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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사적지 실태조사는 두 지역으로 나누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독립운동의 공간이 세계 속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멕시코 한인이주 110주년을 맞이하여 멕시코와 쿠바지

자꾸 사라져가는 그 흔적의 역사를 후손들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

역을 심화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본지역을 심화 조사했습니다.

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적지를 통해서 복원하는 작
업을 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5년 4월 4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미지의 땅 멕시코에 한인이 도착한 후 1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들은 억척스럽게 생활하였으며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지부

끝으로, 2015년 실태조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는 멕시코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활동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위원을 비

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 과달라하라의 안창호 숙소를 처음으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

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 및 메리다 지방회관과 멕시코 한인이민
2015년 12월 10일

100주년 기념비 및 기념탑도 심화 내지 최초 조사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쿠바지역은 멕시코보다 10여 년 늦게 한인들이 정착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한인국

윤주경

민회 아바나 지방회관 및 마탄사스 지방회관 및 민성학교 등을 심화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지역은 크게 후쿠오카, 나가사키, 쓰시마, 히로시마, 오사카, 가나자와, 사이
타마, 도쿄, 요코하마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사카에서 윤봉길 의사가 한 달간
구금되었던 일본군 제4사단 육군위수형무소 자리와 가나자와 제9사단 위수구금소 터를 정확
하게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순국 후 묻혔던 우라와 형무소 터
도 찾아내었습니다. 이밖에도 독립운동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요코하마 및 도쿄지역 한인 순
난자 위령비도 최초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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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멕시코 이민과 한국독립운동

이민 배경

白向輝武와

멕시코는 중남미의 관문으로 면적이 1,964,375 km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였다. 이민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은 ‘대륙식민합자회사’가 책임지고 필요한 비용은 멕시코 고용

세 번째로 큰 나라이고 세계에서는 14번째로 큰 나라다. 한국에 비해 9배나 큰 면적을 지녔으며,

주(농장주)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민대행 수수료 역시 고용주 측에서 한 가족당 파

대통령 중심제를 기초로 하는 연방공화국이다. 31개 주州,

estado와

1개의 연방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1억 1,487만 명(2012년)이며, 혼혈mestizo이 60%, 원주민이 30%, 백인이 9%,
기타가 1%를 차지하는 다인종 국가다. 수도는 멕시코시티이며 1천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다.

교섭하여, 히나타가 서울에 대륙식민합자회사 출장소를 설립하여 이민 모집을 시작하

운드화로 4파운드, 독신자인 경우에는 1파운드씩을 ‘대륙식민합자회사’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민 모집은 한국의 각지에 지점을 두고 대륙식민회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
었다. 전국에 이민 모집 광고가 유포됐는데, 당시 『황성신문』에 난 광고는 다음과 같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지만 아직까지도 66개에 달하는 원주민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는 국민의
아메리카 북쪽의 멕시코는 지금 미합중국과 같은 나라로 문명이 부富한 강국으로 물과 땅이 좋

89%가 천주교를, 6%가 개신교, 기타 종교 1%이다.
멕시코에 한국인들이 이민을 간 것은 1905년이다. 19세기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고 기후가 온난하여 장질부사 같은 역병이 없고 세계가 공히 알다시피 부유한 사람이 많고 가

농장에는 에네켄의 수요 폭주 때문에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어야만 했다. 19세

난한 사람들은 별로 없음. 고로 노동력이 늘 부족한 실정임. 최근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독신,

기 중반 미국의 소맥산업이 번창하면서 밀가루 포대를 묶는 끈과, 해운산업의 발달로 선박용 로

또는 가족으로 와서 많은 돈을 벌었으며 한국 젊은이들도 몰려오고 있음. 음력 12월 10일 이

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였다. 당시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이 유카탄 반도의 원주

전까지 해당 모집사무소에 가서 조속히 등록할 것이며 기일에 착오 없기 바람(『황성신문』 1904

민이었던 마야인Maya과 멕시코 북부 소노라Sonora지역에서 강제로 끌고 온 야키족Yaqui이 있었

년 12월 24일자).

henequén

다. 그러나 이들 마야인과 야키족은 체격이 작고, 체질적으로도 강하지 못해 중노동을 견디지
못하였다.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주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이민 모집 광고가 난지 6개월도 채 못된 기간 동안에 서울, 평양, 수원 등 전국 18개 지역에

그래서 19세기 말경 중국인들을 유카탄 반도에 대거 들여왔으나 중국인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서 쉽게 모집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 이민자 가운데는 일반 농민과 노동자들 외에

소식을 들은 중국 당국에서는 멕시코 이민을 금지하게 되었다.

퇴역군인 200명을 비롯해, 소수의 양반계급과 부산 출신의 어부들이 1백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장주들은 또 다른 아시아인들에게 눈을 돌렸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다. 당시
멕시코 이민을 대리하던 사람은 영국 국적의 마이어스John

G. Mayers라는

고 한다.

상인이다. 마이어스

는 일본의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합자회사大陸植民合資會社’와 접촉하였으나 일본인들을 멕시코로
데려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대륙식민합자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히나타 테루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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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민 과정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의 생활

멕시코 이민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1,033명의 한인들이 멕시코로 이민간 것으로

유칸탄에 도착한 한인 노동자들은 에네켄henequén 농장에 배치되었다. 에네켄은 마야어이며,

알려져 있었다.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 1,014명, 1,031명, 1,035명,

섬유식물로 6년이 지나면 1년에 두 차례 잎을 딸 수 있고, 20년생으로 15년 정도 수확이 가능하

1,700명 등 다양하다. 지금까지 멕시코 이민자의 숫자는 인천주재 일본영사였던 가토加藤가 고무

며 대공이 죽는다. 영어로는 사이잘Sisal, 스페인어로는 소스킬Sosquil이라는 섬유를 추출하여 밧줄

라小村 외상에 보낸 보고문에 나온 숫자가 1,033명이다. 성별 모집 인원, 가족단위와 독신자 집단

이나 노끈·가방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여졌다. 우리말로는 하얀 마麻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농장

등 이민 분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에서 일했던 한인 노동자들은 이것을 ‘어주기’, ‘어저구’, ‘어저귀’라고 불렀다.

멕시코 이민 통역으로 간 권병숙이 보낸 편지에는 1,0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으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들은 메리다로 이동하였고, 메리다 시내 들판에서 휴식을 취한 한인 이
민자들은 1명에서 여러 명 단위로 에네켄 농장으로 각각 분산되어 보내졌다. 돈을 많이 낸 농장주

로 가족수와 독신자는 물론이고 여자아이 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1905년 4월 4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미지의 땅 멕시코에 도착하였다. 한인

는 제일 먼저 건장한 노동자를 많이 데리고 갔다. 배치된 한인들 수는 농장 규모에 따라 제각각이

노동자들은 영국 국적의 ‘샌 일포드 S.S. Ilford’호를 타고 1905년 5월 12일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

었다. 한인들은 대체로 30~40명 단위로 분산·수용되었다. 야스체Yazche 농장에 50~60명, 춘추

서남부의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 항구에 도착하였다. 출발에서 도착까지 75일 걸렸다. 일행 중

쿠밀Chunchukumil 농장에 70명, 첸체Chenche 농장에 133명이 갔다고 알려져 있다. 멕시코 메리다

박선일의 2살 된 아들과 김영성의 4살 된 딸이 병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인 이민자들이 멕시코

역사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1906년 3월 9일 현재 1,018명의 한인들이 23명의 농

남부 살리나크루스 항구에 첫발을 디딘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崔秉德)의

장주가 소유한 32개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22명과

『교포역설』에 의하면, 멕시코 도착일은 1905년 4월 15일, 서상철은 5월 12일 혹은 5월 13일,

농장에서 도주한 27명을 제외하고 총 969명이 있었다고 한다.

웨인 패터슨은 5월 15일 등 현재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멕시코 이민 100주년

멕시코 이민 한인들의 참상은 곧 바로 국내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메리다에 살고 있던

기념일’을 정할 수 없지만, 1909년 5월 12일 계약노동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아 5월 12일이 정확

중국인 하혜河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이던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 회원에게 편지를 보냈

하다고 판단된다.

고, 이것을 다시 상동청년회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본 상동청년회 서기 정순만鄭淳萬은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들은 들판에서 하루를 머문 후 환자 14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테우안테펙
Tehuan-tepec지협地峽

기차를 타고 다음날 베라크루스Vera

Cruz의

코앗사코알코스Coatza

Coalcos

역

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들판에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5월 14일 유카탄 반도의 동북단
항구인 프로그레소Progreso 항구에 도착하였다. 한인 이민자들은 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황성신문』에 기서寄書(『황성신문』 1905년 7월 27일)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정순만은 멕시코 이민
의 유래와 상황 및 한인들의 참상이 하혜가 보내 온 편지를 요약하여, 멕시코 이민의 불법성과 이
주민의 참상을 알렸던 것이다.
한인들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현지의 마야인과 멕시코 북부 소노라에서 끌려 온 야키족과 같이

검역 및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이 중 73명이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프로그레소에 남게 되

생활을 했다. 케네쓰 터너John

었다. 그 외 이민자들은 화물차편으로 메리다Merida에 도착한 것이다. 메리다에서는 커다란 천막

하면, “농장 당 대략 1,500명의 노예가 있는데 이들 중 30명은 한국인, 200명 정도는 야키족, 그

이 쳐진 노천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생활이 5주일이나 계속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살리나크루스

리고 나머지는 마야족”이라고 하여, 한인들은 야키족과 마야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야스체

병원에 입원한 환자 14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농장의 경우 초기에 야키족과 한인들이 에네켄을 재배하였으며 한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였

Kenneth Turner의

『야만의 멕시코Mexico

Barbaro』(1985)라는

책에 의

다. 잇신캅Itzincab 농장의 경우에도 한인들이 거주하던 곳에 대해 호세 산체스 팍은 “그 집들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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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건축 자재를 보아 조그마한 도회주택 같았다. 그 집은 아연판의 지

보호를 위해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회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는 멕시코

붕과 칸막이로 되어 있었다.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한 구획의 거리가 약 150미터 되는 한

동포들이 위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회에서는 견묵위원遣墨委員

구획의 주택단지였다. 이 단지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우리 모든 한인들이

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시는 물을 공급하여 주었다. 집들은 20미터 간격 또는 좀 더 간격을 띠고 있었으며, 구획을

멕시코에 파견될 견묵위원으로는 황사용黃思溶과 방화중邦化重 두 사람이 선정되어, 멕시코에

이루어 가지런히 지어져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였고, 학교는 자연적으로

서 국민회 조직의 임무를 띠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1909년 4월 3일경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였다.

6일 텍사스의 미국경 도시 엘 파소El Paso를 경유해, 멕시코의 치와와Chihuahua를 지나 멕시코시티
Mexicocity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베라크루스 항구에서 동포 8명을 심방하고, 1909

대한인국민회의 설립과 독립운동

년 4월 15일 배를 타고 프로그레소 항구에서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시에 도달하였다. 메리다에

1909년 5월 12일 멕시코의 한인들은 4년간의 노동계약이 끝나고 농장에서 해방되었다. 한

도착한 견묵위원들은 멕시코 한인들을 위무하는 한편, 국민회의 종지를 설명하며 이곳 메리다에

인 이민자들 중에는 자유의 몸이 되기 이전에 탈출하거나 농장주에게 돈을 주고 해방된 경우도

지방회 조직에 착수하였다. 계약만기를 3일 앞 둔 1909년 5월 9일 대한인국민회 메리다 지방회

있었다. 이미 탈출하거나 에네켄 농장에서 해방 이전 자유의 몸이 된 한인들은 미국 샌프란시스

를 창립하게 되었다.

코의 국민회 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한인동포의 구제와 실업에 힘 쓰기 위해 ‘친목회親睦會’를

메리다 지방회의 창립을 위해 한인 노동자들은 16개 농장에서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314명이

조직하였다. 친목회는 원래 자연적인 동질감 속에서 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직되기 마련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창립대회가 열렸다. 당시 창립대회의

데, 당시 조직된 친목회도 한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광경을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친목회는 회원 각자 고본금 50원씩 합자하여 조국독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목도모만이 아닌 국권회복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속박을 당하던 천여 명 동포가 우리의 조국을 건질 목적으로 국민회를 조직하였으니 어찌 묵

있다. 이때 결성된 친목회의 회장에는 이근영李根永, 총무에는 김윤원金允元, 재정에는 김제선金濟善,

국墨國 일월日月이 놀라지 아니하며 … 모이는 처소는 광활한 예배당인데, 대한국大韓國 태극기太

사찰에는 황면주 등이 담당하였다.

極旗와

한편, 한인들이 멕시코에 오기 전에 이미 유카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먼저 들어와 있
었다. 1908년 12월 28일 어떤 일본인이 산으리·초촐라Chochola 등의 농장에 찾아와서 “너희는

묵서가墨西哥의 응사기鷹蛇旗는 반공에 비겨 걸려 바람에 표표히 붙이는 기화요초琪花瑤草는

회소會所를 찬란히 단장하였는데, 장일 참석한 회원은 70여 인이오. 본토인의 방관자는 빈틈이
없이 방을 채웠더라(『신한민보』 1909년 5월 26일자, 「국민회메리다지방회 설립 예식」).

우리 보호국 백성이기로 내가 너희를 관할하겠다”고 하였다 한다. 이때 최정식은 “매국적 몇 놈
이 있어 소위 보호조약은 하였다 하나 우리 국민은 당당한 독립국 백성이오, 또한 너희 일본은

창립대회에서 메리다 지방회의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에 이근영, 부회장에 방경일, 총

우리의 역사상 원수라. 우리가 죽을지언정 너희같은 왜놈의 보호를 받을리가 있느냐”라고 하며

무 및 재무에 김윤원, 서기에 신광희申光熙, 학무원에 황명수, 법무원에 조병하, 구제원에 김제선,

호통을 쳐 내쫓은 일이 있었다.

평의원에 김구현·최정식·이근하·이국빈·유진태·김대선·김성민·김태진·박선일 등이 선출되

이처럼 을사늑약乙巳勒約 이후 유카탄의 한인들이 농장에서 해방되기 전부터 일제는 한인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멕시코의 한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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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지방회는 미주의 북미총회의 규칙을 따르는 조직으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월

을 모아 우선 작둔지방에서 출발하였으나, 1910년 3월경에 메리다 시내에 정식으로 숭무학교를

통상회를 개최하였다. 1910년 4월 통상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회장 정춘식, 부회장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대 교장에는 이근영이 맡았으며, 교사에는 이종오가 맡았고 멕시코

서현우, 총무 이명원, 서기 신광희, 재무 신광희, 법무 이환응, 학무 허완, 구제 정덕천, 사찰 김

동포들이 학교를 후원하였다.

동완·이홍선, 외교원 이업동, 평의원 이근영·김윤원·김제선·이수근·공인덕·감문형·김귀연·

이근영은 숭무학교를 창립하고 청년들을 모집하여 노동여가에 무예를 연습시켰으며, 군법만

박국천·이화용 등이 임명되었다. 그 후 메리다 지방회는 1916년 1월 자치규정을 공식으로 메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 보통학과도 교수하였다. 또한 이근영은 군인들을 훈련시킬 적당

다 지방법원에 청원하여 인허를 얻은 단체가 되었다.

한 교재가 없어서 자신이 입으로 외워오던 것을 엮어 『보병요조초선步兵要操抄選』이라는 책을 편찬
하기도 하였다. 숭무학교는 메리다 지방회 창립 제1주년을 기념하여 운동회를 개최할 때, 대오

숭무학교의 설립과 군사훈련

를 편성하여 메리다 시내를 행진하여 현지민으로부터 ‘비바 코레아’ Viva Corea라는 찬사를 받기도

멕시코지역의 대한인국민회의 활동 가운데 독립운동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군인양성이

하였다. 메리다 지방회 창립 제2주년에는 숭무학교의 예조와 조련과 산조합조와 기호암호와 산

었다. 한인들이 유카탄에서 군인을 양성하여 앞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멕시코

술·지리 각공과 등에 대해 학도 시험식을 거행하여, 그 가운데 우등생 5명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한인들 가운데 군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메리다 지방회장 이

숭무학교의 생도들이 어느 정도였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생도 명단은

근영을 비롯하여, 훈련원 장교 출신의 한성순(한종원의 아버지), 양귀선, 조병하, 서문경, 윤은섭,

『신한민보』 1910년 9월 28일자에 게재되어 있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강명원, 김기홍, 차용환, 최대현 등 약 200명이 전직군인 출신이었다.

숭무학교는 갑, 을, 병반이 있었으며, 갑반은 5명, 을반은 22명, 병반은 6명 총 33명이었다. 이들

호세 산체스 팍은 그의 책에서 초촐라Chochola 농장에서 상징적으로 한국인들이 최초로 군사

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훈련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국민회가 조직된 직후부터 유카탄의 띄티, 작골, 쏘실 3곳의 농장
에서는 노동여가를 이용하여 매월 한두 시간씩 병법체조를 교련하였다. 그리고 메리다 지방회

갑반 : 이화용, 김동완, 김동현, 김명수, 박일선

장 이근영은 각 처의 경찰소에서 군법체조를 행하여 체육을 보급케 하였다. 이에 회원이 많이 있

을반 : 	박창식, 이근서, 김성원, 박경식(박진형), 이삼봉(이병은), 이환웅, 허태형, 양귀선, 고

던 작둔농장에서는 양귀선을 교감으로 체조를 연습하였다. 또한 1909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

희민, 박영화, 이인환, 박기실, 조명원, 서병식, 이춘도(이기선), 이갑내(이종화), 김태

대해 국민회 회원들은 이날 메리다시에 회집하여 군인의 대오를 짓고, 국가의 큰 욕을 당하였다고

식, 양명곤, 윤우석, 김명환, 박순석, 김성민

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또한 이날 운동회를 개최하여 도지
휘관 이근영, 조교 양귀선·조병하·이수근을 정하고, 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110명이 2소대로

병반 : 신창현, 이원택, 김덕순, 김업동(김상렬), 최근삼(최치상), 이대길
✽ ( )는 개명자(『신한민보』 1911년 1월 25일자, 「미리다지방회보」)

나누어 행진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동회 취지서를 서반아어로 인쇄한 광고 5백 장을 행진하기
전에 먼저 각 상점과 행인에게 돌렸다. 한편, 쏘실농장에서는 한인들이 매일 무예체조를 한다고
하여 메리다총독 오레가리가 직접 와서 무예체조를 구경하고 황귤 한 궤를 선사한 일도 있다.
멕시코 한인의 숭무의식은 1910년 메리다지방에 본격적인 사관양성 기관인 숭무학교를 창설
하기에 이르렀다. 숭무학교는 처음 1909년 10월경 메리다 지방회장 이근영이 한인청년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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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신한민보』에 나오는 명단보다는 생도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10년 6월 한인동포 임상준이 숭무학교 생도들을 위해 복장 60벌을 지어준 일이 있는데, 이것
으로 보아 처음에는 60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이 복장을 지어준 후 다시 10여 명이
새로 입학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1910년 6월경에는 약 70명 가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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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의 민족교육

지식층이 적었던 관계로 이민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멕시코 한인사회에서는

멕시코 한인사회를 유지시키며 한국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미주 국민회에 자신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요청하였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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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문화를 계승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에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가 멕시코의 한인들을 위무하기 위해 순행을 하게 되었다.

강화·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인들은 숭무학교를 설립하여 생도들에게도 보통학교와 같은

안창호는 멕시코 한인들의 초빙으로 1917년 10월부터 1918년 8월까지 10개월 가량 멕시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일반 동포들을 위한 교육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910년 6월부터

전역을 순행하면서 한인들을 위무하고 한인사회에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안창호가 멕시

메리다 지방회관에 남녀학생 십여 인을 모아 신광희가 본국역사지지와 기타 필요한 과정을 교수

코로 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로스앤젤레

하였다. 이에 멕시코 한인들은 매주 1원씩 동맹저축을 하여, 학생들을 장차 원동으로 보내기

스에 있는 멕시코영사관에 가서 멕시코 메리다지역을 1917년 11월 1일부터 1918년 5월 29일까

위해서 국사와 국어 등을 교육시켰다.

지 여행하기 위한 여행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안창호는 멕시코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

1915년 말부터 멕시코 임시대통령 카란사가 멕시코에 있는 내외국인을 물론하고 15세 이하는

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1917년 10월 9일자로 작성하였다.

노동을 허락치 않고 순전한 교육을 받게 한다는 정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메리다 지방

안창호는 1917년 10월 12일 산호세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11월 28일 유카탄의

회는 동포자녀들에게 국어와 국사를 가르치기 위해 멕시코 교육부 당국과 협의하여 국어학교를

메리다에 도착하였다. 안창호의 멕시코 순방기간 동안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설립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멕시코역사와 스페인어 두 가지를 함께 교수케 한다는 조건

있다. ① 국민회의 의무를 담부할 것, ② 재묵동포가 통일 단결하여 일치 협력할 것, ③ 노동신용

으로 인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서 메리다에 한인국어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교장은 지방회장 김

규칙을 제정하여 실행할 것, ④ 국민회 법강法綱을 엄히 만들 것, ⑤ 해동학교를 확장하고 법률과

기창이 맡았다.

를 전공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에 공비학생을 파견할 것, ⑥ 혼인의 폐습을 개량할 것, ⑦ 음주와

메리다 지방회 산하의 각 경찰소에서도 동포들이 주도가 되어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잡기를 금단 할 것, ⑧ 서북방면에 토지를 매수하여 한인들의 부락을 설립할 것 등이었다.

실시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나다(산나다)경찰소의 경우 110명의 동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경찰

위의 8가지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인들의 노동문제가 시급하였다. 당시 멕시코 한인들은 노

소가 설치된 이후부터 학교를 설립하여 방경일이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잇신캅Itzincab농장

동에 대한 신용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일을 쉽게 할 수 없었고, 노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는 1916년 11월 6일 진성학교進成學校가 설립되어, 교장에 서병두가 담당하고 있었다가 1917년

생활이 향상될 수가 없었다.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주들에게 한인들은 악질 노동자로 지목되어 있

변윤행이 담당하였다. 또한 1918년 4월에는 비시야Pixya 지방에 국어학교를 신설하고 이대용을

었던 것이다. 에네켄 농장에서 한인노동자들은 어저귀 1속束에 50매씩을 묶어서, 1속에 얼마 씩

교사로 선임하였다. 그해 5월 13일 오스타파갑Oxtapacap 지방에 의성국어학교를 신설하여 생도

을 받고 도급都給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인들은 1속에 40매도 묶고 45매도 묶어서 50매라고 하여

13명을 모집하여 교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 레판Lepan지방에 반도학교가 설립되어

에네켄 농장주를 속였던 것이다. 이같이 한인노동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현지의 신문에도

역사·지리·산술·국어 등을 생도 23명에게 교수하였다.

한국인은 ‘적성賊性을 가진 민족’이라 하였다.
안창호는 멕시코 한인들의 노동상황을 조사하고 농장에서 추방당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는
순전히 노동의 신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카탄에 도착한 그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안창호의 멕시코 순행

위해 “어저귀 한 단 묶는 것이 곧 나라 일이다”라는 말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멕시코 한인들에게

멕시코에 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민을 간 한인들 가운데

“신용은 노동에나 상업에나 기타 일반사업에 관한 자본이 되는 이치를 설명하여 일반동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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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자각을 가지게” 하였다.

