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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어록(語錄)

“순전한 애국심 3.1독립만세” 

순전한 애국심, 우리가 3월1일에 독립만세 부르던 그 순전한 

애국심을 잊지 맙시다. 이 순전한 애국심만 있으면 다투나 

싸우나 근심이 없소. 

(도산 선생이 1919년 6월25일 교민친목회에서 운동방침에 관한 연설의 

일부이다.) 

“3.1절은 신성한 날이요” 

3.1절,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하신 날이오. 이 날은 일이 개인

이 작정한 것이 아니오.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오.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오. 

(도산 선생이 1920년 제1회 3.1절에 발표한 담화 중의 일부이다.)

“독립운동은 대한사람의 의무” 

오늘의 대한사람은 사하나 생하나 패하나 독립운동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결심할 것이요. 이것이 

대한사람 된자의 천직이요, 의무이다. 

1926년 5월12일 도산 선생이 상해 동포를 대상으로 한 시국강연의 일부로 끝까지 독립운동에 임할 것을 호소했다. (「안

도산전서」694쪽)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사무국: LA 한인회 (회장 로라 전)

9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전화 (323)732-0700 

사무국: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전화 (323)733-7350

도산 안창호. LA 다운타운 흥사단 단소 앞에서

“도산 안창호는 우리 민족의 선각자요,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혁명가요, 

정치가인 동시에 교육자요, 청년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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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 
(1919 ~ 2019) 

범동포연합행사

100주년 공식 엠블럼 소개

▲ 기념행사의 대주제

    「단결 그리고 애국」입니다.

▲ 기념행사 개최의 메시지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한인사회의 50여단체 연합으로 개최합니다.

둘째 한인들이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셋째 한인 차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수합니다.

엠블럼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기념사업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100을 형상화하였고, 숫자 1상단의 불꽃은 대한민

국의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태극 문양이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는 모양

은 모두가 손잡고 하나 되는 모습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지향함을 의미하고 태극이 흩뿌려지

는 모양은 하나로 뭉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역동성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메인색상의 청색과 붉은색은 우리나라 국기의 태

극색상을 나타내며, 불꽃의 회색은 점진적으로 발

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명예대회장 김동국, 대회장 로라 전, 총괄준비위원장 권영신, 집행위원장 민병용 

고귀한 민족의 정신과 희망찬 내일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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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1908년 3월23일 전명운 의사는 구한국 외교고문 듀함 스티븐슨을 저격했다. 전명운 의사(1884 ~ 1947)가 3.1절 기념식 때마
다 낭독했던 독립선언서, 하와이에서 발행한 독립선언서를 표구한 것이다.

만세의 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LA한인회 등 50개 단체들이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100주년기념연합행사를 개최합니다.

3.1절연합기념식, 축하음악회, 그리고 윌셔가 만세행진 등 20여개 행사가 3월과 4월에 걸
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남가주는 독립운동의 땅입니다.

100년전의 나라를 찾기 위한 만세 함성과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
를 기억하며, 미래로 자랑스럽게 뻗어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는 행사들입니다.

100년만에 한번 찾아오는 연합행사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가족이 함께 참석하시기
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3월1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명예대회장          김동국            대회장        로라 전
                              총괄준비위원장   권영신            집행위원장   민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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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과 대한독립을 위한 만세 행진

▲1919년 3.1운동을 그림 기록화. 학생의 시위에 부녀, 노인들이 참여했고 일제는 무차비하게 단속함으로 수많

은 사상자를 냈다.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손병희를 비롯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인 시위를 전개함에 앞서 1919년 3월 1일 오

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민족대표 33인중 29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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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대회장 기념사

김 동 국
명예대회장

재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헌주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되는 

사람입니다.

1백년전 오늘 우리 조상님들께서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자주독립을 찾

기 위하여 3천리 곳곳에서 횃불을 높이 드시고 우렁찬 함성으로 자주독립

을 외치면서 민족적인 대 궐기를 하셨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민족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 불굴의 용

기, 결단력,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외세로 부터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숭고한 그분들의 혼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미국에서는 구미위원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숭고한 투쟁으로 끝내는 우리 조국의 해

방을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미동포의 한사람으로서 3.1.운동의 거룩한 정신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선진한국, 통일한국, 경제한국의 건설에 대동단결하

여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3.1. 운동 100주년

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

김동국 배상  Santa Cruz, California 
독립유공자 송헌주 외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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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대회사

로라 전
대회장, LA한인회 회장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 주년 3.1 절 LA 범동포준비위원회의 대회장인 LA 한인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긴 나라
의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후손들께도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3월 1일은 지난 일제강점기 당시, 온겨레가 한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이 있은지100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각국 해외동포사회에서도 애국선조들의 나라사랑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
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에서는 지난 1월 8 일, 한인회를 비롯하여 애국단체와 교계, 일반사회단
체들이 참여하는 <100 주년 3.1 절 LA 범동포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금년 100 
주년 기념행사들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8일, LA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기념된 2.8동경독립선언 100주년을 
시작으로 3월1일 삼일절과 4 월 11 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모두 100 주년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해이기에, 이를 준비하는 준비위에서는 애국선조들의 발자취
를 따라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건히 그리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도 하나하나 맞추고 이뤄가며 금년 100 주년 기념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그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에 대
해 관련 기록이나 자료등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
유와 평화는 지난 100 년전 목숨까지 내던지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수백만 우
리 애국선조들이 산화하며 틔운 고귀한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저 보내는 하루는 지난 시절 애국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했던 자유독
립과 평화의 하루인 것을 가슴깊이 마음으로 느끼며 그분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인1세와 2세, 남녀노소 한인동포 모두가 금년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퍼레이드, 기념식, 음악회, 각종 대회와 전시회등 다
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은 있으나, 모든 주제는 3.1 운동
의 민족적 자존,자결,독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후세에 전하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동포사회의 단합과 단결을 이뤄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큰 발전하길 기원합
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며, 바로 여러분 한분 한분을 통해 반드시 이뤄질 것
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금번 100 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들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고라
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할 그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대회사를 마칩
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

대회장 로라 전
LA 한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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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독립운동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남가주 땅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

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감격를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산 선생이 직접 오렌지를 따시던 리버사이드에서는 도산 안창호 창작뮤

지컬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우리가 100년전으로 돌아가서 1919년 

이전과 이후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도산 선생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4월11일에는 또다시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초기 임시정부의 큰 지도자로 민주공화국 정부의 초석

을 놓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1세와 차세

대, 그리고 애국지사 후손들과 함께 100주년을 연합행사를 개최합니다.

3.1정신을 또다른 100년으로 이어지도록 뜻을 모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5세나 2세 들에게 자랑스런 독립운동 역사를 잘 교육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LA한인회 등 50여개 단체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뜻 또한 참으로 훌륭합니다. 

범동포연합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운동 및 임시정부100주년을 맞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

누고 싶습니다.

 

2019년 3월 1일

홍명기 
미주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홍 명 기
미주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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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정신으로 함께 100주년 행사를 준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의 다짐은 
바로 3.1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단하나뿐인 생명을 내놓고 만
세를 부른 위대한 선구자를 생각하면 이번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100년에 한번 맞이하는 위대한 3.1운동 및 임시
정부수립의 역사적인 두행사를 3.1정신 하나로 개최하자고 몇번이나 다짐
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의 독립운동 정신을 바로 이어온 LA한
인회, 그리고 각계각층 단체 및 인사가 참여하는 범동포연합행사로 개최할 
것이 두번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위대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며 뭉치고 그리고 격
려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자원봉사로, 그리고 참여로 봉사하는 분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 
바로 이번 100주년기념 연합회인 것입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세차례에 걸쳐서 단체장님을 섬기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옛 3.1정신을 되새기면서 앞만보고 뛰
어왔습니다. 특별히 1세와 2세의 세대의 벽을 뛰여넘는 행사로 승화를 하
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미래 한인사회의 정신은 바로 뭉쳐서 하나
되고 나라사랑이 먼저라는 3.1정신에서 찾자는 것이 통했습니다. 윌셔가
에서의 만세행진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하나의 이민
역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몇가지 다짐했습니다. 

차세대 역사교육에 앞으로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립운동이 
오늘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것
입니다. 100년후 미래 한인사회를 위해서 오늘 할 일을 모두가 열심히 해
나가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19년 3월 1일

권영신 
총괄준비위원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 영 신
총괄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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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Ralph Ahn
도산 안창호 3남

A hundred years ago our forebearers proclaimed to the world that they 

would no longer be shackled by a perjurious international treaty.

A hundred years ago our forebearers Declared that Korea should be 

Independent.

A hundred years ago our forebearers brought forth the world’s first 

ever nationwide nonviolent demonstrations of protest.

A hundred years ago our forebearers formed their Provisional Govern-

ment in Shanghai.

A hundred years ago our forebearers declaring their independence, 

forming their government, incurred thousands of imprisonments, 

thousands of brutally wounded, and thousands of deaths.

The history and documents of these exceptional people emphasize 

that their main concern was justice for their future generations.

Today, the Republic of Korea is a free and independent nation, and we 

Korean Americans are living with our liberty and pursuing our happi-

ness. We are indeed indebted to our exceptional forebearers.

