐져서 524번지가 되었고, 524번지 자리에는 크리스트 연합 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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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1935년 5월 23일에 복설되었다. 1935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은 렉싱턴가

Christ Church United Methodist가

건립되어 있다. 이 교회는 1931년 건립되었기 때문에,

1919년 당시 지방회관의 건물은 1931년경에 헐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1919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크리스트 연합 감리교회)

• 『신한민보』 1919년 4월 5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19년 6월 4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19년 6월 28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신한민보』 1919년 11월 22일자, 「각 지방 국민회 사무소」.

| 16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4

165 |

II

미국 - 뉴욕

크리스트 연합 감리교회 정초석

1919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크리스트 연합 감리교회)

크리스트 연합 감리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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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지방회관(1935년 8월) |
∷현 주 소 709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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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인국민회 뉴욕 지방회관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뉴욕 지방회는 1919년 3월 17일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천세헌, 부

뉴욕 지방회관
(1935년)
AeRosoles 구두 가게(1층)

회장은 이봉수, 총무는 장수영, 서기 겸 재무는 박호빈 등이 선출되었다. 3·1운동
당시에는 파크가Park Avenue 520번지에 있었고, 그해 6월에는 폭스가Fox St 1180번지
로 이전하였고, 7월에는 도여스가Doyers

St

6번지로 옮겼다. 그리고 1919년 9월 18

일 도여스가 6번지에서 뉴욕 지방회관 개관식이 거행하고, 1925년까지 이곳에 있
었다. 그러나 그 후 뉴욕 지방회의 활동이 부진하여 해산하였다가, 1927년 2월 22
일에 다시 뉴욕지방회가 복설되었다. 1927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은 125번가 5번지
W. 125th St에

있는 할렘YMCAHarlem YMCA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뉴욕 지방회는 활동

가Lexington Ave 709번지에 두었다.

∷현재상태 1935년 8월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렉싱턴가 709번지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현재 지방회관은 2층의 건물로, 당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건물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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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으로 해산을 하였고, 1935년 5월 23일에 복설되었고, 당시 지방회관은 렉싱턴

는 ‘Aerosoles’라는 여자 구두 가게가 있다.

1935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Aerosoles 여자 구두 가게)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8년 7월 5일자, 「국민회 총사무소」.
• 『신한민보』 1935년 8월 1일자, 「국민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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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35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Aerosoles 여자 구두 가게)

1935년 당시 뉴욕 지방회관이 있었던 곳(현재 Aerosoles 여자 구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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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우라키』 편집부 사무소 |
∷현 주 소 261 Madison Avenue, New York, NY
∷옛 주 소	247 Madison Avenue, New York, NY
∷정

∷가는길

체이스 은행

위도 40.7503°  N
경도 73.981003°  W

뉴욕 우라키
편집 사무소 추정지
던킨 도너츠

e

의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 발간한 한인학생잡지 『우라키The Rocky』 편집부 사무소

n
iso

d
Ma

∷관련내용 북미한인유학생총회는 학우들간 친목ㆍ단합과 더불어 미국내에 한국의 사정을 알

Av

E 38
th

St

리는 등의 외교 및 선전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북미한인유학생총회는
처음 ‘유미조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League of America’란 이름으로 조직되었다가 명
칭을 ‘북미한인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로 변경하였다.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는 1924년 3월 1일 국한문으로 『우라키』라고 하는 한인학
생잡지를 발행하였다. 『우라키』는 미국에서 원고를 수집, 한국으로 보내어 인쇄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3단계 과정으로 1년에 2차례 발행하였다. 시카고에 한인 유학생
들이 많았기 『우라키』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는 편집부 사무소를 시카고에 두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한인 학생들이 뉴욕에 많았기 때문에 1929년에는 뉴욕
미국 - 뉴욕

으로 편집부 사무소를 옮기게 되었다. 『우라키』 제5호의 편집부 사무소는 매디슨가
Madison Ave

247번지였고, 제6호의 편집부 사무소는 1932년 6월에는 정일형의 거주

II

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49번가E. 49th St 235번지에 두었다. 제7호의 편집부 사무소는
다시 시카고로 옮겨서 김태선의 거주지였던 디버시 파크웨이Diversey Parkway 500번지
에 두었다.