력 증진, ② 질서 정돈, ③ 노동상 신용회복, ④ 자유생활과 청년교육 발전 등을 이룰 수 있게 되

그리고 안창호는 한인들이 노동을 하는 유카탄의 에네켄 농장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호세

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멕시코 한인사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치일도 안창호의 멕시코

산체스 팍의 책에 의하면, 장갑과 칼을 가지고 직접 에네켄 잎을 잘랐다고 한다. 그는 한인노동

순행에 대해 “재류 동포의 사회발전과 장래희망을 묵상默想함에 우로雨露 같으신 혜택을 못내 감사

자들의 신용을 확신시켜 주었으며, 1918년 2월 메리다 국민회에서는 안창호의 뜻에 따라, 1918년

하옵니다”라고 하였다.

2월 6일 통상회에서 「메리다 노동규정」을 반포하였다. 전체 12개조로 구성된 「노동규정」의 목

멕시코 순방을 마친 안창호는 1918년 5월 26일 메리다 한인들의 전별을 받고, 프로그레소

적은 한인들의 노동신용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에네켄 농장주들에게 한인들이 성실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탐피코Tampico로 향하였다. 5월 30일 베라크루스항에 도착하였으며, 6월 3일

고 믿음직한 노동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메리다 지방회

탐피코시를 심방하였다. 안창호가 멕시코를 순방한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멕시코의

에서는 「노동주무원 단속법」을 제정하여 실행하였다.

유카탄을 방문할 때보다 더욱 험난하고 복잡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안창호는 멕시코에 1천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인국민회의 활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1918년 5월 26일 메리다를 출발하여 베라크루스를 거쳐

동무대를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안창호의 순행목적 가운데는 멕시코 한인들의 행동을

6월 3일 탐피코를 방문하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6월 12일 이전에 멕시코시티에 도착하

일치시키기 위해 ‘묵국연합지방총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안창호

였던 것같다. 그가 멕시코시티에 간 이유는 미국에 가기 위한 수속을 밟기 위해서였다. 미국정부

는 멕시코지역 대한인국민회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멕시코지방총사무소를 성립시키려 하였다.

에서는 새로 법령을 반포하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미국영사

이와 더불어 멕시코 한인들이 자립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을 통해 실력을

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안창호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미국총영사관에 가서 미국으로 들어

양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창호는 멕시코의 한인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묵국연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다.

합지방회’를 성립시키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안창호는 1902년 대한제국에서 발급받은 집조執照(여권)를 소지하고 있었

한편, 안창호가 멕시코 순행 당시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인들의 생활

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멕시코시티 주재 미국총영사관을 찾아갔다. 미국 총영사관에서는 처음

은 말이 아니었다. 멕시코 한인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에 그에게 입국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6월 12일에 총영사관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창호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가 유카탄에 도착하였을 때 김기창金基昶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

미국영사관에 가니 그곳에서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영사의 여행권을

집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중지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김기창과 협의하여 멕시코 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안창호는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일

인들로부터 다시 자금을 모아 주식을 발행하여 농장을 경영하려고 하였다. 농장설립계획은 1주

본국민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신민임을 주장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 10달러씩 2천 주, 즉 미화로 2만 달러를 모아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토지는 태평양 연안

그래서 그는 다시 미국 입국허가를 얻기 위해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Jalisco주의 주도이며

미국 접경에 구입하려고 하였다는 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호세 산체스 팍의 책에는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Guadalajara로 갔다. 그가 그곳에 정확히 언제 도착하였는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다 땅을 사서 멕시코 한인들을 농장 노동자 자격으로 이주시

확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1918년 6월 26일 경에는 과달라하라에 있었던 같다. 과달라하라에

켜 땅을 자유롭게 경작하게 할 방안이었다고 한다.

있는 미국영사관에 가서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는 과달라하라에 있는 프란세스 호텔Hotel

안창호는 멕시코 순행중에 한인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을 하였으며, 짧은 기간
체류중 사소한 일도 많이 처결하였다. 멕시코 한인들도 안창호의 멕시코 순행의 성과를 ①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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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에

머물면서 미국 입국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918년 6월 29일자로

과달라하라의 미국영사관으로부터 “귀하께서는 단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달라하라를 통

21 |

과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 영사관에서는 귀하께서 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다. 메리다지방회는 1915년 말 국민회가 조직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

어떤 허가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이곳을 단지 통과하시는 것뿐입니다. 본 영사

는 이유는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 경제적 실력을 축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관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귀하께서 자국의 여권을 획득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멕시

이처럼 멕시코의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그들이 처음 온

코의 노갈레스Nogales로 가시라는 조언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멕시코 노갈레

유카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멕시코혁명의 와중에도 유카탄지역의 한인들은

스에 있는 미국영사와 입국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는 답장을 받았다. 즉, 과달라하라의 영사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었으며,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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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미국에 들어가려면 국경지대인 노갈레스에 있는 미국영사와 협의하라고 하였다.

멕시코의 한인들은 생활난 타계와 경제적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옮겨다녔는데, 모험심이

안창호가 1918년 7월 6일자로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곳(과달라하라–필자) 미국
영사한테 말한즉 미국 영사의 인준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하기로” 노갈레스로 가기로 하고,
골라마·만산니요와 마사틀랜드를 거쳐 노갈레스로 갔다.
1918년 7월 13일경 노갈레스에 도착한 안창호는 그곳에 있는 루한 호텔Hotel

강한 사람들의 일부는 멕시코시티와 같은 대처로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어부출신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또한 군인출신들은 경제적 보장이 있으면 멕시코혁명과 과테말라혁명에도 참전하였으며,

Lujan에

숙소를

정하고 노갈레스 이민국을 찾아가 자신이 소지한 대한제국 ‘집조’를 내밀고 미국 재입국을 요구

재이민도 마다하지 않았다. 멕시코 한인들 가운데는 경제적 상황이 훨씬 좋은 미국으로 간 사람
도 있었고, 1917년부터 쿠바로도 이민을 떠났다.

하였다. 이에 노갈레스 이민국에서는 7월 23일 아침 9시까지 오라고 하여 찾아가니 처음에는
입국을 허가할 것같이 하더니, 다시 엘파소이민국에 연락하여 알려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안창

멕시코 한인들의 3·1운동

호는 루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엘파소이민국으로부터 입국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1918년

미주지역에 3·1운동 발발 소식을 접한 이후 메리다 지방회는 북미지방총회 훈시를 받아 4월

8월 27일 미국 아리조나Arizona주 노갈레스Nogares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하고 입국이 허가되었다.

15일 하오 7시 반에 대한공화국의 건설과 신정부의 조직을 축하하는 경축식을 거행하였다. 경

그래서 8월 27일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영사의 서명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축식 당시 국내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서」를 멕시코 국민회에서도 입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쇄된 「독립선언서」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멕시코 한인

멕시코 한인들의 이동

들이 「독립선언서」를 다시 인쇄하여 그 사본을 판매하여 독립운동자금으로 지원하였을 것으로

메리다 지방회에서는 한인들이 에네켄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멕시코의 상황이 좋지 못

생각된다. 프론테라 지방회에서도 「독립선언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멕시코 각처의 교회에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방안을 초기부터 모색하고 있었다. 1910년 말경부터 멕시코

보내어 우리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렸다. 묵경 지방회에서도 4월 15일에 남녀동포들이 모여 충성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시작되면서 유카탄을 떠나는 한인들이 늘어났다.

과 열정을 들어 대한공화국의 건설과 신정부의 조직을 경축하였으며, 탐피코에서는 내외국인 80여

그 이유는 유카탄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생활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계속

명이 모여 경축행사를 가졌다.

되면서 유카탄의 한인들은 1911년 1월 타바스코Tabasco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해 1911년 12월

멕시코의 한인들은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매일 집회를 갖고 독립

에는 베라크루스Veracuruz주 남쪽 끝에 있는 와하케뇨Oxaqueno(한인들은 ‘오학기나’로 불렀다) 지방

운동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탐피코에서는 김익주의

으로 약 3백여 명의 한인들이 집단 이주하였다. 유카탄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함에 따라, 1911년

집에 매일밤 모여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집회를 가졌는데,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와 연락을

9월에는 과테말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생겼으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였

취하면서 향후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를 협의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3월 13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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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원회를 열어 독립의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미, 하와이, 멕시코 각 지방에 수

리를 찾아서 멕시코시티·탐피코·체투말 등으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멕시코의 오브레

전위원을 두고 중앙총회 재무로 하여금 의연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멕시코의 지방회들도 중앙

곤Obregon지방에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1934년 1월 예비지방회를 조직하였다. 메리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메리다 지방회에서는 김기창을, 묵경 지방회에서는 이인여를, 탐피코에서는

지방회에서는 경제공황 중에도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서, 1935년 1월 메리다 지

최창선을 독립의연 수전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방회 회관 낙성식을 가졌다.

메리다 지방회는 4월 6일 통상회에서 중앙총회 훈시에 따라 소득세(20분의 1)를 거두기로 하였

멕시코에서는 1941년 혁명이 완전 종식되면서 이민 1세가 경제 일선에서 대부분 은퇴하고

으며,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위원으로 김기창·이영순·최경식·김치일·한익권 5명을 두었

1.5세와 2세들이 중심이 되어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던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다. 소득세 수봉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삭 순이익에서 징수하고, 고용인은 월급에서 징수하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멕시코 한인들은 당장 신분상의 불

고, 농장에 있는 사람은 매주 토요일 노동주무원이 거두기로 하였다. 또한 묵경지방회에서는 중

이익은 없었지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워싱턴의 주미외

앙총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메리다 지방회에서는 독립의연금 21례를 거두어 수금되는

교위원부에 연락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미주의 국민회에서도 1941년 12월 26일 제6차 대표대회

대로 메리다의 레굴라도은행에 임금하였다가 환전하여 중앙총회로 보냈다. 그후 8월부터는 멕시

를 열어, 하와이·미본토의 동포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재류하는 동포들에게도 전시 한인증명을

코에서 거둔 독립의연금은 모두 은화나 금화로 바꾸어 중앙총회에 보내었다. 이처럼 메리다

무료로 발급할 것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이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멕시코

지방회의 한인들은 1919년 12월 1일까지 중앙총회에 보낸 돈이 ‘21례’ 8백 달러와 인구세 150달

한인들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 재미멕시코공사와 교섭하여 그곳 정부의 동정을 얻었고, 1942년

러 등 약 1천 달러에 달하였다.

6월 15일에는 스페인어로 된 증명서를 발행하여 멕시코 거류 한인들의 안녕을 보장받게 하였다.

한편 멕시코의 부인들도 1919년 6월 15일 대한부인회 애국동맹단을 조직하고, 단장에 김신경
(유진태 부인), 부단장에 김마리안나(서문경 부인), 총무에 김사라(김명순 부인), 서기 겸 재무에

이 증명서는 멕시코 국기와 태극기를 교차한 것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되어 현지인들이 한국인임
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김마리아(김기창 여), 사찰원에 유에스페란사(이원근 부인)를 선출하였다. 멕시코의 부인들이 조직

하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멕시코 한인들의 생활은 전보다 더욱 힘들게 되었다. 왜냐

과 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기창을 인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대한부인회애국

하면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일자리도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과, 전시중 외국인

동맹단은 “우리는 내지 독립단 응원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원하는 대사업을 성공하는 그날까지

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면서 1인당 30원의 등록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힘을 다하여 돕기로”하였으며, “남자와 같이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하여 일제히 국민회에 입

멕시코 한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안녕보장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교와 선전을 통일한 필요성이

회키”로 의결하였다.

있었다. 그래서 묵경 지방회에서는 1942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국민회에 ‘재묵한인중앙
선전부’를 설치를 청원하였다. 당시 묵경 지방회 집행위원장 이순녀는 ‘재묵한인중앙선전부’를

태평양전쟁기 멕시코 한인의 독립운동

설치하여 멕시코 정부당국과 외교적 교섭을 벌여 한인의 안녕보장은 물론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

1941년 멕시코의 혁명이 종식될 때까지 한인들의 경제적 곤란은 계속되면서 생활이 향상

고자 하였다.

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세계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멕시코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한인들이

그와 더불어 한인들의 안녕보장을 위해 미주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통해 한인증명을 받은 한

많이 거주하던 메리다의 경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에네켄 1천엽의 가격이 겨우 멕시코 돈으로

편, 멕시코 정부를 상대한 외교에도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묵경 지방회에서는 멕시코

20전에 불과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이에 한인들은 일자

의 수도에 있는 관계로 멕시코 재류 한인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재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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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연합위원회에서는 1942년 7월 17일 묵경 지방회 집행위원장 이순녀와 선전위원 한종원에게
멕시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교섭할 수 있는 정식 위임장을 발급하였다. 이에 묵경 지방
회에서는 한인의 국적 문제와 외국인등록비에 대해 묵경 지방회 집행위원장 이순녀와 선전위원
한종원이 멕시코 정부 및 관리들과 교섭하였다. 외교위원 한종원은 멕시코 외무부장에게 한인
을 우방민amigos으로 대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또 멕시코 국무경과 외무부장을 방문하여

I

멕시코지역

한인들의 안정보장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멕시코정부는 신법령을
발포하여 멕시코 한인을 적국인민으로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한인들의 외교적 노력
으로 실지로는 ‘자유 한인’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1942년 6월 7일 멕시코정부는 동맹국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그날
오전 8시 메리다의 한인들은 선전을 축하하는 시위행렬을 거행하였다. 멕시코의 한인들은 태평
양전쟁하에 일본을 상대로 항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국민회 북미총회의
지시에 따라 멕시코의 각 지방회에서는 1942년 8월 29일 현기식을 거행하였으며, 한인들은 멕시코
독립 제132주년 기념식에 청년 16명이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를 들고 기념행렬에 참석하여 현지
인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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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묵경) 지방회관 |
∷현 주 소 Moctezuma No.58, Gerrero, México
∷정

정을 들여 대한공화국의 건설과 신정부의 조직을 경축하였다.
	묵경 지방회관 위치는 1918년 신한민보에 의하면, 사서함Apartado 94번지, 1929년

의 1942년 2월말 구입한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관

∷관련내용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墨京에 모인 한인들 28명이 1912년 10월경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북미지방총회에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여 묵경 지방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임원은
회장 임석현, 부회장 김동현, 총무 차용환, 서기 이화용, 재무 권덕순, 학무원 정원성,
법무원 조중묵, 구제원 정원성, 외교원 이흥만, 사찰 이원택, 평의원 김동환·
박창욱·이성로, 대의원 이근영·최창선 등이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멕시코시티
는 멕시코혁명의 중심지로 항상 변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심지어 1913년에는

I

통신이 불통되어 미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와의 연락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북미총회에서는 그해 8월 대의원을 1명만 지명하고 서기겸 재무에 이국빈

해산되고 대신 자성단(단장 김익주)이 조직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
만, 그해 10월에 지방회가 복설되었다. 지방회관에는 1931년에 국어학교가 개설되
어 한인 2세들에게 국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멕시코시티의 자성단과 묵경 지방회는
약간의 알력을 보였으나, 그후 단체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1935년 5월 26일 묵경
지방회와 자성단은 한인의 단결과 합작을 위해 합동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결성 때 멕시코 지방위원으로 선출된 이순녀는
한종원Jose

Hahn·황보영주

등과 함께 묵경 지방회관을 부활시켰다. 이들은 1942년

2월 1일 국민회 창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전체 회원이 모여 회관을 조속히

으로, 이인식·이종화를 사찰로 임명하였다.
	멕시코혁명의 와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멕시코시티에서 한인들이 대부분 흩어져
1914년 남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방회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1915년 초부터는
아예 회무가 정폐될 수밖에 없어 8개월 동안 통상회를 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타처로 피난갔던 회원들이 다시 회집하면서 그해 11월 겨우 통상회를 열고, 새로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에는 오학기나Oaxaquenō에서 온 서현우, 부회장에는 윤은섭,
총무에는 이인여, 서기에는 서윤, 재무에는 이순여Ricardo

에는 사서함 963번지 등으로 나타난다. 이후 1930년에는 멕시코시티 지방회가

Lee,

학무원에는 이병권,

법무원에는 김동완, 구제원에는 김광윤, 외교에는 이청룡, 사찰에는 홍정봉,

마련할 것, 본 회관에 선전사무소를 특설하고 멕시코한인들의 안녕 보장을 위한 원
만한 외교방책을 세울 것, 외국인 등록에 ‘일본’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자유한
인으로 등록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묵경 지방회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순
녀는 자금 4,500원을 전담해서 같은 해 2월 말 목테수마Moctezuma 58번지 건물을
구입, 묵경 지방회 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상태 다세대 주택으로 멕시코인 28가구가 살고 있다. 건물 입구에 ‘Instituto de
Vivienda del Distrito Federal’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대의원에는 김동현을 임명하였다.
	1915년까지만 해도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10명 안팎에 불과하였다.
1915년 지방회임원진은 회장 이성로, 부회장 이건세, 총무 이경재, 서기 겸 재무
이인녀, 학무원 김익주, 법무원 박진형, 구제원 김명화, 외교 이병흔, 사찰 엄주환·
한용성 등이었다. 멕시코혁명 당시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던 한인들 가운데 많은 사
람들이 탐피코Tampico로 이주하였고, 묵경 지방회는 회원들이 흩어지면서 임원들을
선정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각 지역 관할 경찰소는 여러 곳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묵경 지방회에서는 1919년 4월 15일에 남녀동포들이 모여 충성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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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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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영주 거주지 |

황보영주(1895~1959) 건국훈장 애족장(2015)

∷옛 주 소 7A Graudos129-2, Mexico2, Mexico D.F.

∷현 주 소 Granados 129 4B, Ex Hipódromo de Peralvillo, Ciudad de México, México
의 대한인국민회 간부로서 멕시코 한인 독립운동에 공헌한 황보영주의 거주지

∷관련내용 황보영주皇甫永周(1895. 1. 5~1959. 2)는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나 4살 때 평남 대동
으로 이주하였으며, 6년 동안 서당을 다닌 뒤 육영소학교를 마쳤다. 1914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숭실대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자 강계 지역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면서 일제의 경찰차를 폭파하였다
고 한다. 이 때문에 일제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그것을 피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
명하여 삼육신학대학에서 7주 동안 머물면서 교육 과정을 마쳤다.

I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정

	1919년 8월 평남 대동군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애국금愛國金 수합위원 최경선崔景善
의 위탁을 받아 9월 20일 독립운동자금 56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 총무 박승명朴承明은 박인관朴寅寬, 고진한高鎭翰,
이치수李致洙, 박치록朴致祿, 전군보田君甫, 김흥건金興健 등 10여 명과 평양신학교 지하
실에서 평안남도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독립운동 연락기관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평양신학교 학생이자 대한국민회 회원인 그는 박승
명·김재덕金在德과 평양신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신문』·『국민신문』을 비롯한 각종

로 활동하였고, 1933년 동 지방회 회장이 되었다. 같은 해 1월 묵경 지방회에서
그동안 정체된 멕시코시티 한인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
임원을 선정할 때 재무와 교육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1934년부터 1935년까
지 학무, 1936·1938·1940년에는 서기를 맡았다.
	1941년 12월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聯合委員會 멕시코 지방위원인 이순녀,
한종원韓宗源 등과 함께 폐쇄되었던 묵경 지방회를 다시 설립하였다. 이때 그는 ‘묵경
지방회 청년가’ 등을 비롯한 여러 시가詩歌를 지어 멕시코 한인 이민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멕시
코시티의 3대 일간지에 12월 20일자로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와 한국의 독립
운동, 멕시코 한인들의 입장을 게재하였다.
	해방 이후 황보영주는 멕시코 한인사회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한인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1959년 2월 19일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멕시코
시티에서 사망하였다.

∷현재상태 현재 2층 건물로 당시 모습 그대로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129번지
내에 4B 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황보영주가 거주하였던 곳은 129번지의 왼쪽
편의 4B 건물로 추정된다.

경고문과 독립운동자금 수령증을 인쇄하여 모집원들에게 배부하였다.
	1920년 9월경 황보영주는 대한인거류민단大韓人居留民團 의사회議事會 의원으로 활동
하였다. 그 뒤 흥사단에 들어가, 14명의 한인 학생들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여행증
서를 받아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 뉴욕에 이르렀다. 1921년 경에는 멕시코로 이주한
친척을 만나고자 멕시코에 입국하였는데, 케레타로 엔 시니라스Queretaro en Cinilla라
는 작은 마을에서 목동으로 일하다가 그곳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후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에 도착하였던 베라크루스주Veracruz의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

• 上海鮮人의 行動에 관한 件(上海總領事 : 1920. 9. 25) 不逞團關係雜件–鮮人의 部–在上海地方(3).

에 머물면서 미국의 듀북Dubuque대학에 유학하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 上海情報(1921. 7. 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3).

대신 멕시코시티로 거주지를 옮겨 택시 운전사로 생활을 꾸렸다.

• 南北亞米利加州(除米布) 在住要注意鮮人連名簿 其他 送付의 件(外務大臣 : 1921. 12.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1927년 2월 대한인국민회 묵경 지방회墨京地方會가 다시 부활하자, 같은 해 3월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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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上海情報(1921. 7.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2).
部–在歐米(5).
• 朝鮮總督府 警務局, 『國外容疑朝鮮人名簿』,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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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 거주지 |
∷현 주 소	Honorable Congreso de la Unión 5111, Belisario Domínguez, Gustavo A.
Madero, México

∷정

	최병덕은 멕시코시티에서 자그만 가게를 운영하였다. 1952년 멕시코시티 한인회

의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사를 최초로 정리한 『교포역설』의 저자인 호세 산체스 팍(최병덕)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총무였던 황보영주의 부탁에 따라 한인회에 들어가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1955년
회장으로 선출되어 멕시코 이민 5 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이밖에도 그는

의 거주지

∷관련내용 최병덕崔秉德,

José Sánchez Pac(1905~1985)은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사를 최초로 정리

한 『교포역설』(회상–멕시코 유카탄반도의 한인들의 삶과 노동 Memorias de la vida
yobra de los coreanos en Mexico desde Yucatana, Mexico, 1973)의 저자이다. 호세

는 병덕의 멕시코 이름이고, ‘최’는 그가 멕시코 국적을 갖게 되면서 최와 유사한
‘산체스’로 바뀌었으며, ‘박’은 어머니 성을 따랐다. 유년시절 그는 ‘최인출崔仁出’로

I

시티로 거주지를 옮겼다.

불렸는데, 이민선이 출항하기 전 인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최인출’로 붙였다는

지냈으며, 1962년 1월 한·멕국교 수립되고 한멕협회Cormex,

Coreano–mexicano가

조직되자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최병덕은 1973년 『교포역설』이라는 멕시코 이민사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그가
멕시코에 살면서 보고들은 것을 회상하는 식으로 쓴 일종의 수기이다. 『교포역설』은
출판사에서 인쇄된 책은 아니고 타자기로 친 양면 국판 형식의 책자이다. 책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각 장은

설이 있다.
	최병덕은 유년시절부터 멕시코의 여러 지역을 옮겨다녔다. 1909년 한국인들이 4년
간의 계약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가족은 야스체Yaxche 농장을 떠나 50여 명의 다른
한인들과 함께 산후안San

1962년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교가 체결될 당시 멕시코시 교민회 초대회장을

Juan으로

이동하여 수가르Zugar 제당공장에서 일하였다.