 

March 1, 2019

Ralph Ahn, Ahn Pil Young
Dosan Ahn Chang Ho's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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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

지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 인류평등과 세계평화

의 대의 (大義) 앞에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평화의 이상(理想)’은 임

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 헌법정신

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LA지역에서도 

범동포기념 사업회가 출범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연합행

사가 성대하게 개최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는 한국과 LA 한

인사회가 이룩한 발전상을 공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

화를 널리 알리고 화합 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범동포기념 사업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로스

앤젤레스 동포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 완 중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축  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께 경의를 표합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 인류평등과 세계평화의 대의

(大義) 앞에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평화의 이상(理想)’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LA지역에서도 범동포기념

사업회가 출범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연합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는 한국과 LA 한인사회가 

이룩한 발전상을 공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화합

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범동포기념

사업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로스앤젤레스 동포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1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3.1 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14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범동포연합행사

3.1절기념 글짓기대회

2.8동경독립선언 기념식

3.1절기념 문화의 샘터

윌셔만세행진 무궁화 만들기

3.1 운동기념 학술세미나

3.1만세 플래쉬몹

만세행진 단체 율동

LA 시의회 축하 선포식

3.1운동 100주년 선포식

OC 수퍼바이저위원회

로즈데일애국지사 묘지

헌화 및 참배

3.1운동 범동포연합기념식

3.1운동 그림전시회

우정의 종 타종식

3.1절 기념 축하 연합음악회

미주3.1여성동지회

LA 한인회

LA 한인회

민주평통 LA협의회

LA 한인회

LA 한인회

미셀 박 스틸 수퍼바이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LA 한인회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LA 한국교육원 

LA 한인회관

LA 한인회관

가든스위트호텔

LA 한인회관

LA 시의회 회의실

OC 수퍼바이저 회의실

로즈데일 묘지

남가주새누리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남가주새누리교회

2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2월 8일(금) 오전 11시

2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2월18일(월) 오후 6시  

2월 21일(목) 오후 3시 

2월 22일(금) 오전 10시

2월 26일(화) 오전 9시

3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3월 1일(금) 오전 11시

3월 1일(금) 오전 11시

3월 1일(금) 오후 2시

3월 1일(금) 오후 7시

행사내용 일시 장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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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윌셔가 3.1 만세 행진

거북이마라톤대회

3.1절 한인교계 연합예배

창작뮤지컬 도산 島山 

한국독립운동 사진전시회

국제여성의 날 기념

위안부 역사교육

3.1절 축하 청소년음악제

3.1절 기념 글짓기대회 시상식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연합기념식

3.1운동 학술회의

대한국민회 자료 연구 발표

미주 독립사적지 탐방

LA 한인회

미주3.1여성동지회

인랜드한인회

남가주기독교단체연합

인랜드한인회

독립기념관

LA 한국문화원

가주한미포럼

민주평통 LA협의회

미주3.1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남가주대학(USC)

LA 총영사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윌셔 노르만디~옥스포드

파차파캠프 도산동상

리버사이드교회

남가주새누리교회

로마린다대학교회

LA 한국문화원

글렌데일 소녀상

동양선교교회

LA 한인회관

남가주새누리교회

Doheny Library Room 240

3월 2일(토) 오후 2시

3월 3일(일) 오후 2시

3월 3일(일) 오후 4시

3월 3일(일) 오후 5시 30분

3월 8일(금)

3월 9일(토) 오전 11시

3월 9일(토) 오후 3시

3월 2일(토) 오후 1시

4월 11일(목) 오후 6시

4월19일(금) 오전 10시

행사내용 일시 장소 주관

                              명예대회장          김동국            대회장        로라 전
                              총괄준비위원장   권영신            집행위원장   민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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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GARCETTI  
MAYOR 

 
March 1, 201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it is my honor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 in Los Angeles, we know that our city is stronger when we weave diverse cultures 
into the fabric of our communities. As we recognize this important milestone for Koreans 
around the world, let us recommit ourselves to making L.A. a city of inclusion and 
opportunity for all.  
 
I send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centennial and continued success.  
 
 
Sincerely, 

 
 
 
 

ERIC GARCETTI 
Mayor 
 

 

ERIC GARCETTI  
MAYOR 

 
March 1, 201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it is my honor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 in Los Angeles, we know that our city is stronger when we weave diverse cultures 
into the fabric of our communities. As we recognize this important milestone for Koreans 
around the world, let us recommit ourselves to making L.A. a city of inclusion and 
opportunity for all.  
 
I send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centennial and continued success.  
 
 
Sincerely, 

 
 
 
 

ERIC GARCETTI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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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걸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축 사

존경하는 캘리포니아 LA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
는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기념식과 퍼레이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축하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차대전 종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 정보
화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저력의 연원은 독립운동에서 나옵니다. 일본제
국주의 강점 36년간의 기나긴 세월에도 훼절하지 않고 해방의 그날까지 인
고했던 정신이 있었기에 6.25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분단의 악조건 속에
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민주화와 
정보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견하고 위대한 역사적 전통과 만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
성을 재확인하고 국민대통합의 토대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했지만 망각되었거나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애국선열
들을 재조명하는 일입니다. 더 넓게는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성과 속에
서 새로운 100년을 이끌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궁
극적으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목표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출발이
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은 시련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으로 100년은 하나 되어 번영을 일구어 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앞으로 100년은 재외 동포 여러분과 글로벌 코리아를 만
들어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
던 곳입니다. 독립운동의 거성이었던 도산 안창호가 공립협회와 흥사단을 
설립해 활동했던 유래깊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 델리노 한인감리교회 등 신앙과 민족애가 일체가 되었던 
장소도 도처에 있습니다. 동포들은 정착 초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태평양 건너 저 먼 조국의 독립운동
을 후원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0년 후
에 당당한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선열들을 기념하니 참으로 뜻 깊고 감격스
럽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100주년3.1절LA범동포준비위원회의 로라 전 대회
장님을 비롯한 주최측 여러분의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같이 못하는 아쉬움을 서면 축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일

이종걸
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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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 STEEL 
VICE CHAIR 

SUPERVISOR, SECOND DISTRICT 
 

ORANGE COUNTY HALL OF ADMINISTRATION 

333 W. SANTA ANA BLVD., P.O. BOX 687, SANTA ANA, CALIFORNIA 92702-0687 

PHONE (714) 834-3220     FAX (714) 834-6109     michelle.steel@ocgov.com 
 
March 1, 2019 

 
Dr. Laura Jeon 
President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Dear Friends: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on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 wish you all continued success! 

On behalf of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 want to thank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for their continued service to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ident Laura Jeon and the planning committee members all deserve special recognition for 
their hard work in organizing this special event. 

As a proud Korea American, it is an honor to celebrate this special day in Korean history with an 
organization that works so hard to support and uplif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together to make even more progress in the future. 

Once again, best wishes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and everyone 
attending today’s momentous occasion. Thank you to all of those involved in making this event a 
huge success! 

Warmest Wishes, 

 
 
MICHELLE PARK STEEL 
Vice Chair,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Supervisor, Secon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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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E.  RYU  
Councilmember,  Fourth District  

200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Phone :   (213) 473 -7004      Fax:  (213)  473 -2311  

  
 
 
 
  
March 1, 2019 
  
Dear Friends and Honored Guests: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Fourth District,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Main 
Ceremony and Centennial Parade. Today, we gather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which many courageous 
Koreans took part in nonviolent protests to declare independence from Japan’s 
imperial rule.  
 
I want to recognize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for forming 
the “Los Angeles Committee on the 100th Anniversary of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significant 
impact KAFLA has had with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due to their 
dedication to bringing awareness to historical events like this one, and their 
leadership in hosting events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3.1 Movement 
across Los Angeles.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an amazing day commemorating this important 
event in our history. I extend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celebration and 
future success.  
  
Sincerely, 

 
David E. Ryu 
Councilmember, District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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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a Jeon, Ph.D. 
President, KAFLA & the Committee 
981 S Western Ave # 100, Los Angeles, CA 90006 

 

Greetings! 

On behalf of the 65th Assembly District and the State of California, it is my pleasure to 
congratulate President Laura Jeon, Ph.D.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and the Committe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a California State Assemblymember, former Fullerton City Council member, mayor, 
and public school teacher in Fullerton for 30 years, I have see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grow by leaps and bounds in the North Orange County. I am very proud of 
Korean American’s countless contributions to our community in arts, culture, economics 
and political heritag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ay is indeed a day to celebrat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took place on March 1st, 1919 to declare 
Independence for Korea, and proclaim the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Korea from 
the colonial rule of Imperial Japan is a momentous part of the Korean historical legacy. 

I hereby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ose involved in making this celebration a 
great success, and best wishes for the future, for all involved. 

Sincerely, 

 

Sharon Quirk-Silva 

Assemblywoman, 65th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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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소개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졸업
·저서: 강 마을, 장미밭에서,  
    빈 가슴은 고요로 채워두고,  
   시인과 농부 등
·수상: 미주문학상
·샌디에고에서 장미농장을 경영했음

축 시

기미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용진·시인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고하노라.