∷현재상태 『우라키』 편집부 사무실로 쓰이던 당시 뉴욕 매디슨가 247번지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건너편에 245번지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247~261번지가 합해서
시그너쳐 은행Signuture Bank 건물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인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부 사무소가 있었던 곳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9년 7월 11일자, 「투고규정」.
• 『신한민보』 1932년 7월 7일자, 「우라키 제6호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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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인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부 사무소가 있었던 곳

한인학생잡지 『우라키』의 편집부 사무소가 있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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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신보 발행지 |

키 은행

의 허정, 김도연, 장덕수 등이 뉴욕에서 간행한 『삼일신보』의 발행지

E 22n
d

∷관련내용 『삼일신보』는 뉴욕에서 결성된 뉴욕한인교민단의 기관지로 발간된 주간신문이다.

삼일신보사
발행지
St

33 번지

23 S
t

∷정

위도 40.739994°  N
경도 73.987381°  W

290
번지

∷옛 주 소	43 East. 22nd Street, New York, NY

∷가는길

E 23rd
St

Broa
dwa
y

∷현 주 소 41 East. 22nd Street, New York, NY

매디슨 스퀘어 공원

Almond

1928년 6월 29일 창간되어 1930년 6월까지 약 2년여 동안 분립된 한인사회를 규합
하는데 노력하였다. 『삼일신보』의 창간은 뉴욕교민단장 허정과 『동아일보』 특파원
이기도 한 유학생 장덕수의 만남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3·1운동정신을 계
승·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제호를 『삼일신보』로, 노농대중을 위한 진보적 언론지
를 지향하는 한편, 창간일을 1928년 3월 1일을 결정하였다. 주요 발기인은 허정·
장덕수·홍득수·신성구·송세인·이봉수·김양수·윤홍섭·김도연·최순주·서민호
등 콜롬비아대학 유학생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재정마련은 허정·윤홍섭·신성구
등이 담당하였고, 신문 제작은 장덕수가 주관하였다. 장덕수는 미국내에서 국문활
미국 - 뉴욕

자를 구할 수 없자,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로부터 국문 활자를 우송받았다. 신문사
사옥은 맨하턴 23가의 한 빌딩 사무실로 정하였다. 임원진은 사장 허정, 주필 김양

II

수, 편집 장덕수·김도연·최순주, 영업 홍득수, 재정 신성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창
간의 주역이었던 허정이 구미위원부 활동을 돕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면서, 경영책
임을 이기붕에게 넘겼다. 1929년 장덕수마저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운영
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기붕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결국 창간 2년만인
1930년 6월 폐간되었다.

∷현재상태 『삼일신보』의 간행지였던 이스트 22번가E. 22nd st 43번지는 현재 없어졌다. 43번지
가 있었던 자리의 오른쪽 건물이 33번지, 왼쪽 건물이 파크가Park Ave 290번지인 것
으로 보아, 43번지는 41번지로 합해진 것으로 보인다. 41번지 자리에는 현재 신축
건물 공사를 하고 있다.

뉴욕교민단의 기관지 『삼일신보』 발행지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29년 12월 5일자, 「삼일신보사」.
• 金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캘리포니아, 1959.
• 盧載淵, 『在美韓人史略』, 로스앤젤레스, 1963.
• 許政, 『내일을 위한 證言』, 샘터사, 1979.
• 李敬南, 『雪山 張德秀』, 동아일보사, 1981.
• 趙鍾武, 『아메리카대륙의 韓人風雲兒들(上)』, 조선일보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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