그리 길지 않다.

∷현재상태 최병덕이 살던 거주지는 콘술라도Consulado역과 본도히도Bondojido역 중간에 위치
하고 있다. 현재 대형 식당Restrante–Bar–Saloon–Fam, El

Correo de Ultranmar S. A.으로

제당공장으로 옮겼다. 그는 이러한 환경 속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약 2백 평 가량된다. 이 식당의 주인의 말에 따르면 45년

에서 멕시코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유카탄의 잇신캅

전부터 식당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3층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아마도 3층에

Itzinkap,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

초촐라Chochola, 데모손Temozon, 쇼약스체Xoyaxche 농장 등 여러 농장을

전전하고 유카탄 반도에서 떨어진 멕시코 중서부의 와하카Oaxaca에서 살기도 한다.
	최병덕은 1917년 메리다에서 방문한 안창호를 만나기도 하였고, 1921년 300여 명
의 유카탄 한인들이 쿠바로 재이민을 할 때, 동부의 프론테라Frontera주 타바스코
Tabasco로

갔다가 다시 유카탄 농장으로 돌아가 에네켄 노동을 하였다. 1931년에는

다시 유카탄 농장을 나와 베라크루스주Veracruz의 코앗사코알코스로 갔다가 아구아
둘세Agua Dulce로 이동해 멕시코 석유회사에서 10년간 일하였다.
	최병덕은 1941년 즈음에 마나티틀란Manatitlan으로 옮겨 생활하였으며, 코앗사코알
코스에서도 지내다가 일본의 첩자로 오인되어 코앗사코알코스 지방회로부터 징계
를 받고 추방되기도 하였다. 1942년 초 아버지 최정식의 병을 간호하고자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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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José Sánchez Pac, Memorias de la vida y Obra de los Coreanos en México desde Yucatán』, México, 1973(호세
산체스 지음, 서성철 옮김, 『회상–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국인들의 삶과 노동–』, 재외동포재단, 2005).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서성철, 「호세 산체스 저, 『회상』의 서지적 검토와 멕시코 한인이민」,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7권 1호, 고려대학
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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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 동쪽 입구(노란색 건물)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3층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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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호세 산체스 팍 거주지로 통하는 식당(Restaurante Bar Correo de Ultramar) 입구

식당(Restaurante Bar Correo de Ultramar)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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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주 거주지 |

김익주(1873~1955) 애족장(99)

∷현 주 소	Actopan 8, Roma Sur, Ciudad de México, México
∷정

의 대한인국민회 탐피코지방회의 지도자 김익주가 말년에 거주하였던 곳

∷관련내용 김익주金益周, Joaquin

Kim Lee(1873~1955)는

황해도 재령군 남률면 봉고동 출신이다.

하면서, 수차에 걸쳐 대한인국민회와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멕시코 한인동포들의 독립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1905년 멕시코로 이민을 와서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을 하였다. 최병덕의 『교포역
설』에 의하면, 김익주가 초촐라Chochola 농장에 있을 당시 농장주의 커다란 저택
휴게실 복도의 벽 한 면에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김익주는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

I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1917년부터 대한인국민회 탐피코지방회의 파출위원派出委員과 지방회장을 역임

의 계약노동이 끝나자 곧바로 탐피코Tampico 지방에 가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그곳에서 탐피코 지방회를 결성하였다. 1917년 멕시코 탐피코 지방회에 파출위원

	그리고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멕시코 탐피코
지방회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자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상하이에
본부를 둔 대한민국적십자사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2년 이후 김익주는
탐피코 지방회의 회장을 맡아 3·1운동 기념행사, 순국선열기념식 등과 같은 행사를
주도하는 등 한인사회의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그러나 1930년 1월 23일자 『신한민보』 제1166호에 이강산이 쓴 「묵국 한인의 별
풍속」이라는 기사가 실리자, 대한인국민회 묵경 지방회를 해산하고 한인자성단을
조직하였다.
	김익주·이인녀 등 한인자성단 참여자들은 주로 흥사단계열로 1932년 안창호가
상하이에서 피체되자 그의 동지들을 위로하기 위해 1백 원을 모금하여 보내는 등
흥사단을 통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으로 파견되어, 탐피코 지방회의 회원등록과 독립의연금 모집에 앞장섰다. 탐피코

∷현재상태 김익주 거주지는 현재 시멘트 벽면에 붉은 색을 입힌 3층 건물이다. 건물 1층은

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보고에 따르면 “탐피코 조선일본인회장朝鮮日本人會長 화퀸 김

왼쪽은 Tapiceria Manzanillo 가구점이 있고, 오른쪽은 Barberia Havana 이발소가

Joaquin Kim

있다.

연령 50세 정도, 2남 1녀가 있고, 장남은 호세 Jose(김동필–필자)라고

불리는데, 22~23세 정도로서 4~5년 전부터 남부 멕시코에서 와서 탐피코시에
살고, ‘부란사 콘디스’라고 이름을 붙인 조선풍朝鮮風의 2층 가옥을 건축하고 수과자
업水菓子業(빙수)을 영업하고, 자택에는 태과자駄菓子를 제조하여 생계를 영위한다. 그는
중산계층 이하의 자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당지에서는 조선인 중에서 당연 두각을
나타내고 선배로서 추중推重되고 있다”라고 한다.
	1919년 3·1운동 이후 멕시코의 한인들은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매일 집회를 갖고 독립운동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갔
다. 3·1운동 당시 김익주는 탐피코시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집에 매일밤 모여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집회를 가졌다. 김익주는 미주의 국민회와 연락을 취하면서
향후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를 협의하였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본년(1919
년–필자) 초부터 당시에 있는 미국목사를 거느리고 기독교에 입문하여 열심이다”

라고 한다.

| 42

관련자료
• 「朝鮮獨立運動에 관한 건(1919. 10. 15)」 『不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4)』.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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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19.408732°  N
99.161962°  W

자전거 판매점 Kiclos

n
Actopa

김익주 거주지

rrey
Monte

(구글맵 GPS)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서점 Interlibris

가구점
Tapiceria Manzanillo

편의점
MISCELANEA LA PERLA

I

ala
Tlaxc

길 건너편에서 바라 본 김익주 거주지(붉은 건물 3층 추정)

삼거리에 자리한 김익주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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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Bosques

| 김익주 묘지 |
∷현 주 소	Panteón Civíl de Dolores, Ciudad de México, México
∷정

∷가는길
19.406026°  N
99.205452°  W

의 대한인국민회 탐피코지방회 지도자 김익주의 묘지

∷관련내용 김익주Joaquin

Kim Lee(1873~1955)는

(구글맵 GPS)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의 계약노동이 끝나자

멕시코지역 - 멕시코시티

곧바로 탐피코지방Tampico에 가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그는 탐피코에서 지방회

사원
Rotonda de las Personas Ilustres

김익주 묘지

학교
Escuela Primaria
Aquiles Serdán

기념비
Monumento Diego Rivera
정문
기념비
MELCHOR OCAMPO

Av

s
nte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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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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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를 결성하였다. 1917년 멕시코 탐피코 지방회에 파출위원으로 파견되어 탐피코
지방회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1922년 이후 탐피코 지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3·1
운동 기념행사, 순국선열기념식 등과 같은 행사를 주도하는 등 한인사회의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조국독립의 의지를 더욱

I

불태우며 독립운동자금모집에 힘을 쏟았다. 1955년 8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순국
하였다. 정부에서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익주의 자녀는 큰 아들 김동철Jose
부인), 둘째 아들 김동필Francisco

Kim Peck,

딸 마리아 킴Maria

Kim Peck(1906~1990)이

Kim Peck(김수권의

있다. 김동철은 한국에서

태어나 14~15세경 아버지와 함께 멕시코로 이민 왔고, 기독교 전도사로 활동했다.
김동필의 아들로 장남 김성완David kim과 차남 김재완Abel Kim Kong(1940년생, 3세)이
있고, 마리아 킴의 자녀는 첫째 아들 김창수Adolfo Kim, 둘째 아들 김수명Rodolfo Kim,
딸 김윤인Elena Kim이 있다.

∷현재상태 김익주의 묘지는 돌로레스Dolores 공동묘지내 3a–6–B–37 구역에 있다. 입구에서
중앙길로 들어가면, B–37번 길로 들어와 Juan Alvarez길에서 오른쪽으로 60m 지
점에 있다.

김익주 묘지(돌로레스 공동묘지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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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공동묘지 입구

김익주 묘지(길 오른쪽)

돌로레스 공동묘지 중앙길

김익주 묘지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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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라하라 안창호 숙소 |

안창호(1878~1938) 대한민국장(1962)

∷현 주 소 Calle Maestranza 35 Centro 44100 Guadalajara, Jalisco, México
∷정

지 여행을 다니셨다가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내용이었

의 안창호가 멕시코 순방 때 머물렀던 숙소

∷관련내용 안창호는 멕시코 한인들의 초빙으로 1917년 10월부터 1918년 8월까지 멕시코 전
멕시코지역 - 과달라하라

역을 순행하였다. 순방을 마친 안창호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6월 12일 즈음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호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미국총영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
본영사의 여행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그는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나라
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일본국민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신민임을 주장하였지만 받

지요. 제 친구인 E. H. 그레고리E. H. Gregory 씨가 어제 저녁 귀하의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귀하의 한국 여권은 1902년에 발행된 것이더군요.
귀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멕시코 영사에게서 멕시코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받으셨습니다. 이 서류는 미국 영사인 O. 게이로드 마쉬O.
March가

	결국 안창호는 다시 미국 입국허가를 얻기 위해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Jalisco주의
주도이며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Guadalajara로 갔다. 그는 6월 26일 전에
도착하여 과달라하라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때 그는
‘프란세스 호텔’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영사관에서는 미국에 들

이서한 것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

달라하라Guadalajara를 통과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 영사관에서는 귀하

니다. 귀하께서는 이곳을 단지 통과하시는 것뿐입니다. 본 영사관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귀하께서 자국의 여권을 획득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계
획대로 멕시코의 노갈레스Nogales로 가시라는 조언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멕시코 노갈레스 미국영사와 입국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어가려면 국경지대인 노갈레스Nogales에 있는 미국영사와 협의하라고 편지를 보냈

미국 영사

다. 이에 안창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시인 노갈레스로 가야만 했다. 그는 1918년
7월 13일경 도착하여 루한 호텔Hotel

Gaylord

께서 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어떤 허가를 내어드려서는 안됩

아들여지지 않았다.

I

미국에서 살았으며, 1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멕시코의 메리다Merida까

Lujan에

숙소를 정하고 노갈레스 이민국을 찾

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소지한 ‘집조執照(여권)’를 내밀고 미국 재입국을 요구하였다.

∷현재상태 안창호가 1918년 머물렀던 프란세스 호텔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그는 1918년 8월 27일 미국 이민국에서 입국이 허가되어 미국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호텔은 1610년에 “El Meson de San Jose”라는 이름으로

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시작되었다. 그후 프랑스인이 ‘프란세스 호텔’이라는 이름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창호가 받은 미영사에게서 온 편지(1918년 6월

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할리스코 주지사 Flavio Romero de Velasco가 국가적인

29일)」에 따르면, 안창호는 프란세스 호텔 20호에 숙박하고 있었다고 한다. 편지

기념물로 만들어 1981년 7월 31일 재개관하였다. 안창호가 이 호텔의 20호실에 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렀다고 하지만 현재 그가 숙박하였던 20호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 영사관American Consular Service,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
선생님께,
	귀하의 오늘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국민이고, 지난 1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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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도산안창호전집』 3, 2000.
• 김도형, 「도산 안창호의 멕시코 순행과 그 업적」, 『도산학연구』 제13집, 도산학회, 2010.
• 김도형,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제 37회 도산정기 연구발표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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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alfredo crosains

과달라하라
안창호 숙소
정부기관
State Government Palace

프란세스 호텔 Hotel Frances

Calle Pedro Moreno

(구글맵 GPS)

I

멕시코지역 - 과달라하라

의류점
RAGAZZA FASHION
연방정부사무소
Secretaria de Finanzas
del Estado de Jalisco

프란세스 호텔(Hotel Frances)

마에스트란사 길에서 바라본 프란세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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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른쪽에서 바라 본 프란세스 호텔

프란세스 호텔 진입로

프란세스 호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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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란세스 호텔 옛날모습

프란세스 호텔 내부

프란세스 호텔 1층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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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지방회관 Ⅰ|
∷현 주 소 Calle 64 428 49 y 53, Merida, México
∷정

등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창설된 메리다 지방회는 같은 해 5월 24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메리다 지방회는 1916년

의 1909년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멕시코지역 - 메리다

∷관련내용	1909년 5월 9일 대한인국민회 메리다 지방회가 설립되어 사용하던 최초의 회관

1월 자치규정을 공식으로 메리다 지방법원에 청원하여 인허를 얻은 단체가 되었다.

이다. 이 회관은 원래 김제선金濟善의 가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4월 미국

∷현재상태 당시 건물 그대로는 아니며,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앞면이 리모델링이 되었다. 건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는 황사용黃思溶과 방화중邦化重 두 사람

의 크기는 약 30평 정도이며, 현재 빈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를 놓은 상태로

을 멕시코에서 국민회 결성 임무를 띠고 견묵위원으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1909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건물의 맞은 편에 Comercial Mardo가 있다.

4월 3일경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6일 텍사스의 미 국경 도시 엘 파소El

Paso를

경유해, 멕시코의 치와와Chihuahua를 지나 멕시코시티Mexicocity에 도착하였다. 그리

I

고 그곳에서 다시 베라크루스Veracruz 항구에서 동포 8명을 심방하고, 1909년 4월
15일 배를 타고 프로그레소 항구에서 유카탄Yucatán 반도의 메리다Mérida에 도달하
였다. 이들은 메리다에 도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메리다 시내에 도착하니 이곳은 유카탄 도성이라. 7만 7천 명 사는 대처요,
멕시코에 부민들이 많이 살며, 도로의 정결함과 가옥의 화려함이 멕시코 서
울에서 나리지 아니한 곳이며, 동포 김제선 씨 집에 다다르니, 이 집은 한인
의 도회처소인데 주일마다 70~80명 한인동포가 각 농장에서 모여 들어와
서로 고생하는 이야기도 하며, 교인들은 예배도 하는데, 작년(1908년) 7월부
터 이 메리다 시내에 처음으로 생긴 한인의 가옥이오다.

	메리다 지역 한인들은 1909년 5월 9일 10시 유카탄 지역 16개의 에네켄 농장에서
대표를 뽑아 이곳에서 메리다 지방회 설립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메리다
지방회는 314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창립
대회가 열렸다.
	창립대회에서는 메리다 지방회의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회장 이근영, 부회장 방경일,
총무 및 재무 김윤원, 서기 신광희, 학무원 황명수, 법무원 조병하, 구제원 김제선,
평의원 김구현·최정식·이근하·이국빈·유진태·김대선·김성민·김태진·박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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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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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 47A

66

외국 영사관
Consulado de Holanda en Mérida

Calle 49

Calle

∷가는길

김윤원 여관

메리다 지방회관Ⅰ

20.974138°  N
89.624449°  W

3

콜센터
MDY Contact Center and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호텔 Hotel Casa Carmita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Calle 5

Call
e 64

(구글맵 GPS)

왼쪽에서 바라 본 메리다 지방회관Ⅰ

메리다 지방회관Ⅰ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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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지방회관Ⅰ
Ⅰ|
∷현 주 소 Calle 54 523, Centro, Mérida, México
∷정

은행 Bancomer

∷가는길
20.960053°  N
89.620552°  W

의 엘 파보 지역의 메리다 지방회관

∷관련내용	1909년부터 사용하던 메리다 지방회관은 사무가 복잡해지면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
지역으로 옮겨졌다. 엘 파보는 당시 각 지역의

농장에서 거주하고 있던 대한인국민회의 지도자들이 옮겨오면서 오면서 한인촌이

멕시코지역 - 메리다

메리다 지방회관Ⅱ

4

Pavo(칠면조라는 뜻)

호텔
HOTEL POSADA CASTAÑEDA

공중전화
Teléfono Público LOGITEL

Calle 5

하는 엘 파보El

(구글맵 GPS)

시장 Mercado San Benito

Call
e 69
전당포
CASA DE PRÉSTAMO efectivo

유권자 등록 사무소
IFE MÓDULO

형성되었다. 호세 산체스 팍 『교포역설』에는 안창호가 멕시코 메리다에 와 있을 당시
에 엘 파보에 있는 지방회관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께선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시고는 고개를 숙이신 채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I

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엘 파보의 메리다 지방회관은 192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호세 산체스 팍의 책에 “3·1운동 1주년 기념식(1920년)이 다가왔다. 수많은 한인들
이 그들의 일터를 떠나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 메리다에 본부가 있는 국민회관(그때
까지도 이 건물은 파보가의 한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다)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

∷현재상태 건물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내부를 합쳐 약 250평
정도의 규모이다. 현재 건물 외벽에는 ‘Libertad Servicio Financierros’라는 회사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7년 12월 27일자, 「중앙총회장을 환영」.

길 건너에서 바라 본 메리다 지방회관Ⅱ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 6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63 |

멕시코지역 - 메리다

I
69번과 54번 길 교차로에 자리한 메리다 지방회관Ⅱ

사거리에서 바라 본 메리다 지방회관Ⅱ

| 6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65 |

| 메리다 지방회관 Ⅲ|

∷관련내용	메리다 지방회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35년까지 지방회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54
Calle

메리다 지방회관Ⅲ

Calle

73

약국
mpulsora Farmaceutica
Del Bazar, S.A. De C.V.
편의점
Comercializadora Mayorista de Abarrotes

증언에 따르

면, 그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1936년부터 전파상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1935년까지 국민회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상태 대지는 450평, 건평은 60평 정도이다. 1936년부터 개업한 전파상점으로 메리다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상점이 잘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Maldonaldo의

공중전화
Teléfono Público MI FON

(구글맵 GPS)

추정된다. 건물 내부의 구조는 당시 사무실과 뒤쪽의 공터가 있다.
	이곳에 전파 상점을 운영하던 에드워도 말도날도Edwardo

편의점
López Morcillo Gabriel Alberto

52

20.973848°  N
89.616312°  W

의 1920년대 중반부터 1935년까지 사용하였던 메리다 지방회관

71

Calle

∷정

∷가는길

Calle

∷현 주 소 Calle 54 562, y71 y73, Centro, Merida, México

56

Calle

운영되지 않는다. 전파상 옆에는 Cocina Economica Dona Mari라는 구멍가게가
있다.

메리다 지방회관Ⅲ

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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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메리다 지방회관Ⅲ건물 내부

오른쪽에서 바라 본 메리다 지방회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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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지방회관  Ⅳ|
∷현 주 소 Por 44 y 46, Calle 65 397A, Centro, Mérida, México
∷정

∷가는길
20.963244°  N
89.613604°  W

의 1935년부터 사용한 메리다 지방회관

∷관련내용 1909년 5월 대한인국민회 메리다 지방회 설립 이후 회관은 세 들어 있었다. 경제

Calle

65

오토바이 대리점
Sukida de México

메리다 지방회관Ⅳ

Call
e 44

회관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진태·이종오·박춘삼·김정식 등 한인 1세 지도급

멕시코지역 - 메리다

공중전화 SUPERCOM

의류점 May Chale Yrene

(구글맵 GPS)

공황으로 가옥세를 낼 형편이 못되자 한동안 유진태兪鎭泰의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I

편의점 Basto Chimas Sara

식료품점
Lara Echeverria
Asunción del Carmen

인사들은 1930~1931년경 65번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멕시코 토지법상 외국인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국적으로 귀화했다.
	호세 산체스 팍의 『교포역설』에 의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일단의 사람들이 멕시코
국적으로 바꾼 다음 그들의 이름을 빌려 건물을 구입, 수속절차를 하는 것이었다.”
“1930년에서 1931년 사이 대여섯 명의 한인들이 국적을 바꾸었다. 그리고 나서
국민회 사람들은 그들의 위임장을 들고 국민회관 건물을 물색하고 다녔다. 이에
앞서 당시 국민회 회장이었던 유진태는 국민회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에 있는 동포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여러 사람의 명의로
그 소원을 이룩했다”라고 한다.
	메리다의 지방회관은 8명의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해서 1935년 1월 낙성식을
한 후 회관으로 사용했으며, 1941년과 1954년 두 차례 보수공사를 하였다.

∷현재상태 2005년 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을 맞아 메리다 지방회관 복원하여, 메리다한국박
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박물관에는 멕시코로 이주해 온 한인과 관련된 사진을 포함
하여, 여러 기록물, 이민 관련 서류, 책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메리다 지방회관 Ⅳ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 이자경,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상·하,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한맥문학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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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무학교 군사훈련 터 |
∷현 주 소 Mercado San Benito, Calle 67, Centro, Mérida, México
∷정

의 메리다 지역에서 독립군 양성을 하였던 숭무학교의 터

∷관련내용 멕시코지역 지방회의 활동 가운데 독립운동사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활동으로는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군인양성운동이었다. 한인들이 유카탄에서 군인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멕시코 한인들 가운데 군인 출신이 많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메리다 지방회장 이근영을 비롯하여, 훈련원 장교 출신의 한성순, 양귀
선, 조병하, 서문경, 윤은섭, 강명원, 김기홍, 차용환, 최대현 등 약 200명이 전직군
인 출신이었다.
	숭무학교는 처음 1909년 10월경 메리다 지방회장 이근영이 한인청년 수십 명을
모아 우선 작둔지방에서 출발하였으나, 1910년 3월경에 메리다 시내에 정식으로
숭무학교를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초대 교장에는 이근영이 맡았으며, 교사에는

는데 고용금은 미화 5원, 승전하면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신한민보』 기
사에 따르면, 이근영은 황민주의 권유로 이정구와 더불어 메리다로 와서 동포청년
33명을 모집하고 그외 유카탄 각지에서 모집한 청년을 합쳐 40여 명을 이끌고 과테
말라혁명에 참가하였다. 이근영은 만일 혁명이 성공하면 미금美金 3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혁명군에 참전하기로 한 황민주·
이정구는 한인용병들을 돈을 받고 혁명군에게 넘겨주고 도망가고, 얼마 후 이근영
도 종적을 감추었다. 돈에 팔린 한인용병들은 과테말라 혁명군의 학대를 받았으며,
풍토가 맞지 않아 많은 고생을 겪었으며, 8~9명은 간계를 깨닫고 틈을 타서 도망
하였다. 과테말라 용병으로 갔던 한인청년 가운데 이병은·조명윤·김상천·김옥동
4명은 과테말라 전장에서 풍토병으로 사망하였다.

∷현재상태 엘 파보 지방회관 맞은편에 있는 엘 메르카도El

Mercado라는

재래시장이 있던 자리

이종오가 맡았고 멕시코 동포들이 학교를 후원하였다. 이근영은 숭무학교를 창립하고

이다. 현재 재래시장은 리모델링이 되어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어 당시의 모습을

청년들을 모집하여 노동여가에 무예를 연습시켰으며, 군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장 건물은 번성하여 번화가가 되었다.