 

일제 폭정 앞에서

당당히 외치신 33인들과

김구 안창호 조만식

안중근 한용운 민영환

감옥에서 옥사한 유관순 열사

윤동주 시인

헤이그에서 분사한 

이준열사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공로로서 오늘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정시대에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아 조정세업을

식민지시하고

토매인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하고

우리의 영토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왜인들의 학정을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흘려 지켜 전해주신

옥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통일하고 조상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는 것이다.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조국통일만세

2019년 3월 1일

정용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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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 기 형 목사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매년 3월1일이 되면 삼일절 기념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3.1.독립운동 100주년을 의미있는 행사로 기념하게 됨을 축

하드립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삼일절 만세운동이 뭐예요?” 라고 기념식에 참석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100년전에 우리 여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부

른 운동이예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삼일절 기념식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데 그 의미

는 무엇일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사는 미국과 조국이 잘 되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일절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는?

첫째로,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게 된 해방운동이기에 축하할 일입니

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사는 곳에서 자유독립의 해방을 쟁취하

는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3,1 정신은 경제적 독립운동입니다. 당시 조만식 장로님 중심으로 

국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적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의 조

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뿌리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3.1정신은 무저항주의 사랑실천운동입니다.

최후의 일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을 위해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전

개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바쳐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줌이요, 육신을 바

쳐 영생을 얻는 정신운동입니다.

이러한 3.1.정신이 100주년을 맞이하여 계속 유지발전되기를 기원하며 축

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3월1일

한기형 목사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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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있는 50여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독립
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일
치단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한나라의 미래는 그나라 청소년들에게 있고 그 나라 민족의 흥망
성쇄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및 정체성 확립을 통한 애국애족 정
신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국의 전통의식과 고귀한 가치를 우리 미주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교육시
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귀한 가치가 있
고, 그 가치는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및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는 곧 애국애족의 정신과 연결되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와 국가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지사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미국
의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역사교육과 뿌리교육, 그리고 전통의식 교육과 정
체성 확립 교육을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인회와 여러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인청소년들의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3.1 운동 100주
년을 맞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조국없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냉엄
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미주 청소년들
의 뿌리교육에 매진할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격랑의 파고 속에서 우리의 운
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역사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의 현
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미주에 사는 청소년들의 뿌리교육
에 힘을 다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한번 찬란히 타오르는 
동방의 횃불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에 축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2019년 3월1일

김관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 관 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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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서 영 석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민족사에 한획을 장식한 3.1운동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와 민족말살을 자행한 일제에 비폭력, 무저

항으로 대항한 최초의 자주독립 민권운동으로 지식인과 학생, 노동자, 농

민, 소상공인등 민중이 참여한 최대규모의 항일운동이자 민족운동이었습

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

하고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광복이후에도 불굴의 3.1

운동정신으로 짧은기간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 더욱이 3.1운동과 임시정부100주년 기념

을 통해 조국의 위상과 번영을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이어나가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동포 3.1절 연합기념식을 개최하게 됨을 해외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와같이 삼일절 정신을 계승해 이땅에서도 민족정신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저희 민주평통LA협의회와 함께 준비해주시는 LA한인

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미주3.1여성동지회 등 각계 각층의 단체 및 기

관, 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일

서영석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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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 주
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역사적인 3.1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82년 3.1운동에 직접 참가한 여성운동가들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 로

스앤젤레스에서 창립한 미주 3.1여성동지회(3.1 Women's Association in 

USA)의 100주년을 맞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미주 3.1여성동지회 등 50여 주요 한인단체가 연합해서 3.1운

동 100주년 행사를 연합으로 개최하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기쁘

게 생각합니다.

미주 3.1여성동지회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서울본부는 1967년 4월6일, 

3.1운동에 직접 참가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립을 했습

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미주 3.1여성동지회는 3.1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동포사회와 미국 주류사회에 알릴 크나 큰 사명이 

있습니다.

100년전 이곳 미국땅에서 애국지사들은 한국의 3.1운동을 미국에서 꽃피

우고 조국광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대한독립 하나만을 위해서 사신 것

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은 미주 한인사회의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

대적 과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미

주에서의 3.1운동의 재조명 재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운

동을 이끌었던 많은 숨은 독립운동가들 발굴하고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 되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하면서 진실된 역사

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

부  수립 100년을 맞으며 동포사회가 한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이 자랑스럽

습니다. 100년의 선조들을 기리고 애국정신, 나라사랑의 마음을 꽃 피워가

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2019년 3월1일

이연주
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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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박 영 남 목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회장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깊습니다.

이 두가지는 1919년 같은 해에 한달 남짓 사이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현

대민족사에 크나큰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3.1독립운동은 반만년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민족의 압제에 반대하여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독립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33인의 민족 대표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만방에 공표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1776년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미국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있습니

다. 1919년 3월1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탄생일로 기억할 수 있는 날입니다. 바로 40일 

후의 임시정부 수립은 그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쐐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 자체만의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두달 후에 중국

의 5.4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

나기 위한 간디의 아힘사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디를 멘토로 여기던 

마틴루터킹 Jr.는 미국의 민권운동을 일으켜 그 결과 미국의 이민법이 제

정되어 우리가 미국에 이민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

아프리카의 만델라는 미국의 민권운동이 그의 교과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3.1운동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사상

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원류인 것입니다.

우리 1세와 후세들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자부심과 

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3월1일

박영남 목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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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민 상 호
로스엔젤레스 흥사단 대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남기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일제에 의해 유린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후

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의 역사를 개

인의 역사와 떨어뜨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

께서는 “개인은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

합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

라!”라고 하시며 개인의 인격수양과 교육이야 말로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

의 근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곧 민족과 인류의 문제와 다를바 없으며, 민족의 혁

신은 자아혁신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주에서 우리가 후세들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

장 작으면서 큰 것은 무엇이며 또, 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빼앗긴 나라의 독립

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희생하셨던 순국선열들의 삶과 발자취를 기리고,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가

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일

민상호
로스엔젤레스 흥사단 대표



3.1 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38

조 봉 남
LA 통일 교육 협의회 회장

제100주년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 광

복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순국선열께 머리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 운동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족 대통합의 정신이 담긴 우리 민족의 위

대한 역사입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이 전 세계를 억압하던 불의의 시대를 

깨운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일의 잔재를 청산못한것은 참

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3.1절은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긴 암흑의 시대속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

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전쟁의 분단과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한강

의 기적을 이뤄냈고 쓰러진 경제를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재건하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으로서 최

고가 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평등과 양극화로 분열된 역사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정한 통합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100년전 위대했던 선조들의 용기와 함성을 다시한번 기억하며 우리 나라

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모든 애국선열과 독립 유공자 여러분께 다

시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1일

조봉남
LA 통일 교육 협의회 회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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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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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동경독립선언 100주년기념식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개회선언 ..................................................................................... 사회자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 사회자

 양국 국가 제창 ....................................................................... 다함께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 사회자

●2.8 독립선언서 낭독 ................................................................. 김두현 청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결의문 낭독  ..................  로라 전 회장 (로스엔젤레스한인회)

●축사 ............................................................... 김완중 총영사 (주 LA총영사관)

●특별영상 <나의 독립영웅 “김 마리아”>

●축가 ....................................................................... 정신여고동문회합창단

●만세 삼창

●폐회 ........................................................................................... 사회자

사회 : 스티브 강 부회장(로스앤젤레스한인회)

≪ 식 순 ≫

2.8동경독립선언을 한 유학생들이 출옥을 한 후 찍은 사진 (1919년)

주관 : LA 한인회

일시 : 2월 8일(금) 오전

장소 : LA 한인회관

           981 S.WeternAve.Los Angeles, CA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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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8일,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 유학생 600여명이 조국독립과 항일

투쟁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으로, 범민족적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과 독립운동 

단체 조직,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다.

<2.8동경독립선언은>

로라 전 한인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LA한인회 주관으로 열린 2.8동경독립선언 100주년기념식 후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완중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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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행진 무궁화 만들기 ◈

주관 : LA 한인회

일시 : 2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LA 한인회관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문화예술분과위원회는 2월12일 문화의 샘터 

강좌로 페이퍼 플라워 아트 전문가인 김은진 

작가를 초청, 무궁화를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무궁화는 3월2일 윌셔가에서 펼

쳐지는 3.1만세기념 퍼레이드에서 대한민국 지

도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진 최 LA한인회 부회장

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

지를 담아 직접 만든 무궁

화로 한국지도는 만들어

서 다른 민족과 주류사회

에 알리려는 뜻이 있다”

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무궁화 만들기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꽃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은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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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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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수퍼바이저회 3.1운동 100주년 축하 선포식 ◈

주관 : 미셀 박 스틸 OC 수퍼바이저

일시 : 2월 26일(화) 오전 9시

장소 : OC 수퍼바이저 회의실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 LA시의회 3.1운동 100주년 축하 선포식 ◈

주관 : LA 한인회

일시 : 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LA 시의회 회의실

OC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 인사들이 결의문을 들고 있다. 미셀 박 스틸 수퍼바이저

가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LA시의회 코리아타운 데이 결의안 선포식에 참석한 한인사회 인사들 (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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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데일애국지사 묘지 헌화 및 참배 ◈

주관 :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로즈데일묘지

           183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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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100주년기념 범동포연합기념식 ◈

주관 :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일시 : 3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남가주새누리교회

           964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개회선언 ...................................................................... 사회자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 사회자

 양국 국가 제창 ........................................................ 다함께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 사회자

●기도 ..................................... 한기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3.1독립선언서 낭독 ........................... 이연주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대회사 ......................................... 로라 전 대회장·LA한인회 회장

●경축사 ........................................................... 김완중 LA총영사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대독)

사회 : 스티브 강 부회장·LA한인회
           Nancy Yoon·Asians in LA Media 대표

≪ 식 순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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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 김동국 명예대회장 

●축사 ........................................ 장숙남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축사 ................................................ Ralph Ahn(도산 안창호 3남)

●축사 .........................................................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

●축사 ........................................................... 데이빗 류 LA시의원

●축사 ............................................ 서영석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축사 ............................ 손아영 차세대 대표·어바인고등학교 12학년

●축가 ..................................................................... 테너 최원혁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및 감사패 전달..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및 총괄준비위원장

●감사의 말씀 ....................................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및 총괄준비위원장

●참석자 소개 및 광고 .......................................... 민병용 집행위원장

●사진 촬영

- 식 사 -

●기념식장 밖에서 독립운동 사진 전시회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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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의 종 타종식 ◈

주관 :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 3.1운동 때 탑골공원의 만세운동 및 해마다 3.1절에 종로 

보신각에서의 타종을 재현하는 행사로 33번 타종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개회사
 
1. 국민의례 
애국가 선창
국기에 대한 맹세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2. 환영사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회장
 
3. 축사
LA 총영사
LA 한인회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4. 내빈소개
 
5. 문화공연
이순신 신호연 날리기 (김창훈)
권용섭의 독립이야기 그림전 
박수복 화가·김유리 무용퍼포먼스
 
6. 타종 33회
 
7. 만세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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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수준높은 음악가들이 뜻깊은 무대를 장식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광복군 아리랑, 
3.1절의 노래, 할레루야를 함께 부릅니다.”
3.1절100주년 축하음악회 행사위원장을 맏고 있는 이경호 목사는 1시40분동안 진행되는 
음악회로 다른 어느 음악회보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3.1절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그동안 LA에서 
32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한인사회의 행사에 참여 해왔는데, 3.1절 행사로 음악회를 하는 
것은 두번째이다.

2016년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6개의 합창단과 3명 솔로이스
트와 함께 많은 귀빈과 청중을 초청하여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규모 있게 가졌다.

이번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주최로 3월 1일 당일 3.1
절 행사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7개의 합창단과 4명의 솔로이스트와 함께 많은 귀빈과 
동포를 모시고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행사에 보면, 그 행사의 주제에 맞는 곡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어느 민족이나, 나라의 행사에 있는 실정이다. 그
래서, 그 행사에 적절한 곡들을 가지고 연주곡으로 만들어서 그 행사의 의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작고하신 부친이 내신 교회 음악의 역사에서 보면, 3.1 만세 사건이 일어 났을 때, 기
독교 계통의 학교에서는 찬송가들을 부르며 행진을 하였다는 기록을 본적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때, 음악회에서 3.1절 노래만 부를수 없는 것이 안타가운 현실이다.

이번에도, 합창단이나 솔로이스트들이 연주할 곡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악회의 마지
막에 Sing Along으로 3.1절 노래와 우리는 코리안을 청중들과 함께 부르며, 3.1절 정신을 
고취 시키려고 한다. 또, 연주 사이 사이에 3.1절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어 시각 
적으로 삼일절 정신을 고취 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뜻 깊은 삼일절을 정신과 문화면에서 음악회를 준비하며, 많은 후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

3.1절 기념 축하 연합음악회를 준비하며

Music Director:이경호(Charles Lee)

이경호 목사 음악회 행사위원장

-배재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Chicago Musical College 대학원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졸업

-한국대학생선교회 지휘

-서울신학대학교 종교음악과 강사 역임

-Pacific Choral Pay Singer

-현재, 영생장로교회 음악목사

-현재, 한아름합창단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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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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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0주년 윌셔 퍼레이드◈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 Story Line

평화로운 한국 - 외세의 침입 - 일제강점기 - 3.1 운동(항쟁) - 광복(독립) - 오늘날의 한국 & LA - 기억해야

할 그날

Peaceful Korea - Foreign Invasion -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sistance, 3.1 Independence 

Movement - Independence(Liberation) - Korea & Los Angeles - Remember 3.1

▲ 세부사항( 피켓 등 팀별 번호구분)

Prologue

평화로운 한국
Peaceful Korea

외세의 침입
Foreign Invasion

일제강점기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파바 복장 준비

일본순사
일반 백성
유관순 복장
소품 : 몽둥이, 채찍 등

Korea - USA Official Opening
- 퍼레이드 공식 시작 선포 ; 단체장들 도열 
Marching Band

<파바>
배너→ 청사초롱 → 대장 → 무용팀 → 태
평소 → 꽹과리 → 장구 → 북 → 기수단
부채춤(8 명), 태평소 연주가(아리랑), 무용
팀, 사무놀이팀
(고수희 or 김응화)

<진최>
Story Performance

<진최>
Story Performance
일반
상투 자르고, 독립 외치다 잡히고, 고문 등

0

1

2

3

3.1 운동(항쟁)
3.1 Independence 
Movement(Resistance)

광복(독립) Indepen-
dence (Liberation)

<미주 3.1 여성동지회>
곳곳에서 나와 3.1 만세운동, +또 잡히고

<Open Car> - Grand Marshal
<이서령>
Drum Performance
<고수희 or 김응화>
<강대승> Samulnori
<권용섭>
Dokdo Performance

4

5

유관순 애국지사 복장으로 만세부르며 행진

3월 2일 (토) 오후 2시 노르만디~옥스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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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오늘날의 한국 & LA 
Korea & Los Angeles

그날을 기억하며
Remember 3.1 Period

Finale

손태극기 태권도팀 - 
일장기, 태극기 10 
무궁화벽 - 스티로폼
(10 x 10)

<도산체육관>
TKD Performance - 태극기, 욱일기 활용 
+ 송판격파
<Parade- Korean Organizations> <Pa-
rade - Publics>
<Rebuilding the Korea> - 대략 10 피트 x 
10 피트 Mugunghwa Wall Performance

<진최>
힙합 & K-pop
K-Pop Performance 2 개

<가주한미포럼>
위안부 할머님들 사진행렬 20 점 +
독도 문제 - Dokdo Island : Dakeshima 
동해표기 문제 - East Sea : Sea of Japan 
<Marching Band> - "아리랑"

플레시 몹 - 독도는 우리 땅 등 다함께 만
세삼창

6

7

8

윌셔 퍼레이드에서 태극기를 들고 플레시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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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0주년 윌셔 퍼레이드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02:00 PM

02:04 PM

02:20 PM 

02:25 PM

02:45 PM

02:46 PM

03:00 PM

03:03 PM

03:50 PM

유관순 공연 (4 mins.)

퍼레이드 시작 @ Normandie

① 미주 3.1 여성동지회

② 오픈카 2대

③ 개인 참가자

④ 강대승 사물놀이

⑤ 고수희 무용단

⑥ 권용섭 화백

⑦ 이서령 모듬북

⑧ 태권도 팀

⑨ 김동실 라인댄스

⑩ 김응화 무용단

⑪ 진최 무용단

⑫ 리바운드

⑬ 파바

⑭ 그 외 참가 단체

①  이서령 모듬북

② 고수희 무용단

③ 태권도 팀

④ Flower Wall 퍼포

먼스

⑤ 김동실 라인댄스

⑥ 김응화 무용단

⑦ 진최 무용단

⑧ 리바운드

유관순 중간 공연 @ Kingsley-Harvard

퍼레이드 재개

퍼레이드 도착 @ Oxford 무대

유관순 무대 공연

3.1절 축하 말씀

무대 공연

피날레: 플레쉬 몹
GOD 박준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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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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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한인교계 연합예배 ◈

주관 : 남가주기독교단체연합

일시 : 3월 3일(일) 오후 4시

장소 : 남가주새누리교회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개회선언 ..................................................................................... 사회자

●기도 ............................................................ 한기형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3.1독립선언서 낭독 ........................................................ 미주3.1여성동지회

●기념사 ....................................................... 로라 전 LA한인회 회장·대회장

●개회선언 ..................................................................................... 사회자

●기도 ............................................................ 한기형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내빈 소개 ................................................................................. 회장, 총무

●감사장 수여 ............ 피종진 목사, 한기홍 목사, 권영신 이사장 ............ 김관진 목사

●목사회 소개 및 사역 소개 ............................................................ 목사회 총무

●폐회 및 식사 기도 ...................................... 이태환 목사 (원로 목사회 증경 회장)

●국기 입장 . 국기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1절 ....................................... 다같이

●삼일절 노래 ...................................................................... 정신여고 합창단

●대회사 .................................................................................. 권영신 장로

●기념사 .................................................................................. 김관진 회장

●축사 ............................................................ 한기홍 목사(1), 송정명 목사(2)

●격려사 .................................................................. 이 서 목사 (OC 교협 회장)

●만세 삼창 ............................................................ 평신도 대표/ 지역 교계 대표

I 부 예배

IV부 식사

III부 친교

II부 기념식

사회 : 샘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 회장

진행 : 강태광 총무

사회 : 최만규 육군동지회장

≪ 예배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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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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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출연배역총감독/연출| 클라라 김

각색/공동연출| 최원현

극본| 클라라 김

작곡| 신원철, 윤국형

음향감독| 신원철

음악감독| 전창한

음악코치| 김경미

조연출| 전유림

미술감독| 김민주

안무| 전지수

의상| 정문희, 김소영

분장| 네오미 김, 문혜영

소품|

English Sub-Title Provide

 박선영

안창호

김구

이혜련

이동녕

이승만

이동휘

윤치호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서재필

이또히로부미

정재용 (학생대표)

<기획의도>

"뮤지컬 도산"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제국의 교육 개혁과 해외 독립운동에 
선구자로써의 그의 삶과 활약을 조명 하고 그의 생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의 삶 가운데 미주에서 가장 활발히 활약했던 일, 그리고 해외와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뮤지컬의 극적인 전개로 나타내고 있다.