그외에 보통학과도 교수하였다. 또한 그는 군인들을 훈련시킬 적당한 교재가 없어
서 자신이 입으로 외워 오던 것을 엮어 『보병요조초선步兵要操抄選』이라는 책을 편찬
하기도 하였다.
	숭무학교는 처음에 갑, 을, 병반의 3개 반이 있었으며, 갑반은 5명, 을반은 22명,
병반은 6명으로 총 33명이었다. 1910년 6월경에는 약 70명으로 늘었다. 숭무학교
의 설립에는 광무군인 출신인 이근영을 비롯하여 양귀선·조병하·이수근 등이 커다
란 역할을 하였으며, 설립 이후 생도 118명을 배출하였다. 1913년 중반부터 유카탄
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숭무학교 생도들은 가족을 따라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혁
명이 일어나자 멕시코 남쪽과 동남쪽에서는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숭무학교의
한인 청년들도 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후 오학기나Oaxaquenō지방으로 떠났던 숭무학교의 창설자 이근영이 황민주·이정구와
함께 다시 메리다로 왔다. 그들은 1916년 유카탄에서 동포청년들을 모집하여 과테
말라혁명 고용병으로 참전하였다. 메리다에서는 김동현이 한인청년들을 모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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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황성신문』 1909년 10월 5일자, 「武氣培養」.
• 『신한민보』 1909년 12월 8일자, 1910년 7월 20일자.
• 『신한민보』 1916년 9월 8일자, 「과테말라혁명에 한인고용병」.
• 『신한민보』 1916년 9월 14일자, 「멕시코에서」.
• 『신한민보』 1916년 11월 1일자, 「혁명군에게팔린동포」.
• 『동아일보』 1922년 8월 7일자, 「新朝鮮의 建設運動」.
•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959.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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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 6
7

∷가는길
20.961914°  N
89.620330°  W

수퍼마켓
ESTANQUILLO EL PADRINO

Calle 6
9

은행 Bancomer

메리다 지방회관
(엘 파보)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Calle

54

(구글맵 GPS)

숭무학교
군사훈련 터

길 건너에서 바라 본 숭무학교 군사훈련 터(현재 시장)

메리다 지방회관(엘 파보)자리에서 본 숭무학교 군사훈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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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Plaza de la independencia

∷현 주 소 LA NOVIA ELEGANTE, Calle 58, Centro, Mérida, México
∷정

∷가는길

Calle 6

3

Calle 5

8

김기창(미상~1878) 애국장(2011)
Calle 60

| 김기창 가게 |

미술관
Museo Fernando
García Ponce-Macay

아울렛 몰
PLAZA 58

20.965988°  N
89.622047°  W

의 메리다 지방회의 지도자인 김기창이 운영한 가게

∷관련내용 김기창金基昶, Manuel Kim(본명; 基秊)은 1879년 8월 31일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

(구글맵 GPS)

김기창
가게 자리

멕시코 메리다로 이주하여 가게를 열었다. 당시 주소는 사서함 Apartado 343번지
였다.
	이후 김기창은 1911년 대한인국민회 메리다 지방회에서 서기를 맡았다. 1918년
흥사단에 가입하는 등 독립운동에 나섰고 1919년 2월 한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해동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한인 2세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두었다. 또한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길수리 대천에서 출생하였다. 국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1905년 부인 및 자녀와

의무금·보조금·인구세·군사운동금 등의 의연금을 내어 실질적인 활동을 보였다.
1921년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1921년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현재 라 노비아 La Novia 엘레간테Elegante 웨딩드레스
가게가 되어 있다. 이 가게는 약 200평 정도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80년
전에 아랍인이 구입하여 웨딩드레스 가게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가게 주인
Esperanza Mendoza Abimerhi는 그 손녀이다. 그녀에 말에 의하면, 자신의 할아
버지가 이 가게를 구입하기 전에 아시아인이 1층에서 와이셔츠 가게를 운영하였고,
2층에는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2003년도 실태조사 때는 김기창 가게의 위치를 자
리의 바로 옆에 있는 라스 베가스Las Vegas 신발가게로 잘못 비정하였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19년 2월 6일 「메리다지방회보」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김기창 가게(현재 웨딩드레스 La Novia Elegante 가게 )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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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왼쪽에서 바라 본 김기창 가게

오른쪽에서 바라 본 김기창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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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오 거주지 |

Calle 47

∷현 주 소 Calle 52 451, Centro, Mérida, México

20.973854°  N
89.616316°  W

의 메리다 지방회 지도자인 이종오의 거주지

∷관련내용 이종오李鍾旿, Manuel Lee(이명; 鍾濬, 1869~1946)는 메리다 지방회의 창립회원

이종오 거주지

(구글맵 GPS)
산업장비 공급업체
Especialidades
Industriales del Sureste Eissa Mérida

중의 한 명이다. 그는 서울 탑동에서 출생하여 사숙과 소학과를 수료하고, 소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상업에 종사하였다. 1905년 멕시코 유카탄에 이주하여

Calle

49

1919년 흥사단에 가입하였다.
	이종오는 데모손Temozon·제일농장의 농장대표를 역임했고 1917년 2월 설립된
해동학교海東學校 교사로도 활동하였다. 1917년 안창호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그의 집에 머물렀으며 독립운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18년 2월 대한인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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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판매점
Aler del Sureste

Cal
le 5
2

∷정

∷가는길

상점
Todo Inoxidabel SA De CV

민회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안창호와 함께 연설하였다.
	1930년대 초 이종오는 메리다 지방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멕시코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메리다 지방회관은 대표 7명과 함께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
였고 1935년 1월 회관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현지 멕시코인 Julio Mejia Salazara(1915년생)에 의하면, 자신이 어릴 때 한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아마도 이종오가 운영하였던 한글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추정
된다.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의 그란 류챠Gran Lucha 지역에 있으며,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도 실태조사 때는 Calle 52 # 451로 잘못 비정하였다.

이종오 거주지(붉은색 벽 오른쪽 건물)

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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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84

이종오 거주지 진입로

이종오 거주지(주거지와 주차장으로 분리)

이종오 거주지 주변

이종오 거주지 1층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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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오 묘 |
Calle

∷정

90

∷현 주 소 Calle 90 12, Centro, Merida, México

∷가는길
20.949784°  N
89.640368°  W

의 메리다 지방회 지도자인 이종오의 묘지

∷관련내용 메리다지방회의 창립회원인 이종오李鍾旿, Manuel Lee(이명; 鍾濬, 1869~1946)는

이종오 묘

(구글맵 GPS)
agonal
Calle 66 Di

1946년 9월 9일 사망하였다. 그의 영결식은 10일 오전 9시에 수많은 동포들이 참석
멕시코지역 - 메리다

I

야외박물관
Cementerio General Oficinas

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묘지는 메리다 공동묘지 판테온 헤네랄Panteon General로 정해
졌다. 그의 묘비에는 “1946년 9월 9일 별세, 향년 76세, 본은 명쥬 리시 죵오 분묘,
원적 대한 경성”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있다. 이곳에는 함께 멕시코로 이민하
였던 사라 김Sara Kim, 페르난도 김Fernando Kim, 마뉴엘 산체스Manuel Sanchez과 손자
이상철의 묘도 자리하고 있다.

∷현재상태 메리다 시내의 판테온 헤네랄Panteon

General이라는

묘지에 있다. 이종오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같이 멕시코에 온 사람들이 함께 묻혀있다. 이종오 가족묘는 공동
묘지의 정문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종오 묘지가 자리한 판테온 헤네랄(Panteon General)

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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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종오 묘지가 자리한 판테온 헤네랄 공동묘지 입구

이종오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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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원 여관 |
Calle 47

외국영사관
Consulado de Holanda en Mérida

∷관련내용	김윤원金允元은 대한제국의 군인출신이다. 가족들과 멕시코로 이민 후 에네켄 농장

(구글맵 GPS)

64

20.975250°  N
89.624234°  W

의 메리다 지방회의 지도자 김윤원이 운영하였던 여관

Calle

∷정

62

∷가는길

은행 HSBC

김윤원 여관

Calle

∷현 주 소 Calle 64 410, Centro, Mérida, México

Calle 47A

Calle 49
메리다 지방회관(1909년)

콜센터
MDY Contact Center and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지불하고 풀려났다. 1909년 메리다 지방회가 창립되자 총무를 맡았고, 『신한민보』
의 멕시코 지사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윤원은 메리다에서 한인 최초로 여관을 운영하였다. 그는 『신한민보』 1909년
6월 23일자에 “본인이 첨동포의 숙식을 편리케 하기 위하여 여관을 신설하였사오니
첨동포는 왕림하심을 바라나이다. 여관 주인 김윤원 고백”이라고 광고를 내었다.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에서 노동자로 힘든 생활을 견디고 이근영·방경일·신광희 등과 농장주에게 속전을

그가 운영한 여관은 새로 이주해온 한인들과 각지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동포
들의 숙소 사용되었고, 각종 모임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현재상태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신한민보』 1909년 6월 09일, 「지사유인」.
• 『신한민보』 1909년 9월 15일, 「북미총회 보고」.
• 『신한민보』 1910년 5월 11일, 「미리다지방회보」.
• 『신한민보』 1920년 1월 22일,「김윤원씨가장서」.

김윤원 여관(붉은 건물)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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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왼쪽에서 바라 본 김윤원 여관

삼거리에 자리한 김윤원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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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인천) 거리 |

20.970927°  N
89.630162°  W

의 멕시코 이민이 시작된 인천광역시가 메리다 시내에 제물포 거리를 선정

∷관련내용 멕시코 이민이 처음 시작된 ‘제물포(인천)’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메리다

(구글맵 GPS)

시가 2007년 10월 15일 자매결연을 맺고, 그해 12월 11일 제물포 거리에 대한 유래

제물포(인천) 거리
웨딩 베이커리
Pastelería Santiago

Call
e 57

공중전화 TELMEX

천주교 성당
IGLESIA DE SANTIAGO

Calle 59

Cal
le 7
0

∷정

∷가는길

Cal
le 7
2

∷현 주 소 Calle 72 485, Centro, Mérida, México

영화관
Cinemex Rex

교회
IGLESIA DE SANTIAGO

멕시코지역 - 메리다

를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로 설명한 표지판을 세웠다. 이 표지판에 따르면, 멕시코
로 이민을 온 한인들이 메리다 시내에 위치한 고급 술집에서 술에 취하면 “제물포,
제물포”라고 구슬프게 외쳤다고 한다. 술집주인은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 온 한인들
이 속아서 이민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인은 자신의 상호를 “제물포”로 바꾸

I

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기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술집의
상호가 있었던 거리의 이름이 ‘제물포’로 불려지게 되었다.
	제물포(인천) 거리는 메리다 시내 Calle 72번의 Nacional Monte de Piedad라는
회사 건물이 있는 쪽과 Calle 57번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거리의 벽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In Memory of Korean Immigration to Mexico
		El Chemulpo(Chemulpo-Incheon Street)
		Incheon Metropolitan City Republic of Korea
		제물포(인천) 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현재상태 제물포 거리는 메리다 시내의 가장 중심지에 있으며, 산티아고 공원Iglesia de Santiago
의 맞은편 골목길이다. 현재 ‘제물포’라는 명칭의 술집은 없고, 그 건물은 지금
전당포로 되어 있다.
72번 길과 57번 길 사이에 만들어진 제물포(인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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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과거 ‘제물포’ 술집이 있었던 자리

57번 길에서 바라본 제물포(인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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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비 및 기념탑 |
∷현 주 소 Calle 60 299×3b y 5B, Col. Revolucion, Merida, México (AAFY 앞)
∷정

의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탑과 기념비

∷관련내용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현재상태 기념탑은 한인 이민자들이 도착한 프로그레소 항구에서 메리다 시내로 들어오는 레
볼루션Colonia

Revolucion

지역, AAFYAgencia

Administracion Fiscal de Yucatan

건물 앞의

도로에 세워졌다.

사업회’와 ‘재외동포재단’이 한인들이 도착한 프로그레소Progreso 항구에서 메리다
멕시코지역 - 메리다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세웠다. 총 공사비 63,539달러로, 그 가운데 재외동포
재단이 48,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회가 현지 한인과 기업들로
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기념탑의 높이는 850cm이며, 탑의 꼭대기는 에네켄 잎을
상징하는 철제 구조물이 올려져 있다. 탑 아래 기념비에는 1905년에 한인들이 멕시

I

코로 이민을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기념탑 앞쪽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기념비 양쪽에는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새겨져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다.

	Monumento Conmemorativo Del Centenario De La Inmigracion
Coreana en Mexico
1905–2005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탑

	그리고 기념탑에는 스페인어로 멕시코 한인이민에 대해 간략하게 쓰여져 있으며, 꼭
대기에는 에네켄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었다. 기념탑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05년 최초의 한국인 이민이 멕시코에 들어왔다. 4월 4일 1,033명 한국인
들이 한국의 인천(제물포항)을 떠났고, 5월 11일 와하카주 살리나크루스항
에 도착하면서 멕시코 땅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3일 후인 1905년 5월 14일
최초의 한국인 이민들이 유카탄, 메리다시에 도착하였다.
1905–2005
재외동포재단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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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GPS)

Calle 5B

z
Mende
Lopez

21.032699°  N
89.627839°  W

te"
o "El Va
Av.Ric

∷가는길

이벤트 홀
Centro de Convenciones
Yucatán Siglo XXI

세무서
AAFY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비 및 기념탑
자동차 대리점
Suzuki Mérida

Calle 65
Calle 67

Calle 69

컨벤션센터
Glorieta Siglo XXI

I

멕시코지역 - 메리다

호텔
Fiesta Inn Mérida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비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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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손 농장 |

Yaxnic

∷현 주 소 Temozon Surkm 182, Carretera, Merida Uxmal, Abalama, México
∷정

∷가는길
20.685281°  N
89.653103°  W

의 1905년 멕시코로 이민한 한인들이 일한 에네켄 농장

∷관련내용 1905년 유카탄으로 이민을 온 한인들은 각지의 에네켄 농장에 배치되었는데, 데모

멕시코지역 - 메리다

신훈첸 농장

(구글맵 GPS)

손Temozon 농장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농장은 1915년 3월 메리다 지방회에서

I

Tekik de Regil

Molas

데모손 농장

각 구역 대표를 선임할 때 이종오가 대표로 선임되었다. 또한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경찰소도 설치되었다. 1915년 5월 데모손 농장의 회원들이 흩어지면서
경찰소도 함께 해산되었지만, 6월에 다시 복구되어 경찰원에 권덕순, 서기에 최윤,
법무원에 임상준, 사찰에 신창현이 임명되었다.

∷현재상태 데모손 농장은 메리다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농장은 17세기에 만들어졌고, 현재도 에네켄 농장 당시의 풍광을 그대로 간직
하고 있다. 농장의 아시엔다는 새로 복원하여 아시엔다 데모손Hacienda Temozon이라
는 고급 호텔로 리모델링 되었다.

관련자료

데모손 농장

• 『신한민보』 1915년 6월 17일 「메리다지방회보」.
• 『신한민보』 1915년 7월 8일 「메리다지방회보」.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07집,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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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호텔(Hacienda Temozon)로 바뀐 데모손 농장

리모델링 한 데모손 농장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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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에네켄 재배지

에네켄(henequen) 농장

에네켄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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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지역 - 메리다

I
에네켄(henequen) 수확모습

에네켄(henequen)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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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쿠바지역

쿠바 이민과 한국독립운동

쿠바 이민

서 나세레또 지방 이민병원에 상륙하여 6일 동안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3월 26일 다시

멕시코에 이민을 온 한인들은 계속적인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경제난을 극복하

타고 온 배를 다시 타고 2일만에 마나티 항구에 돌아왔다. 이곳에서도 여권문제로 상륙을 못하다

기 위한 방편으로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 중 일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러 쿠바로 떠났다.

가 2일 후 그곳 센트랄 마나티 지방에 들어오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쿠바에는 설탕 붐이 일고 있었고 쿠바지역의 사탕수수농장은 많은 노동

쿠바에 온 한인들은 계약에 따라 마티니 지역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집단으로 일하게 되었다.

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신한민보』 1920년 9월 30일자 기사에 의하면 “쿠바에 재류하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한인들이 쿠바로 온 이후 사탕수수농장에서는 작업량이 줄고 노임도 하락

이해영씨는 1918년 12월 30일에 득남하였다”라는 기사가 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18년 이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 설탕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주 직전까지만 해도

에 일부 한인들이 쿠바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당 20센트였던 것이 나중에는 2센트로 거래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한인들이 집단 이주한 것은 유카탄의 여러 농장에 흩어져 있던 한인들

쿠바에 온 한인들은 마나티 사탕수수농장보다 생활이 좀 나은 곳을 찾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

사이에 쿠바에 대한 소문이 날아들면서부터였다. 쿠바에 가면 돈벌이가 훨씬 낫고, 생활수준도

다. 이때 마탄사스Matanzas 에네켄 농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921년 5월 31일

높아 자리잡기가 용이하다는 그럴듯한 소문이었다. 예컨대, 사탕수수를 자르는 노동자들도 와이

일단의 한인들이 마탄사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처음 박창운Ramon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일한다고 했고,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 우유와 맥주를 마신다고 하였다.

에네켄 회사에 일을 구한 후, 농장주를 설득하여 마티니에 있던 한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Pack과

김세원Manuel

Kim이

당시 쿠바의 아바나Habana는 환락과 사치의 도시로서, 꿈의 뱃길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유람선

그해 에네켄 농장의 일에 비하여 한인노동자의 숫자는 많아 부득이 제한적으로 노동을 하게

들의 모항이었다. 멕시코 한인들의 경제상 곤란은 이미 미주 대한인국민회를 통해 널리 알려져

되었다. 때문에 한인노동자들의 수입은 매주 2~3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박창운의 주선으로

있었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주 대한인국민회에서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로 이주를 시도하였

한인노동자들이 카르데나스Cardenas나 아바나 등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서 영업을 하던 이해영이 멕시코 한인들의 쿠바이주
를 주선하였다. 『신한민보』 1920년 12월 22일자에 의하면, 이해영이 주선하여 쿠바이민국장과

쿠바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설립과 독립운동

농장주들과 한인 약 400명을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고 한다. 1921년 2월 25일 베라크루스 항에서

쿠바로 온 한인들은 마탄사스의 엘 볼로El Bolo 농장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마탄사스 이주

한인 81명, 2월 27일 프론테라에서 98명, 3월 3일 프로그레소에서 95명 모두 총 274명을 태우고

얼마 후 한인들은 아바나 주재 일본영사관에서 일본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에

쿠바로 출발하였다.

박창운을 비롯한 한인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의 재발에 대비해 한인 대표기구를 만들기

쿠바로 출발한 한인들은 1921년 3월 11일 쿠바 마나티Manati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쿠바 이민
국에서 정부의 명령없이 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3월 14일 아바나 근처 마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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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그래서 2주일만인 1921년 6월 14일 쿠바(마탄사스)지방회를 조직하였다. 그해 11월 1
일 마탄사스 지방정부에 정식으로 관허장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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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탄사스의 한인 60여 명은 임시공동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민회 쿠바(마틴사스)지방회를

쿠바지역에 지방회가 설립된 이후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북미총회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설립하기로 하고 미주의 국민회에 청원을 하였다. 1921년 6월 14일자로 쿠바 지방회의 설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1936년 3월 북미총회의

받아들여졌으며, 7월 6일자로 인준장이 발급되었다. 임원으로는 회장에 서문경, 부회장에 이회택,

명령에 의해 마탄사스 지방회에 청년부를 조직하였으며, 1940년 4월에는 카르데나스 지방회에도

총무에 이인환, 서기에 임병일, 재무에 장성일, 법무에 김덕순, 학무에 정원성, 구제원 호근덕,

청년부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1937년부터 1939년까지 360달러의 기금을 모아 대한인국민회에

외교원에 박창운, 대의원에 박두현, 사찰에 박희성 등이 선출되었다. 1922년 10월 쿠바(마틴사

송금하였으며,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독립자금으로 929달러 18센트를 납부하였다. 그후 246

스)지방회는 「마탄사스지방회자치제」를 실시하였으며, 회관은 미주 국민회에서 보낸 돈 300원

달러 5센트를 모아 아바나 소재 중국은행을 통해 중국 충칭重慶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에

으로 신가옥을 구입하였으며, 1925년부터 쿠바의 한인들도 임시정부를 위한 인구세를 받기로

게 송금하였다. 일주일에 겨우 2~3달러를 벌던 한인들이 어렵게 번 돈을 쪼개 독립자금과 국민

하였다.

회 지방경비에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갔음을 알 수 있다. 쿠바의 지방회는 개설 이후

마탄사스에 지방회가 설립된 후 마나티에 남아있던 한인들에 의해 마나티 지방회가 창립되

1945년까지 총경상비, 교육비, 구제비, 외교비 등으로 총 2만여 달러를 모금하여 사용하였다.

었다. 마나티지방에 거주하는 한인 30여 명은 1921년 9월 21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 설립
을 청원하여 인준장을 얻었다. 또한 마탄사스 지방에서 한인들은 농장 일거리가 부족하고, 먹고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쿠바 한인의 동향

살기가 힘들어 인근 설탕무역항 카르데나스로 옮겨가게 되었다. 카르데나스로 옮겨한 한인들 30여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쿠바의 한인들도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갔다.

명도 카르데나스 지방회를 조직하고 1922년 3월 7일 국민회 총회로부터 인준장을 받았다. 이로써 쿠

특히 세계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없어 생활의 고통이 심하였다. 그런 가운데 쿠바정

바에는 마탄사스, 마나티, 카르데나스 세 곳에 대한인국민의회 지방회가 설립되면서, 쿠바지역

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1932년에 외국인들을 등록하게 하여 남자 1인당

한인들의 단결과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원 45전과 사진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쿠바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한인들도 외국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도 지방회가 설립되었다. 농장이나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과
달리 아바나에는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 의해 아바나 지방회가 1937년에 설립되었다. 이정구·

등록을 하였지만, 1941년 9월 8일부터는 한 사람당 3원 31전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곤란이 더욱
심해졌다.

Lee·문무봉·

경제공황이 끝난 이후에도 대부분의 쿠바지역 한인들은 마탄사스나 카르데나스에 있는 에네켄

서병항·방한조·안순필 등이 이거하여 아바나 지방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아바나의 한인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더욱 심해지면서 1941년에

지방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흥민학교興民學校라는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한인 2세

들어 쿠바정부는 외국노동자를 배척하는 노동법안이 만들어졌다. 그 내용은 외국인은 절대로

들에게 민족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지방회관에서는 매년 3월 1일 이곳에 모여 3·1절기념식을

노동을 허락지 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해 3월 27일부터 마탄사스의 한인들은 노동정지를

거행하였으며, 애국가를 불렀다.

당하였다. 마탄사스지방회에서는 4월 22일 회의를 열어 쿠바정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금지가

이해영·이인상 등이 아바나에 근거를 잡은 이후, 마탄사스에서 김명욱·이종헌Roberto

쿠바지역 한인들은 매년 3·1절이 되면 지방회관에 모여 기념식을 가졌으며, 1923년부터는

노동법 위반임을 들어 노동부에 제소하여 9월 26일부터 다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쿠바 현지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친구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카르데나스에서도 1941년 한인들의 노동은 11개월만 노동하고 1개월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의무금을 거두어 미주의 대한인국민회에 보냈으며, 각종 독립운동 기금을

규정에 의해, 1개월간 아무런 수입이 없이 지내야만 했다.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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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한 후 쿠바 재류 한인들은 일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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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아바나의 라디오에서는 한국인은 일본인과

장 많이 거주하고 있던 마탄사스에서도 국치일에 현기식을 거행하고 쿠바 한인들이 광복사업에

같다고 방송하였기 때문에, 쿠바정부에서 한인들을 일본인과 같이 감시하여 행동이 자유롭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쿠바정부는 1941년 12월 9일 동맹국에 대해 정식으로 선

못하였다. 마탄사스와 카르데나스에서도 쿠바 국방위원장이 한인들을 일본인으로 취급한다는

전포고를 하였기 때문에 쿠바 한인들도 정식으로 전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발표를 하면서 한인들은 금족을 당하였다. 또한 전쟁 이후 쿠바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집회도 열

쿠바의 선전 기념행렬에 적극 참여하였다. 1943년 12월 9일 대일선전 3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행

수 없었는데 아바나지방회의 경우에는 1942년 2월 중순부터 집행금지령이 해제되었다.

렬에 참가하였다.

이에 쿠바의 한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자유 한인’임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한편, 미주에서 대한여자애국단이 결성되면서 쿠바에도 애국단 지부의 결성을 요구하였다.

없었다. 마탄사스 지방회는 12월 14일 쿠바 한인의 입장을 밝히는 「한인입지연설」 3천 매를 인

이에 쿠바의 한인 여성들도 1938년 7월 10일 대한여자애국단의 지부를 마탄사스에서 설립하였

쇄하여 시내에 뿌리는 한편,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옷에 꽂을 수 있는 소형 태극기를 제작

다. 대한여자애국단 마탄사스지부의 단장은 현미숙, 고문은 임천택이 맡아 활동하면서, 2차 세계

하였다. 이같은 쿠바 한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12월 23일 쿠바대통령 등 정부당국은 「한인에 관

대전 당시 광복군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활발한 독립운동 후원활동을 펼쳤다.

한 입지보고」를 받고 한인들의 신분을 인정하였으며, 이 내용을 『엘바이스』와 『임폴마시옹』 두
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인들은 신분상 일본인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계하여 미주의 국
민회 상무부 및 재미한족연합회를 통해 한인들의 안전보장에 온 힘을 쏟는 한편, 연합국의 승리

재큐한족단의 조직과 활동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쿠바의 한인사회는 대내적으로 연합국의 적국인 일본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자구책을 모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쿠바정부에 협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41년 12월 23일 마탄사스·카르데

쿠바재류 한인들의 국적은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쿠바의 3개

나스·아바나의 3개 지방회에서는 ‘연합외교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국대사관, 중국공사관, 쿠바

국민회에서 국적을 ‘한국인’으로 바꾸어달라는 등록개정 청원을 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정부·군·경 각 기관과 교섭을 하였다. 또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쿠바 한인들의 안전을

일본인으로 취급받으면서 한인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한인들은 쿠바정부에 대하여

보장받기 위해 재미쿠바공사와 교섭하여 그곳 정부의 동정을 얻었고, 1942년 6월 15일에는 스페

“일본에 합방한 백성이란 것을 고쳐서 대한사람이라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등록개정

인어로 된 증명서를 발행하여 쿠바 거류 한인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하였다.

청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아바나 지방회는 쿠바의 수도에 있는 관계로 쿠바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담당할 수밖에

이를 위해 아바나 지방회에서는 쿠바당국과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문제는 아바나 지방회가

없었다. 이에 아바나 지방회에서는 이종헌·이인상·서병학 3인을 선전위원으로 두고 재류국 관청과

쿠바관청의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을 진행할

교섭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942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재미 쿠바공사에게 축하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바나 지방회를 비롯한 쿠바지역의 지방회는 쿠바당국과 교섭하기 위해

전보를 보냈으며, 7월 7일 중국항전기념일에는 재중국 쿠바영사에게 전보로 축하의 뜻을 나타

재큐한족단在古韓族團을 조직하게 되었다. 재쿠바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탄사스·카르데나

냈었다. 이와 더불어 빅토리아회에 참가하여 선전 공작을 하였으며, 쿠바 한인들을 조사하여 ‘자유

스·아바나 3개의 지방회가 전시 대외선전을 위하여 외교기관으로 재큐한족단을 결성한 것이다.

한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다.

재큐한족단은 아바나지방정부의 후원하에 1943년 4월 4일 정식 창립하여 쿠바 한인사회를

또한 쿠바의 한인들은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회별로 현기식을 거행하였다.

대표하고 항일투쟁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단체가 되었다. 재큐한족단의 조직 목적은 ① 임시정

아바나 지방회는 8월 29일 집행위원장 이종헌의 주도하여 현기식을 거행하였으며, 한인들이 가

부 후원, ② 국민회 옹호, ③ 재쿠바 동포 안녕보장, ④ 한국독립 승인 선전공작, ⑤ 독립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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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등이다. 재큐한족단은 “쿠바의 모든 동포를 모아서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는 조국의 백성
의 해방을 위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전세계에 흩어진
한국인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쿠바의 지방회에서는 재큐한족회의 조직 청원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국민회에
요구하였으며, 국민회에서는 이 문제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에 넘겨 영문으로 인준장을

I

쿠바지역

발급해 주었다. 재큐한족단은 쿠바정부로부터도 정식 허가도 얻어 재쿠바 한인들을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되었다. 한족단의 주요 활동은 재쿠바 한인들에게 한인증명을 발급하는 등 전시하
안전보장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리고 재큐한족단과 각지의 국민회는 외교선전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예로, 1942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경축 행렬 때 참가하였으며, 12월 9일 쿠
바선전기념 제1주년 기념행렬에 태극기와 쿠바국기를 들고 행진하였다. 1943년 5월 20일 쿠바
독립 제4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스페인어로 “재큐한족단은 쿠바 국경일을 축하”라고 쓰고
태극기와 쿠바기를 들고 행렬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에서는 멕시코, 쿠바지역 한인들의 생활상의 곤란, 특히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1942년 말 경에 미국노동총회
에서 전시에 부족한 인력 때문에 쿠바 노동자들을 모집한다고 하였다. 재큐한족단에서는 출국과
입국 모든 절차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1943년 11월 아바나 지방회 집행위원장 겸 재큐한
족단 단장 이종헌은 한인들의 미국 이주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쿠바정부 외부·내부대신을 만날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쿠바 아바나지방회에서는 미국 이주를 위해 그해 12월 14일 임시
특별대표회를 열어 마탄사스에서 온 임천택, 카르데나스에서 온 이병상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주 이주계획은 전시상황하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쿠바 한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위와 같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
리고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쿠바의 한인들은 모두
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으며, 9월 6일 연합국승리 경축행렬에 참여하여 대일승전을 축하하
는 행사를 벌이는 등 각종 집회에 참여하였다. 카르데나스 지방회에서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José Sánchez Pac, Memorias de la vida y Obra de los Coreanos en México desde Yucatán』, México,

1973(호세 산체스 지음, 서성철 옮김, 『회상–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국인들의 삶과 노동–』, 재외동포재단, 2005).

“재류동포 전체가 연합국이 승전한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항복을 받아 국치를 씻고 독립국 백성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이 됨”을 선포하였다.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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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 지방회관 Ⅰ|

A

∷가는길

Lee의

(구글맵 GPS)

집을 사용하였다. 아바나

B
33
Quibu

지방회는 1937년에 사탕수수농장이나 설탕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과 달리 자영

주유소
Gas Station

A

23.132095°  N
82.350365°  W

의 1937년 사용하였던 아바나 지방회관

∷관련내용 대한인국민회 아바나 지방회관은 이종헌Roberto

2
13

∷정

A
130

∷현 주 소 12812 Esperanza y Luisa, Quijano, Habana, Cuba

아바나 지방회관
(이종헌의 집)
약국
Farmacia 132 y 39

39

를 잡은 이후, 마탄사스에서 김명욱·이종헌·문무봉·서병항·방한조·안순필 등이
이거하여 아바나 지방회를 설립하고 활동하였다.
	쿠바에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아바나 3개의 지방회체제가 탄생하자 조국의 독립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종헌은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가구점을 경영

I

쿠바지역 - 아바나

업을 하는 한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정구·이해영·이인상 등이 아바나에 근거

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지방회관을 설치하였다. 이종헌은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현재상태 2 004년 당시까지만 해도 건물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허물고
시멘트로 집을 지었다. 이종헌의 집 앞에는 현재 'Agro Mercado'라는 간이 시장이
있다.

관련자료

아바나 지방회관Ⅰ(이종헌의 집)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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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아바나

I
아바나 지방회관Ⅰ(이종헌의 집) 진입로

아바나 지방회관Ⅰ(이종헌의 집, 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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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Sol No. 409, Habana Villegas Y Aogoa Cate, Habana, Cuba

∷가는길
23.133473°  N
82.354169°  W

의 1937년에 이종원의 집과 더불어 아바나 지방회관으로 사용하였던 곳

∷관련내용 아바나 지방회는 1937년에 설립되면서, 이종헌의 집과 솔Sol가 409번지가 함께

(구글맵 GPS)

Sol

gas
Ville

∷정

ela
post
Com

cate
Agua

| 아바나 지방회관Ⅰ
Ⅰ|

관Ⅲ
지방회
아바나

아바나 지방회관Ⅱ
유스호스텔
Casa Dos Hermanas

게스트하우스
Casa Humberto
Acosta

Luz
교회
Iglesia y Convento
de Belen

사용되었다. 1939년 이후부터는 솔가 409번지에 흥민학교興民學校가 설립되면서
쿠바지역 - 아바나

주로 이곳에 한인들이 모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2004년 실태조사 당시 주화
엽Cecilia

Chu(78세)의

증언에 따르면, 솔Sol가 주변에 사는 한인들이 이곳에 주로

모였으며, 환갑이나 기타 행사들도 이곳에서 치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서병학이
야간에 이곳에 와서 한인 후세들을 위해 흥민학교를 개설하여 국어를 가르쳤다고

I

하며, 1945년 이후에도 서병학이 국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지방회관에서는 매년
3월 1일 이곳에 모여 3·1절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한다. 주화엽
의 아버지 주한옥Paulo Chu은 멕시코 여인과 결혼을 하여 주화엽·주미엽 자매를 낳았다.
현재 주화엽은 사망하였고, 주미엽(92세)은 아바나의 헤수스 마리아 109번지에서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편 2004년 조사 당시 에스테반 안Esteban Ahn의 증언에 따르면, 1938년 그와 홀리
안 김, 임은조Jernimo

Lim

3명이 청년회를 조직하여 중국인회관(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음)에서 중국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쿠바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아바나 지방
회에서는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에 요청하여 한국인이라는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한
다. 이로 인해 쿠바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체포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한다고 대우
를 받았다. 또한 그는 아바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지방회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현재상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은 Sol가 409번지 3층 옥탑에 지방회관과 흥
민학교가 있었다. 2004년 당시에는 한인 후예인 주화엽Cecilia

Chu(78세)

살고 있으나, 주화엽 사망 이후 가족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가족이

관련자료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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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아바나

I
아바나 지방회관Ⅱ(3층 옥탑)

아바나 지방회관Ⅱ입구(Sol가 4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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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
Agua

| 아바나 지방회관 Ⅲ|
∷현 주 소	Sol No.109, Habana, Cuba

23.133367°  N
82.353957°  W

의 광복 이후 사용하였던 아바나 지방회관이자 안순필·마리아 김 부부의 집

해방 이후에는 안순필Pedro

Anh과

마리아 김Maria

Kim

(구글맵 GPS)

아바나 지방회관Ⅱ

아바나 지방회관Ⅲ
Luz

유스호스텔
Casa Dos
Hermanas

게스트하우스
Casa Humberto
Acosta

ela
post
Com

∷관련내용 아바나 지방회관은 처음 이종헌의 집과 Sol가 409번지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Sol

gas
Ville

∷정

∷가는길

교회
Iglesia y Convento
de Belen

부부의 집을 지방회관으로

쿠바지역 - 아바나

사용하였다. 1905년 안순필은 멕시코로 이민을 왔으며, 농장에서 해방된 이후 메리
다시내에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쿠바로 재이민을 왔다. 안순필과 그의 부인
마리아 김은 지방회관 1층의 직물공장에서 다리미질을 하며 생활하였다. 이들은
쿠바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거두어

I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에 보냈다고 한다. 그후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General Lee No. 354, Silvia No. 15, Habana”를 국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현재상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은 솔Sol가 107번지 3층 옥탑이다. 2004년
실태조사 당시에는 한인 후예인 에스테반 안Esteban Ahn(81세) 가족이 살고 있었으나,
에스테반 안이 사망한 이후 가족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현재는 쿠바
현지인이 살고 있다.

관련자료

아바나 지방회관Ⅲ입구 3층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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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아바나

I
아바나 지방회관Ⅲ입구(Sol가 109번지)

아바나 지방회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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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아바나

I
아바나 지방회관Ⅲ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

아바나 지방회관Ⅲ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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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사스 지방회관 |

임천택(1903 ~1985) 애국장(97)
리오 산후안
Rio San Juan

∷현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Cuba
∷정

쿠바지역 - 마탄사스

Bolo(볼로 농장)’에

I

∷가는길
23.010443°  N
81.585189°  W

의 1920년대 마탄사스 지방회관

∷관련내용 한인들은 마탄사스의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핀카 엘 볼로Finca

71
le 1
Cal

(구글맵 GPS)

El

72

집단으로 거주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100백여 가구의 한인

마탄사스 지방회관

들이 이곳 엘 볼로마을의 에네켄 농장에서 살았다. 마을 입구에는 한인들이 집단
으로 거주하던 나무로 만든 방 2칸의 기숙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의 빈 공터에서
는 3·1절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밤에는 가스등 아래서 무용회·음악회 등을 하
였다고 한다. 독립운동가 임천택의 가족도 이곳에서 살았다.
	쿠바(마탄사스)지방회가 1921년 6월 조직되자 초대회장 서문경은 그 어렵던 상황에
서도 한인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였으며, 제2대 회장 차희관은 재미동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국민회관을 건립하여, 이곳에 회관·교회·학교를 설치하였다. 제3대 회장
김치일은 한인들간의 통일과 평화에 주력하였는데, 그는 현지 관헌과 유력인사들과
친교하여 한인들의 생활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쿠바의
각지 지방회에서는 국어학교를 설치하였는데, 최초의 국어학교는 마탄사스 지방
회관 내에 있었다. 미국에서 교육비로 100여 원을 보내와 1923년부터 국어교육을
시작하였다. 국어학교 이름을 민성국어학교라고 하고, 학부형 및 찬성원과 지방임
원의 도움과 후원으로 계속하였다. 민성국어학교의 임원으로는 교장 양춘명, 사무
원 이영환, 교사 서병학 등이 있었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2004년 실태조사 당시에 비하여 건물 앞 쪽에
가 건물을 지었다. 현재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신한민보』 1922년 11월 30일자, 「큐바지방회보」.

마탄사스 지방회관

• 『신한민보』 1924년 10월 2일자, 「쿠바지방회관 건축」.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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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
∷현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Cuba
∷정

박창운 거주지

∷가는길

한인이민 기념비
한인감리교회

23.010347°  N
81.584023°  W

의 1943~1951까지 사용하였던 마탄사스 지방회관

∷관련내용 마탄사스 엘 볼로 농장 입구에는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구글맵 GPS)

시애틀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을 받아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기념비에는 한국

72

어와 스페인어로 된 표지석이 부착되어 있다. 한국어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 “엘 볼로”에 1921년 이민으로 온 대부분의 한인들이 큐바 유일의 전통 한인촌
을 이루어 살면서 에네껭 수확에 힘쓰는 한편 고국의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는 한국
학교를 세우고, 교회와 한인회를 설립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

I

쿠바지역 - 마탄사스

마틴사스 지방회관
(민성국어학교)

다. 이들 후예들이 이 귀중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씨애틀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상태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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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마탄사스

I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전경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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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 |
∷현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Cuba
∷정

박창운 거주지

∷가는길
23.010554°  N
81.585256°  W

의 1921년 말 설립된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

∷관련내용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는 1921년 말 한인예수교회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1926년

한인이민 기념비

한인감리교회

(구글맵 GPS)

미국 감리교 총회 전도부인회 부속 마탄사스 중앙기독교 전도사로 본국 교회에서

72

대허 부인이 취임한 후 한인교회와 교제하여 1936년까지 매월 25원씩의 보조를
받았다. 당시 전도사는 이우식, 장영기가 자칭 목사로 활동하다가 간통사건으로 제명
되었다.
	한편 마틴사스 지방회는 1926년 10월 7일 한인감리교회에 국어교육기관인 중앙
기독학교도 설립하였다. 특히 청년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다 1932년 3월 10일

I

쿠바지역 - 마탄사스

마틴사스 지방회관
(민성국어학교)

청년학원을 창설하였다. 청년학원은 야학교실을 통해 독서·동화구연·토론·강연회
를 개최해 민족혼과 애국심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임천택은
원장 겸 교사로 헌신하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휴원하고 말았다.
	1936년 3월 10일 국민회가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회 쿠바 마탄사스 청년
지부’로 부활시켰으나 1년 뒤 쿠바인들의 외국인 배척운동과 자금난으로 침체되고
말았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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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지역 - 마탄사스

I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 진입로

마탄사스 한인감리교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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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운 거주지 |

박창운(1889~미상) 애국장(2011)

박창운 거주지

∷현 주 소 Carretera de Cidra Km 3½, Finca El Bolo, Matanzas, Cuba
∷정

∷가는길

Pack(1889. 1. 21~미상)은

(구글맵 GPS)

쿠바 지방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신한민보』 1916년 12월 21일자에 대한인국민 메리다 지방회 외교위원으로 활동한

72

것이 확인된다.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재이민을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쿠바 마탄사스 지방으로 오도록 주선하였다. 또한 쿠바 지방회 초대
총무와 국어학교 2대 교장을 지냈다.
	박창운은 쿠바에서 활동하다가 1927년에 멕시코 유카탄으로 다시 이거하였다.
『신한민보』 1927년 4월 14일자에 의하면, “맛탄사스 지방회에서 5~6년간 공무에

I

쿠바지역 - 마탄사스

한인이민 기념비
한인감리교회

23.010632°  N
81.584902°  W

의 쿠바 마탄사스지방회의 지도자이며, 독립유공자인 박창운의 거주지

∷관련내용 박창운Ramon

마틴사스 지방회관
(민성국어학교)

헌신하던 박창운, 임천택 양씨는 금년 5~6월쯤 멕시코 유카탄을 건너가려고 여행
권까지 수속하였다 한다”고 하여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박창운은 1927년 12월 탐피코로 이거하여 외교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8년 2월 다시 쿠바 마탄사스로 돌아와 마탄사스 지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신한민보』 1930년 1월 16일자에 의하면, “마탄사스 지방회장 박창운씨 하면 그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략) 지난 1년간 막심한 생활란 중에서도
인구세, 의무금, 신문대금 또한 3·1기념금, 독립의연금 등에 대한 의무의 실행 이며
민성국어학교에 교비 기초를 완전하게 세워 교육사업을 발전시킨 것이 박씨의 특수
한 활동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쿠바 한인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력을 아낌없이 투여하였다. 카스
트로 정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현재상태 당시의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박창운 거주지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 14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143 |

| 카르데나스 지방회관 |

ca
lle
17

∷현 주 소 Salud No. 307 Carrillo, Cardenas, Cuba
∷정

∷가는길
23.037153°  N
81.212016°  W

의 1942~1948년 사용한 카르데나스 지방회관

∷관련내용 쿠바 한인들이 카르데나스Cardenas에 정착한 것은 마탄사스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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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부터 카르데나스 에네켄 농장과 아바나 등지로 이동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ez
sa
AV
카르데나스
13

c
AV
11

illo
ar

지방회관
ca
lle
19
-Te
ne
ria

쿠바지역 - 카르데나스

되었다. 농장 일거리가 부족하여 살기가 힘들어 인근 설탕무역항 카르데나스로
옮겨갔다. 이들 중 30여 명은 1922년 3월 카르데나스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그리
고 마탄사스의 쿠바 지방회는 마탄사스 지방회로 개편되었다. 카르데나스 지방회의
임원으로는 이윤상(갈데나스지방회장), 강홍식(Miguel Kang, 제2대 회장), 홍익삼(평의원

I

장), 안경호(구제원), 배타관(재무) 등이 있었다.

	이곳 지방회관은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되었다. 1926년 당시 주소는
“Velazquez Esq. A Jenez 291, Cardenas”이다.

∷현재상태 당시 건물은 나무로 지은 것이었으나, 시멘트 건물로 다시 지었다. 2004년 당시에는
한인후예인 리노 한Lino

Han(80세)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나, 리노 한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 가족이 살고 있다.

관련자료
• 임천택, 『큐바한인이민력사』, 태평양주보사, 1954(『新人間』 제536호, 1995년 2월호, 제537호, 1995년 3월호 다시 실림).
•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카르데나스 지방회관 정면(녹색 건물)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정경원 외, 『멕시코 쿠바 한인이민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김도형, 「멕시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남미 한인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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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카르데나스 지방회관(길 왼쪽)

카르데나스 지방회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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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과 한국독립운동

나라를 잃은 한인들은 일제의 본격적인 수탈에 무방비로 당하였다. 토지 및 재산을 빼앗기

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제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공업·광

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졌으며, 소위 창씨개명으로 성씨까지도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 등의 기초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한국에서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임

강제이주와 연행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일제의 논리에 맞춰 붕

금의 차이는 약 세 배였지만 능률은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한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되

괴되고 해체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의병장인 최익현崔益鉉을 비롯한 애국

었다. 재일노동자의 증가는 지역마다 조직된 여러 한인단체의 기반이 되어 한인들을 결속시키고

지사들은 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또한 민족지도자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중국·일본·러시아와 유

이끌어주었다.

II

일본지역

럽·미주 등지에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대표적인 단체는 1925년 결성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勞動總同盟(재일노총)’이었다.

일본지역에서 독립운동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881년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시작

재일노총은 한국인 청년운동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족운동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1927년경에

으로 관비유학과 사비유학을 통해 일본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선진화된 서양학문을 수학하면서

는 조직적 성과에 기초해 통일적인 발전을 보였고, 민족단일당을 결성하려는 국내의 분위기가 일

한편으로 구국과 독립의 방책을 고민하였다. ‘친목회’를 시작으로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가 조직

본지역에도 전달되어 같은 해 와세다早滔田 대학 스코트 홀에서 창립된 신간회新幹會 도쿄지회와도

되었고 임시총회·웅변회·졸업생 축하회 등의 모임에서 항일의식을 높였다. 이들이 발간한 『학

연대하였다. 이로써 일본전역의 재일동포들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정치문제에 지속적으

지광學之光』이라는 잡지에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에게도 새로운 사상과 독립운동의 필요

로 관심을 가졌다.

성을 담은 내용이 담겨있다.

1922년 일본 최초의 한국인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오사카조선노동동맹회大阪朝鮮勞動同盟會(오사

1919년 도쿄東京에서 일어난 2·8운동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유학생들은 러시아혁명과

카노동동맹회)’는 노동자층을 계몽하고 각성시켰다. 이는 1925년 이후 오사카지역이 재일한인의

파리강화회의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보고 구체적인 항일운동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독립선

비중이 가장 높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지역 한인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 내에서 상호부조

언서를 작성하여 일본 각계와 외국공사관에 송부할 것을 결정하고 학우회 임원선거를 명목으로

와 노동조건의 개선에 앞장섰고, 친일한인 조직체의 영향력 아래 포함되었던 한인들을 조직화하

하는 유학생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당일 ‘조선독립청년단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2·8 독립선언식

여 각종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다.