미주에서 11월9일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과 도산 우체국,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하는 2-3세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도산의 생애가 한국 TV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야 그의 업적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업적과 활약상을 이 짧은 뮤지컬에 다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이 한편의 뮤지컬에 
그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계몽과 선구자적 업적을 많은 의미를 담아 알릴수 있는 
귀한 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추진 하게 되었다.

이번 공연은 2019년에 3.1.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11월 9일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기념으로 기획되어 안창호 선생의 이민생활권이었던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인랜드 한인회가 주최, 주관이 되어 이 공연을 추진 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도산선생의 업적이 남아 있는 미주 동포들의 자금으로 LA 지역의 교포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극본부터 음악, 영상, 안무, 무대 모든 것이 창작으로 이루어져 
전세계 초연 작품이 될것이며 전 출연진 모두가 미주지역의 음악과 연기로 활동중인 
이들이 출연하게 될것이다.

주최/ 주관 : 인랜드 한인회 (제15대 회장 김동수)
기획: YE Organization / YE Entertainment (대표 황호진)

안필립, 안필선, 안수산, 안수라

흥사단원(상옥, 원도, 영소, 흥언, 주은)

대성학생(형식, 준영, 주은, 정아, 미숙)

테일러(오렌지 농장주,선장), 스칼렛(농장주와이프)

오렌지 농부 (마산댁, 강경댁, 광주댁, 경성학생)

일본군(나까무라, 하야시), 검사(히데요시)

항해사, 선원, 입국심사관

간호사

선구자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을 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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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한인목사회 3.1운동 100주년기념 
  리들리 (Reedley City) 방문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주관 : 남가주한인목사회

일시 : 2019년 3월4일(월)

장소 : 중가주 리들리 사적지

●기도 ..................................................................................... 김영구 목사

●성경봉독 ................................................................................ 심진구 목사

●설교 ..................................................................................... 피종진 목사

●축도 ..................................................................................... 피종진 목사

●독립선언서 낭독 ................................................................... 송영일(부회장)

●공약 삼장 ................................................................................ 이정현 목사

●광고

●애국가 1절 제창 .............................. 에스더 윤 목사 ............................ 다같이

●삼일절 노래 제창 ............................. 에스더 윤 목사 ............................ 다같이

●기념사 .................................................................................. 김관진 회장

●감사장 수여 ............................................................ 피종진 목사 / 김관진 목사

리들리 시청 / 경찰서 / 소방서 

●유적지 의의 및 안내 ................................................................... 김관진 목사

●만세 삼창 .........................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I 부 예배

IV부 .............................. 식사기도: 최명상 목사 ........................... 즐거운 식사

III부 3.1운동 재현행사 (퍼레이드)

II부 기념식

사회 : 박세헌 부회장

진행 : 증경회장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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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성의 날 기념 위안부 역사교육 ◈

주관 : 가주한미포럼

일시 : 2019년 3월 9일(금) 오전 11시

장소 : 글렌데일 소녀상 앞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한인커뮤니티와 중국계, 일본계, 아

르메니안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문화

공연을 통해 여성 인권의 의식을 높이

는 행사입니다.”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대표는 국제여

성의 날 기념식을 특별히 3.1운동 100

주년 행사의 하나로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매년 3월 8일은 UN이 정한 국제여성

의 날이다. 전시성폭력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성폭력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

이날은 UN 본부에서 여성계 및 정부 

대표가 모여서 행사를 한다.

더 많은 단체와 한인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늦춘 3월9일(토)에 3.1

운동 100주년 행사로 개최를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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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0주년기념 청소년음악제 ◈

주관 : 민주평통 LA 협의회

일시 : 2019년 3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 동양선교교회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민주평통자문회의LA협의회(회장 서영석)

는 3.1만세운동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

하는 청소년음악제를 3월9일 개최한다.  

노래를 통해서 1세 및 차세대가 하나되

기 위해서 마련한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

이다.

3.1운동정신을 고취하는 이번 청소년음악

제에는 한글학교합창단, 한인소년소녀합

창단 등 모두 9개팀이 무대에 오른다. 부르

는 노래는 유관순 노래, 우리는 코리안, 독

립군 노래, 아리랑 등 한국어와 영어로 부

른다.

민주평통자문회의LA협의회는 청소년음

악제 행사위원회(위원장 임종태 부회장)

를 구성하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

다. 단원들이 많은 합창단은 30명을 넘을 

정도이다. 영어권의 미래 꿈나무들이 꾸미

는 뜻깊은 화음의 대잔치이다.  출연팀에는 

앞으로 더욱 유명한 합창단이 되도록 장려

금을 지급한다.

O.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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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보체리스티 합창단

O.C.Y.C

O.C.Y.C

나성한인교회 한국학교 합창단

청소년 9개팀이 우리는 코리안 등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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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연합기념식 ◈

주관 :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오후 6시

장소 : 남가주새누리교회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개회사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미국 국가 제창

 애국가 제창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학사보고

●인사말

●기념사 및 축사

●축하노래

●독립유공자의 회고

●특별공연

●참석자 소개 및 광고

●기념촬영

 <만 찬>

≪ 식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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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0주년기념 학술회의 ◈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개

Commemorations of the Centennial:  

Memorializ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Digitization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rchives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과 

대한인국민회 사료의 전자화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USC  한국학도서관 (Korean Heritage Library) 

대한민국 LA 총영사관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아시아학회) 

 

Doheny Memorial Library, Room 24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3550 Trousdale Parkway 

Los Angeles, CA90089-1825 

 

April 19, 2019 (금) 

 

 

사회:  황경문 교수 (USC 역사학과) 

 

10:00-12:00   학술논문 발표  

연사:   Dr. Mike Robinson—Indiana University 

   Dr. Richard Kim—UC Davis 

             Dr. Mark Caprio—Rikkyo University, Japan 

 

12:00-1:30 오찬 

 

1:30-3:00 대한인국민회 한국독립운동 사료 소개 

          연사:  Dr. Ken Klein—USC 

  Ms. Katherine Yungmee Kim 

 

3:30-4:30   견학 프로그램  

• USC 한국학도서관 및 독립운동 사료 미니 전시회 

• USC 한국학연구소 (안창호 고택) 

 

6:00-9:00:   만찬 및 독립지사 후손들의 담화 

USC Hotel  

3540 S. Figueroa St. Los Angeles, CA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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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I)

50개 기관 및 단체 참여

명예대회장 : 김동국 회장(독립유공자 송헌주 외손자)

대회장 : 로라 전 LA한인회 회장

총괄준비위원장 :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집행위원장 :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연합행사 참가단체 및 참여 인사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

·민주평통LA협의회(회장 서영석)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이연주)

·광복회미서남부지회(회장 박영남 목사)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홍명기)

·흥사단LA지부(회장 민상호)

·흥사단OC지부(회장 이창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남가주장로협의회(회장 김영균)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3.1운동UNESCO등재기념재단 남가주지부(회장 김재율 목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LA(KOWIN회장 조길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OC(KOWIN회장 이순희)

·통일부교육위원LA협의회(회장 조봉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미서부지부(회장 김재권)

·6.25 참전유공자회(회장 김혜룡)

▲ 참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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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회장 진재곤)

·대한민국월남전유공자회(회장 정정환)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토마스 정)

·미한국전참전재향군인회(회장 Robert Son)

·재미헌병전우회(회장 정정윤)

·육군동지회(회장 최만규)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미주본부(회장 권욱종)

·LA북부한인회(회장 최태호)

·한인 역사박물관(관장 민병용)

·전미한인복지협회(회장 이종구)

·자유민주통일동우회(회장 임태랑)

·PAVA World(회장 명원식)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회장 김응호)

·남가주한국학원(이사장 심재문)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회장 박상준)

·한미무용연합회(회장 진 최)

·재미대한테니스협회(회장 김인곤)

·한인미정부커미셔너협회(회장 김기천)

·한미기독교센터(이사장 백지영)

·미주한인군목회(회장 최향락)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한인타운시니어커뮤니티센터(이사장 이영송)

●특별후원 :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

●후원 : 한인 언론사

연합행사 참가단체 및 참여 인사

2019년 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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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행사 참가단체 및 참여 인사