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경험은 국내로 유입되어 학생·청년운동에 기반이 되었다. 이

이러한 노동운동은 독립운동으로 구현되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현장의 시위나 각종

후 재일유학생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노동자

집회를 여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독립운동의 성격이 두드러

들과 연대하여 꾸준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졌다. 점차 불합리한 현실상태에 대한 책임을 일본의 압제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항일의식이

일본지역의 한인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한인을 결속시
키고 일자리를 알선하며, 노동정보를 교환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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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도 의열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1921년 민원식閔元植을 처
단한 양근환梁槿煥 의거였다. 1921년 도쿄에서 힘들게 유학과 노동을 하고 있던 그는 도쿄호텔에
서 참정권운동을 위해 온 민원식을 처단하였다. 1924년 의열단원인 김지섭金祉燮은 간토대지진
関東大震災

때 조선인이 학살된 내용을 듣고서 의거를 준비하였고, 상하이上海에서 도쿄로 들어가

왕궁에 폭탄을 던져 일제를 놀라게 하였다. 의열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32년 한인애
국단원韓人愛國團員인 이봉창李奉昌은 일제의 수장인 일왕을 처단하고자 관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
던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이러한 의거는 일제의 만행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지를 당당하
게 드러내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 방법이나 성공의 여부와는 별도
로 독립을 희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신념과 우리 민족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
는 행동이었다.
일본에서 한인 아나키즘 운동은 유학생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고 구직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

II

일본지역

이 늘어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박열朴烈과 이강훈李康勳 등이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이며, 백
정기白貞基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서 육삼정六三亭 의거 이후 나카사키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
들은 일본에서 민족차별이나 계급모순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일본사상단체의 시국강연회
나 노동쟁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일본지식인층 및 노동자
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다.
이밖에 일본지역에는 일제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강제연행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공과 광부, 토건인부 등이 되었다. 이주자가 급속히 늘어난
1920년 전후 일본에는 ‘조선촌’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오사카지역의 조선촌은 현재까지도 유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은 저지대, 습지대, 하천부지 등에 형성된 경우가 많았고 점차 상점이
생겨났고, 한국어로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환경 속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제의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학대받았으며
1923년 간토대지진 때는 억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은 1939년부터 1945
년까지 노동자로 끌려왔다. 이는 소위 ‘노동자 모집’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조선총독
부의 외곽단체가 나섰던 ‘관알선’을 통해 끌려가거나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어 무차별적으로 강

관련자료
•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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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제연행 되었다. 재일한인 노동자들은 일본이 공황에 빠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우선적으로 희생이

• 김명섭,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이학사, 2008.

되었고 그 지위는 최하층 노동자로 상징되었다.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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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1 |

일본
후쿠오카•나가사키•쓰시마•히로시마•오사카
교토•가나자와•사이타마•도쿄•요코하마

| 후쿠오카 형무소 |

윤동주(1917~1945) 건국훈장 독립장(1990)
송몽규(1917~1945) 건국훈장 애국장(1995)

∷현 주 소 福岡県 福岡市 早良区 百道 2丁目 16–10
∷관련내용 후쿠오카 형무소福岡刑務所는 1871년 하카다博多에 세워졌다. 당시에는 중범죄자들을
모아 노동을 시키는

‘도형장徒刑場’으로

(구글맵 GPS)

불렸다. 1881년 ‘후쿠오카 감옥소’로 바뀌었

室見

33.5828539°  N
130.344906°  E

의 송몽규·윤동주가 수감되었던 형무소

후쿠오카구치소
福岡拘置所
미강
무로 川

∷정

∷가는길

모모치 펠리스
ももちパレス

아파트

ＭＪＲ百道二丁目

우체국

후지사키 역
藤崎駅

고, 다시 1903년 ‘후쿠오카 감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1916년 후쿠오카 감옥은
니시진西新으로 옮겨졌고 6년 후인 1922년 ‘후쿠오카 형무소’가 되었다.
	후쿠오카 형무소는 송몽규宋夢奎·윤동주尹東柱의 수감지로 잘 알려져 있다. 송몽규·
윤동주·고희욱高熙旭 등은 1942년 10월부터 1943년 7월까지 민족문화를 지키는 일
과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
였다. 이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민족문화를 보존·발전시켜

러나 이들의 활동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순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쿠오카 형무소는 규슈대학九州大學 의학부의 생체실험이 이루어졌
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본의 『전시행형실록戰時行刑實錄』에는 이곳에서 1943년 64명,

II

일본 - 후쿠오카

한국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독립운동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 그

1944년 131명, 그리고 1945년에는 259명이 옥사한 통계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수감자들이 대규모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상태 1967년 후쿠오카 형무소가 옮겨간 후 현재의 ‘후쿠오카 구치소福岡拘置所’가 되었다.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후쿠오카 형무소

•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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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후쿠오카 형무소 진입로

후쿠오카 형무소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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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타 제철소 부두 |
∷현 주 소 福岡県 北九州市 戸畑区 飛幡町1–1
∷정

의 김지섭이 의거를 위해 1924년에 들어온 부두이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되
었던 곳

제철新日本製鐵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1974년 가동이 중단된 이후 철거
논란이 있었지만 1999년 기타큐슈北九州 지정 사적으로 개관된 후 도시 공원화되었
다. 오늘날에는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다.

∷관련내용 김지섭金祉燮은 의열단에 가입한 이후 두 차례 의열투쟁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국내

∷현재상태 예전에 제철소 본관 사무실과 노동자들의 관사로 사용되던 대부분의 막사는 호텔과

의 대규모 암살·파괴 공작이고, 다른 하나는 공작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군자금

대규모 놀이공원 시설인 스페이스 월드로 바뀌어 당시의 분위기는 전혀 파악할 수

모금활동이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김시현金始顯·유석현劉錫鉉 등 동지들이 모

없다. 거리의 건물들도 모두 현대화되어 과거의 편린을 찾아보기 어렵다. 안내판에

두 붙잡혔다. 게다가 일제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関東大震災을 계기로

도 이곳이 당시 동양 최대의 제철소였으며 국익 창출을 위한 근대화의 유산이었다

재일한인들을 학살하였다. 의열단 지도부와 김지섭은 이같은 일제의 만행을 심판하

는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다.

고, 연이은 대규모 암살·파괴 활동의 실패를 만회할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니주바시二重橋 투탄’ 의거였다.
	이를 위해 김지섭은 1923년 12월 20일 밤 미츠이三井물산 소속 덴조산마루天城山丸라
일본 - 후쿠오카

는 화물선을 타고 상하이上海를 떠나 일본을 향했다. 평양을 들렀다가 열흘 뒤인 12
월 30일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야하타八幡제철소 부두에 도착하였다. 그는 곧바로 야
하타시의 히젠야備前屋라는 여관에 들렀다. 1924년 1월 3일까지 이곳에서 묵고, 5일

II

아침에 도쿄東京 시나가와역品川駅에 도착했다.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양복 주머니에
3개의 폭탄을 가지고 니주바시 부근에 도착한 그는 일왕 궁성을 향해 폭탄을 투척
했다. 비록 폭탄은 불발했지만 일본 왕실과 정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나아가 한민
족의 독립의지를 일본을 비롯한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김지섭 의거를 위한 도일의 경로가 된 야하타 제철소는 일제가 청일전쟁 후
받은 배상금으로 1891년 짓기 시작해 1901년 완공하였다. 철강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전국 생산량의 약 70~80퍼센트를 소화해 낸 일본 최초의 근대
식 제철 시설이다. 1901년 관영官營 야하타 제철소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원래 이 지
역은 철광석이 생산되지 않았다. 즉 주로 한국과 중국서 가져온 철광석을 가공 생산
하고 그에 더해 수많은 한인들을 강제로 연행해 노동을 시켰던 제국주의의 상징물
인 것이다.
	1970년 3월에 업계 1위인 야하타 제철과 업계 2위인 후지 제철이 합병되어 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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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김용달, 『일왕 궁성을 겨눈 민족혼 김지섭』, 지식산업사, 2011.
• 이재갑, 『(한국사 100년의 기억을 찾아)일본을 걷다』, 살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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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항
戸畑港

∷가는길

新日鐵住金八幡
製鐵所総合センタ〡

산업단지

新

(구글맵 GPS)

부두
路
도로若戸道

33.9048580°  N
130.821607°  E

신일본제철소 종합센터

요금소

II

일본 - 후쿠오카

若戸トンネル 料金所

야하타 제철소 종합센터

야하타 제철소 앞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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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카레이엔 무궁화당 |
∷현 주 소 福岡県 飯塚市 庄司1594–1 飯塚靈園 內
∷정

의 미이케탄광, 지쿠호탄광 등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한인들의 유골을 안장하고 추도하
기 위한 납골당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반도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반세기 이상이 경과되
었습니다만, 지금도 지꾸호의 여러 곳에는 많은 유골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들의 근무환경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후루나가古長광업소

이러한 `「유골을 수집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고 추도하자」`고 하는 호소에 공

의 한인 숙소에서 발견된 ‘어머니 보고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싶다’ 라는 글

감한 사람들이 정재를 내고 각 자치체의 협력을 얻어서 여기에 추도당을 건

귀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고 등으로 다수가 사

립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였지만 죽은 후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묘가 있어서 해방 후 한국에서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불행한 과오를 두

유족이 유골을 수습한 경우도 있으나 무연고無緣故 처리되어 절과 야산에 그대로 방

번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담은 이 추도당과 국제교류광장은, 일본

치된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납골당에 모셔졌다.

과 코리아 양 민족은 물론 모든 인류가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는 발신지로

이 가운데 이즈카시飯塚市의 시립공동묘지 안에 위치한 ‘무궁화당’은 아소麻生탄광에

서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 세대를 넘어서 지켜나가려는 약속과 기원입니다.

서 노동한 한인들을 추모하고자 지어졌다.

2000년 12월

	무궁화당은 2000년 12월 이즈카시의 공식 후원으로 공원묘역 한 곳에 만든 조선

재일 지꾸호 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인 납골당으로 준공되었다. 이는 1996년 지쿠호筑豊지역의 재일교포들과 뜻을 같이

납골식 추도비 건립 실행위원회

하는 일본인들이 함께 ‘재일 지쿠호 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납골당 추도비 건립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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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독립운동시기 수많은 한인들은 일제의 강제동원령에 의해 탄광에서 노동력을 착취

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추도비 건립위원회에서는 방치된 유골을 수습할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로 ‘무궁화당’이

∷현재상태 무궁화당은 이즈카시 시립공동묘지 입구에서 왼쪽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난

세워진 것이다. 이후 단체 이름을 ‘NPO법인 국제교류광장무궁화당우호친선의 회’

다.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소규모의 추모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

로 고치고 매년 추모의 날을 정해 추모의식을 치르고 있다.

다. 외곽벽면에는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던 당시 상황과 추도비를 건립하기까지
의 주요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다.

추도문

	지난날의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과 외국
인이 일본 각지로 강제 연행되어 왔습니다. 여기 지꾸호에는 15만 명이 넘
는 조선인이 탄광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꾸호의 발전과 일본의 근대화는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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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30
국도

∷가는길
33.6819937°  N
130.655934°  E

이즈카시 공원묘지
飯塚霊園

(구글맵 GPS)

호나미학원
穂波学園

II

일본 - 후쿠오카

무궁화당

이즈카레이엔 공동묘지 입구

이즈카레이엔 무궁화당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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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 호코지 조선인탄광순난자비 |

번
국도

∷가는길
(구글맵 GPS)

大藪駅

川宮簡易郵便局

寺川
中元

∷관련내용 이 순난자비는 다가와시田川市의 호코지法光寺에 일본에 강제연행되어 탄광에서 강제

오야부 역

우체국

강

33.6442696°  N
130.792670°  E

의 지쿠호지역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희생된 한인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세운 순난자비

국도

지
주겐

∷현 주 소 福岡県 田川市 川宮1385 法光寺 內
∷정

1번
20

호코지
法光寺

노역에 시달려 희생된 한인들 위해 세워졌다. 이즈카레이엔의 ‘무궁화당’과 같이
흩어진 유골들을 수습하여 모셔놓은 것이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초기 한인 노동자들의 모집은 조선총독부에서 허가를 받은 석탄·광산·토건 등
의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모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점차 조선총독부가 사업주

이후에는 1944년 9월 시행된 국민징용령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강제징용을 강
화하였다. 이렇듯 노동자 모집은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성과 폭력성이 짙어지게 되
었고 일본 규슈九州나 홋카이도北海道로 끌려갔다.
	규슈의 지쿠호지역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은 아소麻生광업회사가 소유한 탄광(일명

II

일본 - 후쿠오카

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각 지역별로 모집할 노동자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아소탄광’)으로 끌려가 전쟁물자인 석탄을 생산하는데 투입되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사고 및 건강악화로 사망하였지만 합당한 보상이나 대우
를 받지 못하고 잊혀졌다.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조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
本大韓民國民團(민단)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었으나 원만히 조정되어 호코지에

순난자비가 세워졌다. 전면의 「적광寂光」은 불교경전에 「상적광토常寂光土」를 뜻하는
데 항상 고요한 빛이 차 넘치는 세계인 극락정토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현재상태	순난비는 호코지 내에 모셔져 있다. 1975년 사찰의 복구공사 때 개축하였다가 1997년
재건되었다. 비석 전면에 ‘寂光’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호코지 조선인탄광순난자비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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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후쿠오카

II
호코지 입구

호코지 조선인탄광순난자비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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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형무소 |

백정기(1896~1934) 건국훈장 독립장(1963)
이강훈(1903~2003) 건국훈장 독립장(1977)
김익상(1895~미상)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현 주 소 長崎県 諫早市 野中町648–5
∷정

의 백정기, 이강훈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

∷관련내용 나가사키長崎 형무소(1907년 준공)는 최근까지 이사하야시諫早市에 위치하여 이사하야

∷현재상태 1 992년 형무소가 이전한 후부터 최근까지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가 재개발되어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다. 현재 형무소 정문과 외곽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고, 정문의
오른쪽에 형무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형무소로 알려졌으나, 본래 이곳이 나가사키長崎 형무소였다.
	이곳에는 백정기白貞基·이강훈李康勳 그리고 김익상金益相이 수감되었던 곳이다. 백정
기와 이강훈은 1931년경 원심창元心昌 등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흑색공포단(BTP)’
을 조직하여 일제에 대한 파괴공작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1934년 3월에 주중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가 일본 정치인과 참모부원, 친일 중국인 등 100여 명을
상하이上海 소재의 육삼정六三亭이라는 요정料亭에 초청해서 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
수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거를 추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백정기는 1933년 11월 15년 형을 선고받고 나가사키 형무소 제2사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1934년 6월 5일 순국하였다. 이강훈 역시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15년 형을 받았으나 감형이 되어 1942년 7월까지 이곳에 수감되었다.
이강훈은 2층 제4사 제7호 감방에 수감되었고 1940년 구마모토熊本감옥, 1942년

II

일본 - 나가사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7월 도쿄의 도요타마豊多摩예방구금소로 이감되었다가 광복 후 석방되었다.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는 환국 후 이봉창李奉昌·윤봉길尹奉吉·백정기, 삼의사三義士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일본에서 활동한 박열朴烈에게 요청하여
유골발굴이 시작되었다. 백정기의 유골은 이강훈이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삼의사의 유골은 1946년 5월 15일 국내로 도착한
후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졌고 효창원孝昌園에 안장되었다.
	김익상은 1922년 2월 상하이로 가서 동지 오성륜과 함께 2월 28일 일제 군부의 핵
심인물인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처단하고자 하였다. 오성륜은 다나
카 기이치가 상하이 세관부두에 도착하자 먼저 두 발의 총탄을 발사하였으나 빗나
갔다. 뒤이어 김익상도 두 발의 총탄과 폭탄으로 그를 겨냥하였으나 총알은 스치고
폭탄은 불발되었다. 이 의거로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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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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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는길

MaxValu Isahaya
Central

나가사키
형무소

미나미 이사하야 우체국
南諫早局

청소년센터

諫早市少年 センター

이사하야중학교
諫早中学校

32.8368672°  N
130.056279°  E

II

일본 - 나가사키

(구글맵 GPS)

나가사키 형무소

나가사키 형무소(일부만 보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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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원폭조선인희생자 추도비 |
원폭공원
原爆公園

∷현 주 소 長崎県 長崎市 松山町 5
∷정

∷가는길
32.7725930°  N
129.863617°  E

의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사망한 한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비

∷관련내용	1945년 8월 9일 미군이 나가사키長崎에 원폭, 일명 팻맨Fat

man을

(구글맵 GPS)

투하하였다. 나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長崎原爆資料館

나가사키
원폭희생자위령비

가사키는 일본 본토 남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도시 중 하나였으며, 제2차 세계대
세인트폴 호텔

ホテルセントポール長崎

전 당시 대규모 산업 지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군수품, 선박, 무기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도시였기에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도시였다.
	나가사키 원폭투하 6일 후인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
으며,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나가사키 원폭투하 당시 이 지역 거주 한인은 7만여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피폭

하였는데, 그 중 한인이 15%를 차지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원폭의 두 번째 피
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1967년 한국에서 ‘원폭피해자협회’가 결성된 후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치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II

일본 - 나가사키

1만여 명, 폭사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원폭 투하로 전체 7만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

에서는 추도비 건립을 제기했으며, 모금운동을 통해 1979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중심지점 부근에 ‘원폭 조선인 희생자’추도비를 세웠다.

∷현재상태	원폭공원에서 원폭자료관으로 향하는 계단 옆 엘리베이터 부근에 세워져 있다. 히로
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위령비와는 달리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나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가사키 원폭조선인희생자 추도비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황동남,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 한인들」, 『한국사진학회지AURA』 7, 한국사진학회, 2000.

| 174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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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가사키 원폭조선인희생자 추도비 진입로

원폭투하로 흔적만 남은 우라카미 천주당(浦上天主堂)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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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현 순국지 |
이즈하라중학교

対馬市立厳原中学校

∷현 주 소 長崎県 対馬市 厳原町 桟原(일본육상자위대 주둔지)
∷정

∷가는길
34.2170110°  N
129.287784°  E

의 최익현이 순국한 곳

∷관련내용 최익현崔益鉉은 조선말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의병장이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최익현
순국지 추정지

(구글맵 GPS)
육상자위대

陸上自衛隊対馬駐屯地

을 지지하였으나, 뒤에 스승 이항로李恒老와 더불어 대원군의 잘못된 정치를 상소하
상점

다가 관직이 삭탈削奪되었고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교역을 허가하는
‘강화도조약’과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의병장으로도 활약하였다. 1905년 을
사늑약乙巳勒約이 체결되자 의병운동을 촉구하며 전북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일으켰으
나 순창淳昌에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고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었다.
	최익현은 태인군수 임병찬林秉瓚과 함께 쓰시마에서 시마오 쇼스케島雄莊介의 사가私家
인 잠상실蠶桑室에 유폐되었다. 그리고 쓰시마 경비보병대대 내에 신축 감금소가
완공되자 1906년 12월 1일 그곳으로 ‘이감’되었다. 감금소는 동서 방향으로 길게

嚴原衛戍病院과

부속건물인 간호학교장看護學敎場 등이 있었다.

	최익현은 이곳에서 1907년 1월 1일(음 11월 17일) 새벽 3시 순국하였다. 그가 순국
하자, 일제는 이를 중대사건으로 인식하고 사후 처리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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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 직사각형 형태로 지어졌으며 구역 내에는 욕실과 취사장, 이즈하라위수병원

그의 서거 사실과 사후 수습 방안이 육군대신을 경유해 내각총리대신에게까지 보고
되었다.
	최익현의 순국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쓰시마 유폐계획은
항일의 의지를 꺽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나, 그가 순국함으로써 오히려 항일
의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유해는 1월 5일 국내로 봉
최익현 순국지

환되어 충남 청양군靑陽郡의 본가에 도착하였다. 장례가 치러지고 예산군禮山郡 광시
면 관음리에 모셨다.

∷현재상태 최익현이 순국한 곳은 쓰시마 경비보병대 자리였다. 현재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주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내부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외부 건물에 대한 접근
도 쉽지 않다. 주변에는 군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2집 : 馬島日記』, 2006.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0 : 한말중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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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현 순국지 진입로

최익현 순국지 주변(오른쪽 군인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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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현 순국비 |
∷현 주 소 長崎県 対馬市 厳原町 大手橋1107 修善寺 內
∷정

∷가는길
34.2016857°  N
129.293008°  E

의 최익현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순국기념비

∷관련내용 최익현崔益鉉은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친일적인

(구글맵 GPS)

382국도
슈센지

최익현 순국비

修善寺

성향의 개화정책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勒約이 체결되자 을사
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며, 전북 태인泰仁에서 직접 의병을 일으
켰다. 그러나 1906년 일제에 의해 체포당하여 재판을 받고 쓰시마에 유폐되었다.
그는 단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주장하다가 1907년 1월 1일(음 11월 17일) 74세를 일
기로 순국하였다. 그의 시신은 국내로 봉환되기 전 슈젠지修善寺에 4일 동안 안치되
었다가 1월 5일 부산항으로 이송되었다.
	슈젠지는 백제百濟의 비구니 법묘 스님이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익현의 유해
가 잠시 모셔졌던 인연으로 이곳에는 1986년 8월 최익현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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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가 세워졌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지인 포천抱川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채산사茝山祠가 건립되었고, 충남 청양군靑陽郡의 모덕사慕德祠에서도 제사를
올리고 있다.

∷현재상태	순국기념비의 전면에 ‘대한인최익현선생순국지비大韓人崔益鉉先生殉國之碑’라고 새겨져
있으며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2집 : 馬島日記』, 2006.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0 : 한말중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최익현 순국비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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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익현 순국비가 자리한 슈젠지 내부

최익현 순국비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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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
∷현 주 소 長崎県 対馬市 厳原町 今屋敷670–1(가네이시성 정원 내)
∷정

∷가는길
34.2037916°  N
129.286130°  E

의 덕혜옹주와 소 다케유키와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

∷관련내용 덕혜옹주德惠翁主 결혼기념비는 1931년 6월 고종高宗의 외동딸 덕혜옹주(1912~1989)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가네이시죠 성 입구
金石城 入口

쓰시마역사자료관

対馬歴史民俗資料館

(구글맵 GPS)

와 쓰시마번주對馬島藩主의 아들 소 다케유키宗武志와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
다. 본래 시미즈산淸水山 정상에 세워졌으나, 훼손이 심하여 가네이시성金石城 입구 근
처에 새로 제작하여 세웠다.
	덕혜옹주는 1912년 5월 25일 고종과 궁녀인 양귀인梁貴人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
머니가 측실이었기 때문에 옹주翁主라고 호칭하였다. 고종에게는 모두 4명의 딸이
있었지만 모두 1살이 채되지 못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덕혜옹주가 외동딸이었다.
	덕혜옹주는 1932년 8월 딸 정혜正惠를 낳았다. 그렇지만 출산 후 지병인 조발성치
매증이 악화되어 남편과 주변사람들의 간호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하였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양덕혜梁德惠로 일본호
적을 만들었다.
	광복이 된 이후에도 덕혜옹주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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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도쿄東京 마츠자와松沢 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결국 1955년 다케유키와

는 당시 이승만李承晩의 정치적 입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귀국이 거부되었다.
마침내 1962년 1월 귀국하였지만, 대한민국의 호적은 20년이 지난 1982년에 만들
어졌다. 귀국 후에도 창덕궁昌德宮 낙선재樂善齋에서 혼자 살며 실어증과 지병으로 고
생하다가 1989년 4월 21일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金谷洞에

있는 홍유릉洪裕陵에 묻혔다.

∷현재상태	가네이시성金石城 입구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세워져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186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187 |

일본 - 쓰시마

II
덕혜옹주 결혼기념비가 자리한 가네이시성(金石城) 입구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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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현 주 소 広島県 広島市 中区中 島町 平和記念公園 内
∷정

었다. 비석 전면의 표제는 당시 국회의장 이효상, 뒷면의 비문은 국문학자이자 서울
대학교 교수인 한갑수가 작성하였다.

의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위령비

∷관련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広島에는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연합국 측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제에 항복을 권고하였으나 거부되자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이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미국 대통령 해
리 트루먼Harry

Shippe Truman의

승인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

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이후 재일한인과 일본인 시민단체가 나서서 평화공원 안으로 이관하여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1998년 12월 히로시마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를
위해 재일한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1999년 5월 21일에 기
공식을 거쳐 7월 21일에 평화공원 안으로 옮겨졌고 매년 8월 5일에 한국인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되고 있다.

	전쟁 당시 히로시마는 산업도시였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많은

∷현재상태 위령비가 세워진 평화공원은 규모가 매우 크고 관리도 잘 되어 위령비와 주변관

병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본 육군 5사단 사령부와 일본 영토 남쪽 방어를 지휘

리가 양호하다. 또한 공원이 원폭투하 당시의 상황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육군참모 하타 순로쿠畑俊六의 제2 육군 사령부가 있었다. 즉 규모는 작지만 병

보존되어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유들로 원자폭탄이 투하될 제1 순위 목표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변수가 생길시 대
체할 목표 도시는 고쿠라小倉와 나가사키長崎였다.
	1945년 히로시마에는 약 14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월 6일
원폭투하로 총 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3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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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지였으며, 통신센터, 물류창고, 부대 집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존자 2만 명 가운데 귀국자가 1만 5천 명, 잔류자가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군인·군속·징용·동원된 학생·일반시민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
지고 있었다.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자 1967년 원폭피해
자 윤병도尹炳道씨를 중심으로 위령비 건립이 추진되었다. 히로시마거주 재일한인이
뜻을 모아 히로시마 시장에게 위령비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호의적인 답변을 얻어냈
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 한국인희생자위령비건립위원회’가 결성되어 당시 민단 히로
시마 단장 장태희張泰熙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위령비 건립사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평화공원 안에 위령비가 건립되기를 희망했으나 공원 내에 이미 각종 위령
비와 기념비가 많이 때문에 허가되지 않자 외부에 건립하였다. 재일한인의 모금을
통해 250만 엔에 달하는 건립 비용을 마련했고 1970년 4월 10일 제막식이 거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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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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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41380°  N
132.451810°  E
(구글맵 GPS)

오타

太田 강
川

∷가는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혼도리 역
평화기념공원
平和記念公園

本通駅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본관

II

일본 - 히로시마

広島平和記念資料館 本館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전경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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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사회운동현창탑 |

김문준(1894~1936) 건국훈장 애족장(2000)

∷현 주 소 大阪府 大阪市 中央区 大阪城公園 內
∷정

의 오사카지역의 사회운동을 기리기 위한 탑

∷관련내용 오사카大阪 사회운동현창탑은 오사카지방 통일메이데이에서의 결의와 기금모집을
통해 1970년 10월 준공되었다. 이 탑의 건립은 1956년 9월 `전후노동운동 물고자
物故者(사망자)

추도제가 계기가 되었다. 추도제는 ‘오사카지방통일메이데이실행위

원회’를 중심으로 오사카 시립노동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0년 5월
1일 오사카 지방통일메이데이에서 건립을 결의하였고 1966년 모금활동을 통해 준
공되었던 것이다.
	1970년부터 1991년까지는 매년 10월 15일에 `사회운동 물고자합사제物故者合祀祭를

대만의 독립을 중요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이후 김문준은 1930년 8월 오사카 고무공장노조의 파업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조몽구 역시 1931년 7월에 붙잡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1935년 12월까지 도쿠시마德島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현재상태 사회운동현창탑은 오사카공원역大阪城公園駅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현창탑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있어 추도식 행사
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내부를 볼 수 없다.

거행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사회운동 물고자 현창추도식’`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매년 새로운 현창자 명단이 적힌 방명판顯彰大阪社會運動之戰士이 현창탑 내부에 게시되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탑에는 한국인으로는 김문준金文準과 조몽구趙夢九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문준
은 제주도 조천朝天 출신이다. 1918년 4월 정의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임하면서 그

II

일본 - 오사카

었다. 그리고 ‘오사카사회운동협의회’가 설립되어 탑의 관리운영과 사회운동자료

마을 출신 조몽구를 만나게 되었다. 1927년 7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본 조선
노동총연맹(재일노총)’ 산하의 오사카 조선노동조합 집행위원과 동맹 오사카 노동조
합 북부지방 상임집행위원이 되었다.
	조몽구는 제주도 표선면表善面 성읍리城邑里에서 태어나 정의공립보통학교旌義公立普通學敎
를 거쳐 경성공립제1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정의공립보통학교 선생인 김문준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29년 8월 25일 김문준은 신간회新幹會 오사카지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위원
장으로, 조몽구는 간사후보로 선임되었다. 같은 해 12월 14일 두 사람은 재일노총
대표자 회의에 조선노동조합 대표로 참석하였고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에 가맹
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일본공산당의 외곽 지원단체로 일본공산당은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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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정혜경, 『日帝時代 在日朝鮮人民族運動硏究』, 국학자료원,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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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성 야구장
大阪城野球場

∷가는길
34.6882454°  N
135.533602°  E

광장

太陽の広場

(구글맵 GPS)

오사카
사회운동현창탑
오사카공원역
大阪城公園駅

오사카 성

II

일본 - 오사카

大阪城

오사카사회운동현창탑

오사카사회운동현창탑(방명판은 건물 내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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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윤봉길 구금소 터 |
∷현 주 소 大阪府 大阪市 中央区 大阪城 内 豊国神社 주변
∷정

∷가는길
34.6840500°  N
135.527480°  E

의 윤봉길이 수감되었던 오사카 육군위수형무소

∷관련내용	윤봉길尹奉吉은 1931년 4월 29일 ‘홍커우虹口의거’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구글맵 GPS)

사형이 확정되고 폭탄 투척 현장인 홍커우 공원에서 공개처형 될 예정이었다. 그러
나 일제는 윤봉길의 순국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더욱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제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를 오사카大阪 위수형무소로 데려온 후 사형을 집행하고
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上海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던 윤봉길은 1932년 11월 18일 일본 우편수송
선 타이요마루大洋丸편으로 고베항神戸港을 거쳐 오사카성 내에 있는 육군위수형무소
로 옮겨졌다. 그는 이곳에서는 약 한 달 정도 독방생활을 하였다. 일제군부가 일본
육군 제9사단의 주둔지인 가나자와金澤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자 12월 18일

II

일본 - 오사카

오사카헌병대에 의해 가나자와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가나자와 제9사단 위수형
무소에서 하루를 보낸 후 미츠코지三小牛산 육군작업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순국하였다.

∷현재상태	윤봉길이 오사카 육군위수형무소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었다. 이번 조사로 현재 오사카 성 안
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신사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61년 도요
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신사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당시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옛 터에 일본 반전反戰작가인 츠루 아키라鶴彬의 추도비가 세워져 육군위수형무
소 자리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다.

오사카 성 내 위수감옥 위치

관련자료
•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4권 일본신문,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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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츠루아키라(鶴彬) 추도비(육군위수형무소 자리라고 새겨져 있음)

오사카 성 내의 육군위수형무소가 있었던 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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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조선촌 |
코스모시티 빌딩

コスモシティ鶴橋駅前

∷현 주 소 大阪府 大阪市 生野区 鶴橋2丁目2–21
∷정

히가시 오바세 초등학교
東小橋小学校

∷가는길
34.6651540°  N
135.531908°  E

의 오사카지역 조선인 집단거주 지역

∷관련내용	오사카지역의 조선촌은 1907년에 ‘東小橋町 157번지’에 조선정朝鮮町이 생기면서

(구글맵 GPS)

오사카 조선촌
쓰루하시 역
鶴橋駅

도매시장

大阪鶴橋卸売市場

점차 발전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한인이 밀집하게 된 데에는 히라노카와平野川개수공
사에 많은 한인 도카타土方(막벌이꾼)가 참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는
1919년 3월 개시되어 1923년에 완성되었다. 공사에 참가한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
는 다른 지역의 공사장으로 이동했으나, 대다수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 밀집촌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 많은 수의 한인이 정주하면서 외부에서도 직업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
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한 외부에서 온 한인들의 직업이 확보되면서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한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더불어 이들이 생활하는 거주지가

	한인들의 거주지가 ‘마을’의 형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낮은 임금과 해소되지 않는
민족차별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한인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확보가 어려웠고,

II

일본 - 오사카

조선촌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어에 미숙하여 모여 살면서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러한 생존 방법을 통해
서 조선촌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현재상태 조선촌은 현재 조선시장이 자리한 이쿠노구 쓰루하시역鶴橋駅 부근에 형성되어 있
다. 해방 후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어 지금도 상업지구로 남아있으며 코리아
타운과 같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오사카 조선촌(현재 시장)

관련자료
• 정혜경, 『日帝時代 在日朝鮮人民族運動硏究』, 국학자료원, 2001.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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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오사카 조선촌 시장 내부

오사카 조선촌 주변거리(왼쪽이 조선촌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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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중앙공회당 |
∷현 주 소 大阪府 大阪市 北区 中之島1丁目1–27
∷정

의 재일한인들의 조선인 학살 규탄대회, 노동운동 관련 행사 등이 열렸던 곳

∷관련내용 1920년대 재일조선인 단체의 활동 가운데 연대 투쟁은 기념일투쟁(3·1운동기념, 관동
대지진학살기념, 국치일기념, 메이데이기념), 조선인 학살 조사 및 규탄운동, 조선총독

폭압정치반대운동, 국내운동 지원, 일본사회운동지원, 상애회相愛會 박멸운동이다.
이중 1920~1930년대 일관되게 전개되었던 재일조선인의 민족운동은 ‘기념일’ 투쟁
이다. 대표적인 조선인학살조사 및 규탄운동은 관동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학살
규탄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본사회의 조선인차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인 학살규탄운동은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에서 김태엽金泰燁의 주도로 전개되
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이 일어난 직후 도쿄를 비롯한 간토關東지역 한인

일본 - 오사카

사회는 심각한 충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학살사건의 충격으로 많은 한
인이 귀국하였고, 일본지역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자체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팽
배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사회를 결속하기 위한 활동을

II

전개했다. 그 중 하나가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도회이다. 당시 지역 이외

	1924년 일본노동총동맹이 주최한 메이데이행사도 이곳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대판동맹회는 회원 500명이 ‘동척이민東拓移民 철폐, 이상적 사회 건설’의 표어를 앞
세우고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김인수金仁守가 오사카동맹회 대표로 연설을 했다.
	1930년 4월 21일에는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선박협동조합)이 ‘우리는 우리 배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 일본 오사카와 제주도를
오가는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독점적 우위로 운임을 올리고 한인에 대한 대우
를 나쁘게 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 이에 오사카 거주 한인들은 우리들 스스로 선박
을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김달준金達俊과 문창래文昌來를 비롯한 제주도
출신의 재일한인이 중심이 되어 동아통항조합이 만들어졌다. 1929년 4월, 김문준은
제주도민 유지간담회를 통해 제주통항조합준비회 조직을 결정하고, 1930년 3월 25일
에 기관지 『제주통항조합뉴스』(한글판)를 발간하였다. 이어 4월 21일에는 나카노시
마 공회당에서 동아통항조합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해방 후인 1947년 8월 15일에는 해방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건물 위에서
전단을 뿌리고, 신문을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여러 민족단체에서도
플랜카드를 가지고 참석해 함께 행진하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선인학살사건이 소문으로만 어렴풋이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조

∷현재상태 1918년 건립된 이후 오사카지역 한인들이 민족운동을 하기 위한 집회장소로 사용

선인학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은 한인사회의 결속과

되었고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공연 및 졸업식 등을 위한 대관을

한인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1923년 12월 동경조선노동

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맹회東京朝鮮勞動者同盟會는 동경일선일화청년회관東京日鮮日華靑年會館에서 ‘재동경조선
인대회在東京朝鮮人大會’를 개최하고 ‘조선인박해사실조사회’를 결성하였다.
	1924년 3월 10일에 오사카동맹회大阪同盟會가 주최한 ‘조선인 학살 규탄 대회’가 이곳
나카노시마 중앙공회당에서 열렸다. 이때 한인 7000여 명이 참가하고, 김태엽 및
30여 명의 연사가 연설하였다. 이 대회는 오사카동맹회가 주최했으나, 도쿄동맹회
의 결정에 따라 김태엽이 파견되어, 오사카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인 학살(간토대지진)의 진상이 간사
이関西 지방에까지 극명하게 알려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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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정혜경, 「1920년대 재일조선인과 민족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2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 김남일 등저, 『(재일한인 100년의 사진기록)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현실문화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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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34.6934950°  N
135.504050°  E

大阪市役所

도서관

中之島図書館

오사카
중앙공회당

미술관

東洋陶磁美術館

나니
なに 와바시
역
わ
橋駅

II

일본 - 오사카

(구글맵 GPS)

시청

오사카 중앙공회당 뒤쪽

오사카 중앙공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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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노동동맹회 제2회 총회 개최지 |
∷현 주 소 大阪府 大阪市 北区 天神橋6丁目4–20
∷정

의 1924년 4월 오사카노동동맹회 제2최 총회가 열린 곳

∷관련내용 오사카노동동맹회(오사카동맹회)는 1922년 12월 조직된 일본 최초의 한인 노동조합
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오사카지역의 조선 및 일본인사회운동단체

끌어나가려는 의지는 1925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勞働總同盟’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현재상태 당시 시민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현재 오사카주택공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층 로비에 시민관 건물모형을 전시해 놓아 과거 이력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타지역과도 연대하여 민족운동에 나섰다.
	단체의 명칭은 노동동맹회였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한정
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의 개선과 임금인상 보다는 안정
적인 직장과 주거지의 확보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사회에서 현실적으
로 수용되기가 어려웠다. 노동자들은 이를 한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그 원인
이라고 인식하면서 국내의 상황을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민족운동과 일본사
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인 노동자들은 1923년부터 시작

II

일본 - 오사카

되어 간토대지진関東大震災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사건규탄운동, 국내에서 언론탑압의
일환으로 조직된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聯盟에 대한 반대운동, 일본에서 메이데이 행
사·3악법 반대운동·가메이도龜戶경찰서사건 규탄 등의 민족운동을 꾸준히 이어나
갔다.
	1924년 4월 개최된 제2최 총회에서는 민족운동에 더욱 강한 비중을 두게 되었다.
오사카 기타구北歐 시민관에서 열린 회의는 의장 김인수金仁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일제의 감시가 심하여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지 3,000장이 사전에
압수당하기도 하였고, 출석자가 80여 명의 절반인 40여 명의 일제경찰이 투입되
었다.
	회의 도중에 해산조치 되었는데, 이에 항의하는 한국인 9명이 검속되었고 참석자들
이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
사상연구부의 설치·반대단체 직접행동·조선전국노동연맹 가입·노농노국勞農露國
(소련)의 승인 등이 언급되어 협의되었고 가결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노동문제나

일본사회운동보다 국내문제와 민족운동에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체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투쟁으로 민족운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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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
• 정혜경, 『日帝時代 在日朝鮮人民族運動硏究』, 국학자료원, 2001.
•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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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
34.7104257°  N
135.511712°  E
(구글맵 GPS)

덴진바시 시민관

미야
코

市立 지마 거
美術
館 리

덴진바시스지 6초메 역
天神橋筋六丁目駅

시립주택공사

市立住まい情報 センター

II

일본 - 오사카

편의점

오사카노동동맹회 제2회 총회가 열린 덴진바시 시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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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시비 |
예배당

礼拝堂

∷현 주 소 京都市 上京区 今出川 通烏丸 東入玄武町 同志社大学 內
∷정

∷가는길
35.0303170°  N
135.760670°  E

의 독립운동혐의로 체포된 윤동주를 추모하는 비

∷관련내용 윤동주尹東柱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明東村에서 출생하였다.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구글맵 GPS)

역사자료분관

윤동주 시비

대학본부
도서관

同志社大学図書館

사촌 송몽규宋夢奎·문익환文益煥과 은진恩眞중학교를 다녔다. 1935년 봄 송몽규가 낙
양군관학교洛陽軍官學校 한인반 2기생으로 입교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고, 문익환이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해 5년제인 평양平壤 숭실崇實중학교로 편입하자, 4학년 1학기
를 마치고 평양의 숭실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숭실중학교가 신사神社
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되어 다시 용정龙井에서 광명학원光明學院으로 편입하여 졸업하
였고,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延禧專門 문과에 입학하였다.
	1941년 연희전문을 졸업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2년 3월 그는 도쿄東京의
릿쿄대학立教大学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한 학기를 다니고 교토京都의

정지용鄭芝溶이 다닌 학교이기도 하였다.
	1943년 7월 윤동주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에 일제
경찰에 체포당했다. 송몽규 및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독립과 민족문화의

II

일본 -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과로 전입학을 하였다. 도시샤대학은 그가 가장 좋아한 시인

수호를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송몽규와 함께 1944년 4월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1945년 2월 후쿠오카형
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순국하였다.
	광복 이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유작집이 간행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이때
부터 저항시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모교인 용정중학과 연세대학에
시비가 세워지자, 도시샤대학의 한국 출신 동문들도 「서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시비를 세웠다.

∷현재상태 도시샤 대학의 역사자료관분관歷史資料館分館 옆에 정지용 시비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학생들과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태가 양호하다.

도시샤 대학 내 자리한 윤동주 시비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송우혜, 『운동주 평전』, 푸른역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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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1902~1929) 애국장(1991)

∷현 주 소 京都府 京都市 下京区 常葉町 烏丸通七条上る
∷정

∷가는길
34.9914530°  N
135.759678°  E

의 이경환이 히가시혼간지 앞에서 일왕에게 직소장을 제출하려다 체포당한 곳

∷관련내용 이경환李慶煥은 1924년경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1928년 11월 25일 일왕이 교토京都

이경환 직소 추정지
히가시혼간지
東本願寺

24번도로

| 이경환 직소 장소 |

가라스마 거리
烏丸通

(구글맵 GPS)

에 갔을 때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부근에서 일제의 한국병탄의 부당성과 총독부 철폐를
113번도로

요구하는 직소장直訴狀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전날 밤 교토 후시미伏見에서
묵었다. 그리고 이튿날 일왕의 통과를 기다려 직소하고자 하였다.
	일왕은 예정대로 오전에 도산어릉桃山御陵 참배를 마치고 교토에 도착하였다. 이경환은
일왕이 히가시혼간지 앞을 통과할 때, 길 옆의 경계선을 뛰어나와 마차에 접근하였
는데 일제경찰에게 저지당하면서 붙잡혔다.
	이경환은 이 사건으로 교토구재판소京都區裁判所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고, 12월
10일 같은 재판소에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귀국하였다.

II

일본 - 교토

그러나 1929년 11월 25일 빼앗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여 목을 매었으며
부인 성산 배裵씨도 뒤따라 자결하였다.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에는 이를 기리기
위한 의열각義烈閣이 세워져 있다.

∷현재상태 교토지역은 과거와 비교하여 주소지의 변화는 있지만, 도시의 구조는 예전과 거의
동일하여 히가시혼간지와 그 주변 거리는 위치 변화가 없다.

이경환이 일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내려던 히가시혼간지 앞

관련자료
• 『동아일보』, 1928년 11월 28일자 「還御途中에 朝鮮人直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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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윤봉길 구금소 터|
∷현 주 소 石川県 金沢市 丸の内1–1 金沢城 內
∷정

∷가는길
36.5651420°  N
136.659194°  E

의 윤봉길의사가 순국 전날 묵은 곳

∷관련내용 윤봉길은 1932년 12월 18일 일본군 제9사단 가나자와 위수구금소衛戍拘禁所에서

(구글맵 GPS)

생의 마지막 하룻밤을 보냈다. 군법재판소의 사형 결정에 따라 사형집행을 위해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이송된 것이다. 다음 날인 19일 아침 6시 30분 헌병대장 지
휘 아래 헌병하사관 이하 3명과 군법회의 간수 2명의 감시하에 구금소를 출발하여
오전 7시 15분에 가나자와시 교외인 미츠코지산三小牛山 육군작업장의 서북쪽에 설치
한 형장에 도착하였다. 형장에는 보병제7연대에서 차출한 보병소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는 형틀에 양손이 묶인 채 7시 27분 순국하였다. 정사수가 쏜 1발의 총알
이 미간부에 명중되어 절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군 보고서에 의하면, 형장은

가나자와 육군작업장 서북쪽의 골짜기로 동쪽에는 높이 약 7m 되는 벼랑斷崖이 있
는 곳이었다.

∷현재상태 일본군 제9사단 위수구금소는 현재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성 공원 안에 터로
남아있다. 1941년 가나자와 성 내 육군 배치도와 현재 가나자와 성 공원 지도를

II

일본 - 가나자와

이시카와현石川県 이시카와군石川郡 안에 있는 카와무라아자川村字 미츠코지三小牛地 안의

비교하여 당시 위수구금소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나자와 성 화장실 자리가
위수구금소 터였다.