김명균 

김영태 

김용환 

김진형 

남문기 

민병수 

박형만

박희민 목사 

서영석 

송정명 목사 

랄프 안 

제임스 안 

양석규 

스카렛 엄 

유분자 

이민휘 

이영송 

장성균 

장성길 

조인하 

하기환 

홍명기 

황재선

길옥빈 

김광남 

마크 김 

김복윤 

김봉건 

김시면 

김준배 

김향로 

마유진 

박성근 목사 

박일영 목사 

박홍기 

백지영 

변홍진 

잔 서 

안국찬 

안성주 

안재훈 

윤병욱 

이병도 

이용태 

이청광

이혁

임태랑

정영조

정진철

조봉남

조봉엽

조선환

조익현

주정세

진교륜

차종환

최재현

최창준

최학량

한광성

홍정건

▲ 상임고문

▲ 고문

권유나

김익수 

김정자

쥴리 김 

박상준 

박영남 목사 

배국희 

서경원 

그레이스 송 

신효섭 

안성주 

클라라 원 

이연주 

이창수 

이형숙 

임종택 

장병우 

장소현

헨리 장 

정찬용 

조남태 

최문환 

최창호 

최형호

▲ 자문위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II)

참여하는 각계 인사 (가나다 순)



단결, 그리고 애국의 마음으로 69

연합행사 참가단체 및 참여 인사

권영신 

김기천

김은진 

페트리샤 김 

명원식 

민병용 

박영남 목사 

박요한 

스티브 배 

백종윤 목사 

제임스 안 

엄익청 

오은영 

윤효신 

이경호 목사 

이병만 

이연주 

로라 전 

제이미 정 

진 최 

한기형 목사

강석희

미셀 박 스틸

박영선 

데이빗 류 

조재길 

최석호

이창엽 

헬렌 김

홍연아

조이 김 

서대숙 박사 

서동성 변호사 

이자경

Dr. Ken Klein

권영신

민병용

윤효신

최형호

강금자

권욱종 

김관진 목사

김기천 

김무호

김영

김준배

쥴리 김

케빈 김 

김형호

빌 로빈슨 

명원식 

박상준 

박용근 

박종대 목사

배국희 

백사훈 

백지영 목사

피터백 

서경원 

알렉산드라 서 

서영석 

유니스 송 

송정호 

클라라 원 

윤대중 

윤효신 

이내운

이상용 

이승우 

이영송 

이창수 

티나 리 

이효환 

임혜빈 

전희택 

케런 조 

진일범 

제임스 차 

차종환 

피터 차 

최만규 

진 최 

최형호 

하기환 

한기형 목사

▲ 기획운영위원

▲ 한인 공직자 위원

▲ 차세대위원

▲ 전문위원

▲ 재정분과위원

▲ 행사위원

2019년 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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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3.1절 타운서 한복입고 행진

한인회 등 범동포준비위 발족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배국희)이 2019년에 

개최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

3.1운동 행사를 위한 100주년 3.1절 LA 범동포 준비위

원회가 8일 LA한인회에서 발족했다. LA한인회와 대한

인국민회, 미주 3.1여성동지회 등 한인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날 LA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어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

재단 이사장이 준비위원장,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이사

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 1월9일 중앙일보)

대한인국민회·한인단체장들 
1차 회의서 8개 행사안 논의

1차 회의:

3차례 단체장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해 왔다

2차 회의:

'2·8 동경 독립' 선언으로 시작

만세 재현 행진 등 2달간 진행

2018년 11월7일 오전 11시 LA한인타운 JJ 그랜드호텔에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2019년에 개최할 3.1운동 및 대한민

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합 행사 1차 회의를 열었다. 

2019년 1월8일 오전 LA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3.1운동,임시

정부 100주년 연합행사 단체장 초청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념연합행사 준비를 위해 11월 7일 LA한인타운 JJ그랜

드 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로라 전 

LA한인회장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민병용 학술위

원장 한기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 한인 단체

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100주년 기념행사 총괄준비위원장을 맡은 권영신 대한

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은 “3년 전부터 30여 개 한

인단체가 3.1절 행사를 연합해 진행하고 있다”며 “내

년은 3.1 운동 100주년인 만큼 미주 동포들이 독립 정

신을 더 깊이 새기도록 기념 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행사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다. 행

사는 2019년 2월 8일 3.1운동 100주년 맞이 동경독립선

언기념식을 시작으로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까지 한달 반 동안 진행된다. 

(2018년 11월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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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재현 부터 도산 뮤지컬까지

LA지역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이 정해졌다.

LA한인회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7일 LA한인회

에서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일 ‘3.1절 기념 글짓기 대회’를 시작으로 

펼쳐진 행사는 4월 11일(목)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

념식을 끝으로 석달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100주년 3.1절 LA 범동포 연합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행사는 3월 1일 오전 9시 30분 로즈데일 공원 묘지 헌

화와 같은 날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리는 

연합 음악회, 2일 윌셔불러바드 선상의 노르만디와 옥

스퍼드 애비뉴 구간에서 펼쳐지는 3.1운동 재현 퍼레

이드 등이다.

권영신 3.1절 LA 범동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많

은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역사를 잊지 말아야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1.5세와 2세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LA 범동포 준

비위원회는 플래시몹 동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려 3.1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3월 3

일 오후 5시 30분 로마린다 대학 교회에서는 뮤지컬 도

산이 첫선을 보인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전체 예상 비용을 약 9만4000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6만 달러 가량을 더 모금해야 

한다.”며 “행사 비용은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겠

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2019년 2월8일 중앙일보)

3·1절 100주년 LA행사 발표
3개월간 17개 일정 이어져
LA한인회 "예산 후원 필요"

2019년 2월7일 LA한인회에서 100주년 3.1절 LA 범동포 준비위원회가 LA 등지에서 열리는 올해 3·1절 행사 일정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이날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기부를 요청했다.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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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주 애국지사의 독립운동은 참으로 특별하다. 그리
고 자랑스럽다.

1906년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은 헤이그밀사의 통역을 
맡는 것으로 부터 40년의 긴  세월동안 미주 독립운동
의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3.1만세운동 후에는 김규식 박사와 함께 워싱턴DC에
서 구미위원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무엇보다도 
하와이에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서 독립
기금 모금에 앞장을 섰다. 임시정부의 재무위원으로 임
명을 받은 후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모아서 보냈
다.

송헌주 독립유공자 공적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가 있다.

첫째,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으로 3.1운
동 후 3만3천달러를 모았다.

둘째, 집정관 총재 이승만 박사의 부름으로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나섰다.

셋째, 1929년 광주학생의거 후 한국의 학생을 돕기위
해 한인공동회를 만들었다.

넷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으로 1939년 1월 선
출이 되었으며 2차례에 걸쳐 위원장으로 독립운동에 
앞장 섰다.

다섯째, 1941년 12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국
방과장을 맡았다.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인 한인맹호부
대를 설립했다.

여섯째,  제퍼슨가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 건
물을 지을 때 위원장을 맡았다.

오늘의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을 건축한 독립유공자이다. 

1965년 7월31일 별세. 현재 로즈데일묘지에 잠들어 있
다.

그리고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
을 추서받았다.

증손자인 김동국 회장(북가주 거주)이 이번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범동포연합사업회 명예대회장
을 맡고 있다. 송헌주 독립유공자의 증외손자이며 아
들이 바로 마크 김 LA카운티 판사이다.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2015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송헌주 애국지사를 선정했다.

미주에서 독립운동의 외길 40년

송헌주 독립유공자의 삶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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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송헌주는 초기이민사회의 독립운동가로 40

년간 한길을 걸었다.  미주 독립운동의 1번지인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관을 로스앤젤레스 제퍼슨가에 세운 

자랑스런 민족지도자이다.

송헌주는 188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공

덕리(오늘의 마포구 공덕동)에서 송득인과 창녕 성씨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890년대 후반에는 외국어 교

육기관인 관립영어학교(The Royal English Academy)

를 졸업했다. 

그리고 1903년 24살 나이에 사탕수수 노동자 통역으

로 하와이에 도착했다. 학업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

해서 이민길에 오른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기독

교를 받아들였고,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초기이민사회

를 위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06년 4월21일에는 하와이생활을 청산, 샌프란시스

코에 도착했다.

그리고 1907년 6월 버지니아주 세일럼에 위치한 로아

노크(Roanoke)대학에 입학했고 1914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14년 6월 로아노크대학을 졸업한 후  1915년 6월 프

린스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다시 박사과

정에 진학했으나 1916년 3월 하와이 제일한인감리교

회 담임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인중앙학원 교장까지 

함께 맡았다. 1917년 8월29일 한인여학원에 사순남이

(Mary Soonamie Sah)와 결혼했다. 사순남이는 1886

년 4월18일생으로  31세였다.

1916년 3월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맡아 의욕적으로 출

발했으나 1년뒤 교장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1917년 7

월 26일자로 하와이 제일한인감리교회에서의 목회도 

그만두고 이승만이 운영하던 한인여학원 부교장으로 

다시 옮겼다.

1920년 8월3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8월11일 한인

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가주 리들리에 정착했다. 1924

년전후 송헌주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후 Grocery 

Market을 운영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국방과장 때 송헌주. 캘리포니아 한인국방경위대 사열실에 군복을 입고 앞줄 중앙에 서 있다.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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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제목은 다섯가지입니다.

처음 신문기자로 한인이민사와 독립유공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서 출

간 등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약 9천명의 이르는 초기 이민선구자, 개척자, 독립운동가

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마음이 가득 차왔습니다. 미국을 움직여서 대한의 

독립을 이루려했고, 상해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공적은 앞으로 더

욱 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연구자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감회는 참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다섯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첫째,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2017년부터 100주년 행사를 3년동안 준

비해온 것이 감사합니다. 처음은 행사위원장을 맡았고, 다시 집행위원장

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입니다.

둘째, LA한인회 등 50여 단체와 연합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각계

에서 참여하는 인사 또한 모두 훌륭하셨습니다. 명실상부 범동포연합행사

로 치루는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 100주년기념 안내서를 짧은 기간에 만드는데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

셨습니다. 미국 주류사회 인사의 축사를 받는데 LA한인회에서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분, 기고를 해주신 분에 그저 감사할 뿐입

니다. 광고없이 안내서를 만든 일도 자랑이면서 보람입니다.

넷째, 차세대 참여에 적극 나선 일입니다. 그리고 한인여성 및 회장님들이 

유관순처럼 직접 앞장을 서 주신 일입니다. 1세와 차세대가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섯째, 한인 언론사에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7일부터 적극적이고 긍정

적이며 미래지향적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언론사가 한팀이 되었다는 것 또

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상이 모두 들어가 있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될 수 있었

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일

민병용 
집행위원장·100주년 안내서 편집인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민 병 용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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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서대숙 하와이대학 명예교수. 전 한국학연구소 소장

“독립운동을 통일로 마무리를 했으면 ……

  한인 차세대에는 역사를 꼭 가르쳐야”

미주 한인사회에서 북한문제 연구의 권위자를 손꼽는

다면 단연 서대숙 박사이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소장을 오래동안 역임한 서대숙 박사는 초기 한인독

립운동사 그리고 김일성 연구의 대가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으며 서대숙 박

사를 2월11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참으로 크게 축하할 일이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그분

들을 기념하고 치하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지

금 조국의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립은 했지만 하

나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이다.”

서대숙 박사는 3.1운동을 보는 시각도 남북이 크게 다

르다고 설명을 했다. 한국의 3.1운동과 북한의 3.1운동 

주역들이 다르고 그 평가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는 그날, 3.1독립운동의 역사를 하나로 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히 한인 차세대들에게는 역사공부를 강조했다.

“우리 역사를 배우도록 부모로서, 커뮤니티 지도자에

게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이 싫어도 꼭 배우도록 해야한

다.  그래야 앞으로 100년 후의 3.1운동기념행사를 더 

크게 전문적으로 더 잘 할 것이다.”

한국의 3.1운동은 바로 3.8동경독립선언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나아가서 한국의 3.1운동은 무

저항주의운동으로 중국의 5.4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는 것이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이 나라사랑운동, 애국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고, 미주 한인들의 몫과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은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가 큰 흐

름을 주도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로 어려움도 많았다

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한인국민회가 

기념관을 갖고 역사공부에 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제 한인사회를 더 잘 만들고 크게 성장하도록 나서는 

것도 오늘을 사는 한인들이 해야할 몫이라는 것이다. 더

아나가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

어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인들끼리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나가면서 통일을 위

한 책임을 한시도 잊지말자고 강조를 했다.

서대숙 하와이대학 명예교수는 민족운

동을 벌인 부친 서창희 목사 슬하로 중

국 용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 독

립운동가 규암 김약연 선생 옆에서 놀던 

기억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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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채진 클레아몬트 맥키나대학 석좌교수

3.1운동은 독립운동의 씨를 널리 뿌렸다

대학과 협력하며 역사교육을 해나갔으면

클레아몬트 맥키나대학 석좌교수인 이채진 박사는 중

국문제, 미국의 국제관계사 그리고 북한연구에 권위자

이다. 수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미국과 한국학계에서 크

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이다.

민주평통자문회의LA협의회 초청강사로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많이해서 한인사회와는 아주 친숙한 학

자이다.

“3.1운동100주년을 맞는 의미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민지로부

터의 해방을 위한 만세운동은 바로 민족주의와 민주주

의의 정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을 위한 씨앗을 널리 뿌렸습니다. 이제 3.1운동의 귀중

한 유산을 우리 1세들만이 아니라 차세대를 통해서 후

세에 전하고 간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계사의 측면에서 3.1운동을 보면 바로 윌슨 미국대

통령이 1918년 발표한 14개항의 민족자결주의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난  

2개월후 1919년 5월4일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경대학 진덕수 교

수는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을 

보고 일어난 혁명이 바로 중국의 5.4운동이라고 기술

할 정도이다.

3.1만세운동의 정신은 바로 상해, 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한민족의 역사에서 마음에 가장 

깊이 각인이 된 독립운동이 되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1세들의 기념식 못지않게 영어권의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차세대들

에게 3.1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그

런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세대간 상호교류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잊

지 않았다.

“1세대 중심에서 점차 영어권의 차세대를 위해서 영

어로 된 3.1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책자를  펴내면서 이

해와 관심 폭을  점차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

고 3.1운동 역사를 주제로 하는 인물영화나 드라마 등 2

세들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세나 3세가 많이 다니고 있는 USC나 UCLA를 통해

서 역사교육의 기회를 점차 높혀가자고 이채진 교수

는 말했다.

한인 차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해

서 USC나 UCLA와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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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서동성 (변호사·서재필 박사 종 증손)

100년전 미주에서의 3.1운동

올해는 100년전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

기 위하여 기미(己未·1919)년 3월 1일, 남녀노소 2천

만 온 국민이 한 날 한 시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전국

에서 일제히 일어났다. 우리가 일본의 속민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면서 독립운동의 횃불

을 드높이 치켜든 해이다. 이 숭고하고 역사적인 장거

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국에선 이미 2년 전부터 여러 정

부, 교육기관. 사설단체들이 다양한 기

념사업을 추진해 왔고, 우리가 사는 미

주에서도 여러 곳에서 갖가지 행사를 

준비해 왔다. 특히 당시 미주 독립운동

의 요람이었던 필라델피아에서는 작년

부터 야심찬 기념행사를 기획해 오고 

있다고 한다. 

3·1운동이 터지면서 나라 안팎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이 퍼져나갔지만, 특

히 나라 밖 두군데에서 역사적으로 특

기할 일이 벌어졌다. 그 하나는 4월 11

일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이고, 또 하나

는 필라델피아에서 4월 14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의 초

석을 다지는 한인연합대회가 열린 것이다. 당시 상해에 

머물고 있던 현순 목사에 의해 전보를 통해 3·1운동이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 전달되고, 그 소식은 다시 안창

호에 의해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에게 전달되었다. 서재

필은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지도자를 소집, 이른

바 제1차 한인연합대회 (First Korean Congress)를 개

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그 당시 미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만, 정한경, 임

병직, 윤병구, 조병옥, 유일한, 장택상, 임영신 등이다. 

그 당시 서재필이 거주하면서 그의 활동지역이 바로 필

라델피아였고 시 정부, 공공기관이 조선에 매우 우호적

이었기에 거사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 200년 전에 미 합중국이 태어날 때에 건국을 설계하는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가 두번에 걸쳐 바로 필

라델피아에서 열린 역사적 연관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 역사적 회의는 4월 16일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리틀 

시어터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까지의 구간을 

시가행진으로 마감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질서정연하게 행진

을 했다. 이 행진은 모국 전역에서 수없

이 벌어진 시가행진을 미국 땅에서 재

현한 것이다. 필라델피아 시는 경찰악

대가 앞장을 서 주고 경찰 기마대가 행

진대열을 좌우로 호위해 줌으로써 억

압받는 조선민족에 대한 시정부의 호

의를 보여주며 행사에 힘을 실어줬다. 

올해 필라델피아에서는 서재필기념재

단이 주축이 되어 범동포적으로 100년

전의 시가행진을 재현한다는 소식이

다. 또 3·1운동 당시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서 낭독도 재현한다고 한다. 

올해는 지역적인 행사로 국한하지 말고 북가주와 남가

주를 총망라하고 나아가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라델피아와 다뉴바에서 재현

하는 시가행진이, 1919년 이후 모국과 여타 지역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시가행진의 종합판 성격으로 재현·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1919년 4원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필

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제1차 한인연합대회에 대한 학술

적,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바로 3·1운동 정신에 기반을 

둔다고 대한민국 헌법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설립의 초석이 된 한인연합대회의 역사적 재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LA중앙일보 2019년 2월8일자)

서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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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정근 (목사·교수·남가주교협 전 회장)

기미독립선언문의 기본사상

1919년 3월 1일 정오 서울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모
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우렁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명월관에 모인 
33인 대표들이 역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목이 터
져라 만세를 불렀다. 이어서 수많은 군중들이 악을 쓰
듯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행진했다. 이것이 바로 36년 
일본폭력통치기간에 터져 나온 대표적 저항운동의 출
발이었다. 아니, 5천년 모국역사의 최대민중저항운동
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 100주년을 맞
았다.