관련자료
• 『동아일보』, 1932년 12월 20일, 「上海爆彈犯尹奉吉昨朝金澤서 銃殺」.
• 石川県土木部 金澤城·兼六園管理事務所長 猿田秀一, 「[地域事業の紹介]金澤城公園の整備について」, 第604回

가나자와 성 내 배치도(1941)

建設技術講習会（工事積算（土木·建築）における動向と工事施工における合理化、安全対策(2014년 8월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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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가나자와

II
윤봉길 구금소 터(현재 화장실)

윤봉길 구금소 터 뒤쪽

| 22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5

221 |

|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
식료품점

∷현 주 소 石川県 金沢市 野田町 野田山4–1 휴게실 부근
∷정

∷가는길
36.5305386°  N
136.662050°  E

의 윤봉길의사를 암매장한 곳

∷관련내용 윤봉길은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金澤 육군사격장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유해

(구글맵 GPS)

22번

국도

다이조지

大乗寺

노다야마 묘지

野田山墓地

쇼가쿠지

正覺寺

윤봉길 암장지적비

는 관에 넣어져 노다산野田山 육군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시 공동묘지에 매장했다고

전몰자묘지

石川県 戦没者墓苑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그의 암장지는 일제의 감시 아래 방치되어 있었다.
	광복 후 임시정부는 환국하여 삼의사(윤봉길·이봉창·백정기)의 유해를 찾아 국내
로 봉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재일거류민단장 박열朴烈에게 의뢰하였고 1946년 3월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이 조직되었다. 서상한徐相漢을 대표로 한 유해발굴단은 재일본
조선인연맹 소속의 청장년들과 육군묘지로 향하였다.
	유해발굴단은 현장에 도착하였지만 이곳의 관리를 맡고 있던 기무라 기요카즈木村淸吉
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암장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윤봉길의 묘소가
일본 - 가나자와

발견될 때까지 묘지 전체를 파헤치겠다고 하자 간수였던 시게하라重原가 암장지를
알려주었다. 암장지는 쓰레기 처리장 부근으로 묘지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즉 관리
사무소 앞의 좁은 통로 길에 자리하고 있었다. 암장지는 유해 발굴 이전까지 그의

II

유해 위로 사람들이 보행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암장지 부근에 위치한
묘지관리소(현재 휴게실)는 이곳이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였기에 한국인의 접근이나
발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상태 암장지적비는 윤봉길의사암장지보존회尹奉吉義士暗葬保存會의 회장 박현택朴賢沢의 주도로
잘 보존되고 있다.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관련자료
• 일본육군성, 『滿密大日記』(일본 방위연구소 도서관, 문서번호：‘육군성, 육군밀대일기, 23’, 소화8년).
• 최영호, 「가나자와의 윤봉길 의사 암장터 탐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 독립기념관ㆍ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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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가나자와

II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진입로

가나자와 충혼탑 입구에 위치한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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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
22번

∷현 주 소 石川県 金沢市 野田町 野田山4–1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부근
∷정

∷가는길

노다야마 묘지

野田山墓地

36.5297839°  N
136.661232°  E

의 윤봉길의 유해를 암매장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그 장소를 기리기 위해 재일한
인들이 성금으로 세운 암장지적비와 순국기념비가 건립된 곳

(구글맵 GPS)

∷관련내용	1 946년 3월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은 재일본조선인연맹원들과 함께 윤봉길의사의

국도

쇼가쿠지

正覺寺

윤봉길 암장지적비
전몰자묘지 石川県 戦没者墓苑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유해를 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하였다. 이후 1992년 4월 21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
회와 매헌윤봉길의사 의거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윤봉길의사 순
국기념비’를 세웠다. 순국기념비는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묻혀 있던 곳에서 남서쪽
으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윤봉길의사순국기념비와 암장지적지 부근에는 러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가나자와
에 연행되어 왔다가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의 묘가 있다. 러일전쟁 말기 가나자와

러시아군 포로에 대해 국제조약에 따른 ‘인도적인’ 처우를 다했으며, 사망자에 대해
서는 육군묘지 안에 묘비를 세우고 후하게 안장했다고 한다. 윤봉길의 유해를 암장
하고 방치한 것과는 달리 현재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가나자와시 한국어판 홈페이지에는 노다야마 묘지에 대한 설명에 윤봉길의사가

II

일본 - 가나자와

에는 약 6천 명의 러시아군 포로들이 시내 각지에 나누어져 수용되었다. 일본군은

묻혀있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현재상태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관련자료
• 『동아일보』 1946년 4월 27일자, 「재일신조선건설동맹, 윤봉길 등 3의사의 유해봉안에 대한 언명」.
• 윤봉길의사암장지적보존회, 『윤봉길의사암장지적』, 1993.
• 山口隆, 『尹奉吉-暗葬の地金澤から』, 社會評論社, 1994.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 최영호, 「가나자와의 윤봉길 의사 암장터 탐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 독립기념관ㆍ한국근현대사학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독립기념관,『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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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가나자와

II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진입로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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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창 매장지 |
∷정

∷가는길
35.8551283°  N
139.649570°  E

의 이봉창의사의 매장지

∷관련내용 이봉창李奉昌은 1932년 1월 8일 일왕 히로히토裕仁를 폭살하기 위한 폭탄을 투척하

17번 국도

∷현 주 소 埼玉県 さいたま市 浦和区 高砂3丁目16–58 川越少年刑務所さいたま拘置支所 內

사이타마 현청

지방재판소

(구글맵 GPS)
우라와 형무소 사이타마 구치소

였다. 폭탄은 관병식을 마치고 황궁으로 들어가는 일왕의 마차가 경시청 정문 앞을

청소년 감옥소

지나던 순간에 투척되었다. 폭탄은 일왕에게 적중되지 못하였으나 당시 한·중·일
3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봉창은 의거 현장에서 체포당했고, 경시청에 감금되어 1차 신문을 받고 1월 9일
도요타마豊多摩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1932년 6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이러한 신문결과 이봉창 의사는 일본형법 제73조에 규정된 ‘황실에 대한 범죄자’,

계기로 일본 ‘천황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이봉창의 공판은 9월
16일 개시되어 9월 30일 사형을 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이봉창의 사형집행은 10월 10일 이루어졌다. 그는 도요타마형무소에서 이치가야市谷
형무소로 이감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유해는 도쿄 서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

II

일본 - 사이타마

즉 ‘대역죄인’으로서 대심원 특별 형사부에 송부되었다. 대역죄는 메이지유신을

현埼玉縣 우라와浦和형무소 묘지에 매장되었다.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는 환국 후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三義士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일본에서 활동한 박열朴烈에게 요청하여 유골의
발굴이 시작되었다. 삼의사의 유골은 1946년 5월 15일 국내로 도착한 후 국민장國民葬
으로 치러졌고 효창원孝昌園에 안장되었다.

∷현재상태	우라와 형무소 자리에는 청소년감옥소와 구치소가 세워져 있다. 현재 외부인의
접근과 사진촬영이 어려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다.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이봉창 매장지로 추정되는 우라와 형무소 자리(현재 사이타마 구치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 『이봉창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2005.
•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이봉창 의거의 진실과 왜곡』,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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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사이타마

II
사이타마 구치소 주변

사이타마 구치소 맞은편에 위치한 사이타마 소년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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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독립선언지 |

최팔용(1891~1922) 건국훈장 독립장(1962)
송계백(1896~1920) 건국훈장 애국장(1990)(1980년 건국포장)
김도연(1894~1967) 건국훈장 애국장(1991)(1963년 대통령표창)

∷정

∷가는길
35.6982618°  N
139.753001°  E

의 1919년 2·8독립운동 당시 재일한인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이 자리했던 곳

5호
수도고속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区 西神田3丁目5–2

2·8독립선언지

오하라 부기 학교
大原簿記学校

편의점

(구글맵 GPS)
센슈 대학
專修大學

∷관련내용 2·8독립운동은 학생조직인 조선유학생학우회(학우회)와 조선청년독립단이 주도

진보초 역 神保町駅

하였다. 이들은 러시아혁명과 파리강화회의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보고 구체적인
항일운동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1919년 1월 6일 학우회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도쿄 한국YMCA회관)에서 웅변대회
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항일운동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 10인을 선
출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일본 각계와 외국공사관에 송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단체로서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였다. 최팔용
崔八鏞은

나용균羅容均과 함께 자금모집에 앞장섰으며, 백관수白寬洙는 독립선언서 작

하였다.
	1919년 2월 8일 학우회에서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학우회 임원선거를 명목으로
유학생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도쿄東京지역의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II

일본 - 도쿄

성을 주관하고, 이광수李光洙는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만들어 일문과 영문으로 번역

회장인 백남규白南奎가 개회를 선언한 후 사회를 맡은 최팔용은 대회 명칭을 ‘조선
독립청년단대회’로 바꾸었다. 이어 백관수는 독립선언문, 김도연金度演은 결의문을
낭독하여 2·8 독립선언식을 진행하였다.
	2·8독립선언을 발표한 학생들은 도쿄경시청에서 급파된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다. 그러나 조선청년독립단원인 이달李達 등 체포되지 않은 유학생 수십 명은
1919년 2월 12일,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하며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현재상태	과거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자리는 간토대지진関東大震災 이후 주소 지번이 분할되었
다. 또한 옛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의 지도를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해 보면 현재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Inc’ 빌딩 자리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윤병석,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5.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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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8독립선언을 발표한 조선기독교청년회관 진입로(오른쪽 전면 유리로 된 빌딩)

2·8독립선언을 발표한 조선기독교청년회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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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창 투탄 의거지 |

이봉창(1901~1932)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区 霞が関2丁目1–1(경시청부근)
∷정

사쿠라다몬
櫻田門

∷가는길

이봉창
투탄의거지

35.6775279°  N
139.753071°  E

의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이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곳

∷관련내용 이봉창李奉昌은 서울 출신으로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서 철공소

경시청

警視庁

법무성

(구글맵 GPS)

法務省

총무성

総務省

직공·부두노동자 등 민족차별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1930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가입하였다.
	1931년 11월 창립한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특무대特務隊였다. 당시 임시정부의
김구는 의열단체의 지원을 통한 의거에서 벗어나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규모의 무장투쟁이 어려웠으므로 소수의 정예요원을 통한 암살과
파괴공작을 등의 의열투쟁을 구상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특무대의
설립을 의결하였고, 김구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단장을 맡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한인애국단이 창립되었고 첫번째 의거가 이봉창이 맡은 ‘도쿄일왕폭살의거’였다.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요요기代代木연병장에서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 도쿄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를 처단하고자 사쿠라다몬權田門 밖의 경시청 청사 앞에서 폭탄
을 던졌다. 그렇지만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탄 마차 옆에서 폭발하여 일왕의 처

II

단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폭탄투척은 일왕을 직접 겨냥한 의거였고,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일어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권위는
국제적으로 손상되었다. 중국의 각 신문은 이봉창의 의거가 일제의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외친 쾌거라고 보도하였다.

∷현재상태	현재 이봉창의 ‘도쿄일왕폭살의거’가 일어난 장소인 경시청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
고 도로 역시 활용되고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쿠라다몬역과 일본 경시청 건물
사이의 6차선 도로로 추정된다.

관련자료

에도성에서 바라본 이봉창 투탄 의거지(중앙의 건물이 경시청)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윤병석,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1995.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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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봉창 투탄 의거지에서 바라 본 주변 모습

이봉창 투탄 의거지 주변(에도성 사쿠라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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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섭 투탄 의거지 |

김지섭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궁내청

宮内庁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区 皇居 二重橋
∷정

∷가는길

에도성

江戸城

35.6801868°  N
139.753581°  E

의 김지섭이 일왕을 처단하고자 폭탄을 투척하였던 곳

∷관련내용 김지섭金祉燮은 안동출신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2년

(구글맵 GPS)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의열단은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

김지섭 의거지

해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일제요인 암살과 주요 기관파괴 등을 계획하고 추

니주바시 二重橋

진하였다.
	김지섭은 도쿄에서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열단 특파원으
로서 1923년 12월 30일 후쿠오카현福岡縣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의회議會가 휴회하
였다는 보도를 듣고 계획을 변경하여 일제 왕궁에 투탄, 일왕을 처단하기로 결정하
였다.
	1924년 1월 5일 도쿄에 도착한 김지섭은 니주바시二重橋와 사쿠라다몬櫻田門 부근을

불발되었고 다시 폭탄 두 개를 니주바시 한복판에 던졌다. 그러나 이 역시 터지지
않았고 일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김지섭은 도쿄 이치가야 市ケ谷 형무소에 수감되어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II

일본 - 도쿄

왕래하면서 지형을 파악한 뒤, 에도성江戸城 정문에 접근하여 폭탄 한 개를 던졌으나

재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25년 1월 6일 무기징역이 선
고되었다. 그는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거에 대한 생각을 글로 작성하였는데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받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후 그는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치바千葉형무소로 이감되었고, 1927년에 20년으로 감형
되었다. 그러나 1928년 2월 20일 뇌일혈로 옥중 순국하였다.

∷현재상태	에도성 내에 위치한 니주바시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자료

김지섭이 투탄하였던 니주바시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상기, 「일본에서의 항일운동과 사적지」, 『충청문화연구』 2, 충청문화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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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니주바시 왼쪽

니주바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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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환 의거지 |

양근환(1894~1950) 건국훈장 독립장(1980)
신마루노우치빌딩
新丸の内ビル

∷현 주 소 東京都 千代田区 內幸町1–1–1 東京驛ホテル 2階14号室
∷정

∷가는길
35.6817196°  N
139.765024°  E

의 양근환이 민원식을 처단한 장소

∷관련내용 양근환梁槿煥은 황해도 연백延白 출신으로 1919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早稻田

(구글맵 GPS)

도쿄역
교쿄도리 行幸通り

양근환 의거지
마루노우치빌딩
丸の内

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 2월 친일단체인 국민
협의회 회장 민원식閔元植이 참정권 운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협회는 1920년 1월 민원식·김명준金明濬 등이 조직한 친일단체였다. 이 단체
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탄 된 상황을 ‘신일본’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성립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양국이 협력하여 국가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제병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독립운동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하려는 것
이었다.
	이 때문에 양근환은 민원식을 처단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1921년 2월 16일 민원식이
거처하는 도쿄역 호텔 214호실로 찾아가 이기녕李基寧이라는 이름으로 면회를 신청
일본 - 도쿄

하였다. 그리고 민원식이 나오자 감추었던 칼을 꺼내 처단하였다. 양근환은 의거에
성공한 후 2월 24일 나가사키長崎에서 상하이上海로 가는 야하타마루八幡丸에 승선하

II

려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도쿄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33년 2월 출옥하였다.

∷현재상태	도쿄역 내에 위치한 도쿄역 호텔은 입구 앞의 형태만 개보수되었고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도교호텔이 자리한 도쿄역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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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장소 |
∷현 주 소 東京都 新宿区 西早稲田2丁目3–1 日本基督教団早稲田教会
∷정

∷가는길
35.7076760°  N
139.716232°  E

의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던 곳

∷관련내용 1926년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국내 민족지도자들은 대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독교 회관

日本キリスト教 会館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장소(스코트 홀)

(구글맵 GPS)

와세다대학봉사단 회관
早稲田奉仕園 会館

25
번

였다. 이에 1927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합작하여 신간회
新幹會를

아바코빌딩

ＡＶＡＣＯビル

국
도

편의점

결성하였다. 결성 후 국내에서의 제약적인 활동과 내부적인 좌우익의 갈등

이 남아있었지만 전국에 지회支會를 설치하며 조직을 확장하였다.
	신간회는 일본에도 지회를 결성하였다. 신간회 도쿄지회는 1927년 5월 조헌영趙憲泳
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진한錢鎭漢, 강소천姜小泉 등을 중심으로 와세다早稻田대학 스
코트홀Scott Hall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 및 경제적 각성, 공고한 단결,
기회주의의 부인 등의 강령을 내걸었다.
	신간회 도쿄지회는 8월 ‘조선총독폭압정치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근우회
동경지회 및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조선인단체협의회 등의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 도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하였다. 그렇지만 신간회 지회의 일본 설립은 조선공산당
의 지도 아래 민족주의 계열과 단일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기에 정치

II

투쟁을 반대하는 아나키즘 계열의 재일조선인단체와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8년까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이후 독자적인 활동
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에서 신간회의 해소解消논쟁이 일어나면서 도쿄지회도
실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상태	신간회 도쿄지회가 창립된 와세다대학 스코트홀은 1918년 와세다 봉사단의 스코트
부인이 남편을 기념하기 위해 기증한 건물로 웨리스 설계사무소의 설계와 감리로
건축되었다. 도쿄 대공습 때 지붕 일부가 파괴된 것을 수리해서 현재 교회건물 및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와세다대학과 협의하여 기념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바라 본 스코트 홀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9 : 국외항일유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인덕, 『한국근현대사연구』 7, 「신간회 동경지회와 재일조선운동」, 한국근현대사힉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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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도쿄

II
진입로에서 바라본 스코트 홀

스코트 홀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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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에이인 싱가포르 창이순난자위령비 |
이케가미회관

∷현 주 소 東京都 大田区 池上1丁目31–11 妙見堂 內
∷정

∷가는길

池上会館

이케가미소학교
池上小学校

쇼에이인
싱가포르창이순난자위령비

35.5767490°  N
139.706932°  E

의 싱가포르 창이형무소에서 순국한 한인 위령비

∷관련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한인들은 일제에 의해 전선으로 강제동원되어 싱가포

묘켄지

妙見堂

(구글맵 GPS)

르Singapore와 타이Thailand 등지로 끌려갔다. 이들은 그곳에서 한인 군속軍屬(현재 군
노미가와강 呑川

무원)으로 일본군에게 붙잡힌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숫자

는 3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영국 당국에 의해 B·C급 전범재
판에 회부되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 병탄되어 창씨개명을 당함으로써 국적이
일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강제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재판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전쟁 기간에는 강제동원을 당하고 전후에는 전범으로 재판에 처해진 것이다.
	재판에서 한인들의 일부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대다수는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싱
가포르 창이Chang–Yi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후 유골은 형무소 뒤뜰에 가매장되

일본군 유골도 함께 보내졌는데 이들은 특별하게 마련된 신사 및 사찰에 안장되었
으나, 한인들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범복역자·전우戰友·유족들과 일본승려 다나카 이치준田中本隆

II

일본 - 도쿄

었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국적에 따라 일본으로 보내졌다. 이때

등이 쇼에이인照榮院에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다나카 이치준은 쇼에이인照榮院 주지
스님으로 창이형무소에서 교회사敎誨師로 복무했던 승려였다. 위령비는 싱가포르
창이·말레이지아Malaysia 조호르바루Johor Bahru·일본 스가모巢鴨형무소에서 사형 및
질병으로 사망한 155명을 추도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14명의 한인 군속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상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2미터를 넘는다. 비 뒷면에는 ‘순난자방명殉難者芳名’과
함께 ‘헌문獻文’이 새겨져 있다.
싱가포르 창이순난자위령비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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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싱가포르 창이순난자위령비 진입로

쇼에이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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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학지광 인쇄소 |
∷현 주 소 神奈川県 横浜市 山下町104
∷정

ローズホテル

∷가는길

모토마치.주카가이
식료품점

35.4422790°  N
139.648627°  E

의 학우회 기관지인 『학지광』을 간행한 인쇄소

∷관련내용 1912년 10월 27일 재일유학생의 대표조직으로서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在東京留學
生學友會(학우회)가

요코하마 로즈호텔

(구글맵 GPS)

야마시타 공원
山下公園

元町.中華街

웨딩홀

학지광 인쇄소 エクセレントコースト
線
추정지
狩場
3号
奈川

선神
리바
호카
3
가와
카나

편의점

결성되었다. 1931년 2월에 자주적으로 해산될 때까지 존속한 학

우회는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조선인이 조직한 단체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학우회는 도쿄에 유학한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 친목이나 학술교류의 장
이었을 뿐만 아니라 1919년의 2·8독립선언을 비롯한 일본지역 민족운동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914년 4월부터 1930년 12월의 제30호까지 간행된 학우
회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에는 문예작품이나 서양근대사상의 소개 등 다양한 글들이
실렸다. 조선에서 언론 자유가 거의 없었던 1910년대에 『학지광』은 조선내에서도

『학지광』은 1918년 3월에 발행된 제15호는 1,600부가 인쇄되었으며, 그 중 184부
가 조선내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현재상태 1 917년 간행된 학지광 12호에는 인쇄소 주소가 ‘橫濱市山下町百○四番地’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때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변

II

일본 - 요코하마

널리 강독되었고, 조선민중들의 계몽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일본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하였다.

요코하마 학지광 인쇄소 진입로

관련자료
• 小野容照, 「1910년대 전반 재일유학생의 민족운동–在東京朝鮮留學生親睦會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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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요코하마

II
요코하마 학지광 인쇄소 주변 거리

요코하마 학지광 인쇄소 추정지(길 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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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쇼지 간토대진재한국인위령비 |
∷현 주 소 神奈川県 横浜市 南区 堀ノ内町1–68 宝生寺 內
∷정

∷가는길
35.4275300°  N
139.619182°  E

의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학살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위한 위령비

∷관련내용 호쇼지寶生寺의 간토대진재한국인위령비는 간토대지진 당시 가나가와神奈川현에서

셔츠가게

高島シャツ店

호쇼지

여관

寳生寺

(구글맵 GPS)
가나가와현 경찰 기숙사
神奈川県 警察堀の内寮

상점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비이다. 가나가와 현에서는 2~4천여 명 가량의

혼류지 本立寺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국인들은 지진 발생 후 군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죽창이나 일본도로 살해되었다. 당시 재일한인 동포구제단체인 애린
원愛隣院을 운영하고 있던 이성칠李誠七씨는 사망한 동포들을 직접 목격하였고 시신을
수레에 싣고 화장하여 장사지냈다.
	이성칠씨는 학살당한 동포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려고 절을 찾았지만 거절당했고
다행히 호쇼지에서 위령제 제의를 수락했다. 이러한 경위로 위령제는 그의 주관으
로 거행되었다. 그가 별세한 뒤에는 간토대지진 때의 생존자인 정동인씨가 호쇼지

II

일본 - 요코하마

와 인연을 맺었고, 주지인 사에키佐伯眞光 스님이 사찰 내 위령비를 세울 자리를 마련
해 주자 대한민국거류민단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위령비의 건립에 나섰다. 이 결과
로 1971년 9월 1일 경내에 ‘간토대진재 한국인 위령비關東大震災韓國人慰靈碑’가 세워졌
고 현재까지도 매년 9월 1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현재상태 간토대지진 당시 가나가와현神奈川縣에서 사망한 한인희생자 추도비로 1971년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가나가와 지부에서 건립하였다.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 『동아일보』, 1971년 9월 2일, 「世紀만의 ‘鎭魂’ 日關東大震災 韓人 慰靈碑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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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호쇼지 입구

간토대진재한국인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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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쇼지 조선인납골탑과 기념비 |

신사

成田山新栄稲荷神社

∷현 주 소 神奈川県 横浜市 港北区 菊名5丁目4–40 蓮勝寺 內

道
街
島

綱
국도
2번

∷정

∷가는길
35.5102760°  N
139.633366°  E

의 재일한인들을 위한 위령비

∷관련내용 렌쇼지蓮勝寺에는 연고 없이 방치된 한인 유골을 모셔 놓았다. 재일한인동포구제단

렌쇼지
蓮勝寺

(구글맵 GPS)
기쿠나 역
菊名駅

체인 애린원愛隣院을 운영하고 있던 이성칠李誠七씨가 장례는 물론 유골을 모실 수

요코하마시 의사회간호전문학교

横浜市 医師会看護専門学校

없는 동포들의 사정을 알고 렌쇼지에 한인 공동묘소를 만들어 위령제를 지낸 것
이다. 이성칠씨는 이곳뿐만 아니라 호쇼지寶生寺에도 한인들을 위한 위령제를 거행
하였다. 이후 1989년에 대한민국거류민단 가나카와현神奈川県 지방본부가 주관하여
많은 재일한인들의 기부금을 모아 묘지가 개수되어 기념비를 세웠고 매년 음력 9월
9일에 추도식을 올리고 있다.

∷현재상태 간토대지진 당시 가나가와현神奈川縣에서 사망한 한인희생자 추도비로 1989년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가나가와 지부에서 건립한 비석을 포함하여 총 4기의 추도비가

II

일본 - 요코하마

모셔져 있다.

조선인납골탑

관련자료
• 일본속의한국사적편찬위원회 편, 『日本속의 韓國史蹟』, 駐日大韓民國大使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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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렌쇼지 입구

총 4기로 모셔진 조선인 공동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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