그렇다면 이 삼일만세운동의 기본사상
은 무엇일까. 최남선이 초안했고 천도
교, 기독교, 불교의 대표들이 서명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졌던 독립선언문
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글쓴이는 경기
도 화성 발안장터 만세사건, 제암리교
회 학살사건 등의 현장 가까이서 태어
나 자랐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남양교회는 33인 가운데 세번째로 이
름이 기록된 이필주 목사님께서 목회
하셨고 그 기념비가 뜰 앞에 있다. 그
리고 고교교사시절에는 기미독립선언
문을 외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 뒤 목회와 신학
교육에 헌신하면서 이 선언문에 기독교 사상이 중요한 
기초인 것도 발견했다.

독립선언문은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사
상으로 하고 있다. 조선이 단연 독립국이며 조선민족
이 ‘자주민’임을 딱 잘라 첫 머리에서 선언했다. 스
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독립국가란 뜻이다. 일본에게 
독립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 온 자주적 단일민족국가라고 만천하에 
당당히 공포했다.

독립선언문은 ‘평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침략주의와 폭력주의를 ‘옛 시대의 쓰레기’라고 일
갈했다. 1차대전 도발국들과 특히 일본을 향해 던지는 
평화폭탄이었다. 만세운동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중
국, 아시아, 그리고 온 지구에 평화마을을 건설하려는 
결단이라고도 했다.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버
리고 단연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비폭력 평화주의

도 밝혔다.

독립선언문은 도덕주의, 인권주의, 평등주의를 강력하
게 주창하고 있다. 독립만세운동은 우리들의 독립국가 
건설에 목적이 있지 결코 일본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폭력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도의
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일본을 깨우쳤다. 사람 위에 사
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인권주의가 바로 

도덕 곧 큰마음 큰 관용임을 강조했다. 
조선인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일본
인들을 향한 맏형다운 충고였다.

독립선언문은 장래지향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아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
되도다.’라는 구절이 이를 웅변한다. 
이것은 성경말씀의 인용이다. 신앙입
국(信仰立國) 곧 믿음으로 나라를 세
워나가자는 신념이 불타올랐던 때였
고,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적
극 나섰다. ‘흔쾌한 부활을 이룩하게 
되도다.’ 고 함으로써 국권을 다시 찾
을 희망의 깃발을 높이높이 들어 올렸
다. 개인도 국가도 과거 고착적 혹은 

현재 집착적이면 안 된다. 반드시 장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기미독립선언문은 그해 2월 8일 동경 조선기독청년회
관에서 개최된 <동경유학생 독립선언문> 과 같으면서
도 다르다. 같은 점은 당연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
선인의 자주민임’의 선언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동
경선언문은 일본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에 더 큰 비중
을 두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기와 폭력”에 대
하여 경고를 퍼붓는 수준이다. 그러나 삼일독립선언문
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장래 지향적이다. 일본이 정신
을 차린다면 그들을 마음껏 포용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역사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학과 
생명윤리를 담고 있는 이 기미독립선언문이 앞으로 ‘이
리와 어린양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지구함생체(glob-
al community) 건설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인종국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 모두의 
중차대한 사명이 아닐까.

이정근 목사



단결, 그리고 애국의 마음으로 79

2019년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1910년 한일합방으
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지를 받기 시작한지 9년이 지
나고 나서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의 독립을 외치
는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역사, 아니 인
류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립운동의 규모에 있어서 유학생 주
동의 2.8 운동과 전 민족적인 3.1 운동
은 차이가 있지만, 2.8 운동이 어느 정
도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2.8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도 무리는 아니라 여겨진다.

한민족 독립운동의 1세기를 맞이하여 
두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특징을 새
롭게 탐색해 봄으로써 격동하는 동북
아시아 정세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한
국의 현실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
라 생각된다. 두 운동의 특징을 이해하
기 위하여서는 누가 독립운동의 주동
자들이며, 어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
답을 갖고 탐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독립선언은 유학생들이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일
으킨 운동이고, 3.1독립선언은 당시 한민족 대표자들
이 수도 경성에서 일으킨 운동이다. 2.8 운동의 주모
자들은 그 당시 세계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동경에
서 고등학문을 공부하고 있던 지성인들이었으며, 또한 
20-30대의 청년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3.1 독립선언은 그 주동자들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종교 및 정신 지도자들이었고 장년들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압제를 겪고 있는 경성에서 거
사했다.

2.8 독립선언서의 결의문과 3.1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을 중심으로 두 독립운동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2.8 운동은 지성적이며 약동적인 반면, 3.1 운동
은 안정적이고 온건적이라 할 수 있다. 2.8 운동은 선
언결의문 1에서 “한일합방이 한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일본 식민통치의 부정의와 부당성
을 지적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일환으
로 한국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 운동은 선언 공약 3장 1에서 ‘정의’ ‘인도’ ‘생

존’ ‘존영’ 등등의 인류보편적인 가
치를 제창하고 있다.

둘째, 2.8 운동은 얼마 간의 혁명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반면, 3.1 운동은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요소를 내포하
고 있다. 2.8 운동은 선언결의문 4에서 
“영원히 혈전”을 각오하고 있으나 
3.1 운동은 선언 공약 3장 3에서 ‘질
서 존중’ ‘광명정대’ 등등 무저항
의 자세를 제창하고 있다.

셋째, 2.8 운동은 구체적이며 실천적
인 방법론을 제시한 반면, 3.1 운동은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창하고 있다. 2.8 운
동은 선언결의문 2에서 일본의회와 정부에 ‘조선민
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선언결의문 3에서 ‘만
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 적용’과 ‘3인의 만국
평화회의 파견’ 등을 부르짖고 있다. 3.1운동은 선언
공약 3장 2에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정
당한 의사를 발표 한다”는 등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창하고 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2.8 독립운동과 3.1 독립운동의 
의미와 특징을 탐색하면서,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을 
쥐고 있는 한국문제의 해결은 두 독립운동이 던져주고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한국문제의 해결은 지성적이면서 보편적으로, 혁명
적이면서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일반
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9년 2월4일자)

백순 박사

기고 : 백순 박사 (워싱턴대학 경제학 교수· 동경선언 백관수 애국지사 아들)

2.8 독립운동과 3.1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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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옥연구소 소장)

세계의 악인, 일본에 조치를 위해달라

3.1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에게 적극적인 독

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당시 미주 한인들은 저임

금 등 열약한 노동과 인종차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벌였다.

3.1운동 소식은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

으켰다. 3.1운동 직후에 상해임시정부

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승만, 안창호 

등 미주 한인 출신이 주요 요직을 맡

았다.

하지만 독립운동사에서 미주 한인들의 

역할을 중국, 러시아 한인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미주 한인들은 3.1운동직후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하와이에서 6만달러, 본토에서 9

만달러 등 모두 15만달러의 독립기금을 모았다. 그중 3

만달러를 상해임시정부로 보냈으며, 남어지 12만달러

는 각종 독립운동 활동기금으로 사용했다.

3.1운동을 계기로 미주 한인들은 독립전쟁론, 즉 무력

항쟁을 준비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박용만을 중심으

로 소년병학교와 국민군단이 조직되기는 했지만 3.1운

동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3.1운동이 처음 미국에 알려진 때는 언제일까. 3월9일

이다.

3.1운동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미국신문은 그동안 뉴

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고 알려졌다. 그러

나 확인 결과 오클랜드 트리분이다.  오클랜드 트리분

은 1919년 3월10일자에 “한국이 세계에 독립을 요구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3월1일 오후 1시 한국은 독립을 선언

했다. 한국인들은 오래 준비를 해왔다.

서울과 평양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대

한독립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세계의 

악인, 일본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기사

를 썼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3월13일자에 중국 상해발로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4월

3일자에서 2번째로 기사를 썼다. 한국의 봉기는 평화

적이라는 제목으로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서 썼다.

3.1운동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쳤다. 대한인국민회가 주간으로 내

던 신한민보는 이틀마다 발간하며 독립운동을 보도했

다. 독립운동은 1945년 광복의 그날까지 미주에서 계

속되었다.

(주간동아 2019년 2월15일자)

장태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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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오늘도 내일도 빛나는 등불

3.1운동은 독립운동이자 민족혁명이요, 겨레의 등불이

다. 국내는 물론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와 미주 그리

고 일본에서까지 한민족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3.1운

동이 일어났다. 만세운동의 마당에는 종교적 편견도, 

지역적 갈등도, 계급과 계층의 위화감도 없었다.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 독립을 갈망하는 열기만 가득했다. 

3.1운동은 전국 218개 군에서 무려 1500차례나 전개되

었고, 남녀노소는 물론 학생·교사·

유생·종교인·상공인·농민·노동

자 등 각계각층 200여만 명이 동참했

다. 가히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독립운

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만세운동 현장에서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결집한 

독립의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

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부

정하고 민죽 정권을 세운 것이다. 고조

선이래 대한제국까지 이어진 전제군주

국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수립

한 것이다. 실로 민족혁명이자 민주혁명의 출발이었다.

3.1운동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고조시켰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된 청·장년

들이 독립군 부대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독

립운동 역사에 빛나는 봉오동·청산리 대첩도 이로써 

가능했다. 국내에서도 3.1운동은 민족 대중의 항일투

쟁을 한층 고조시켰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과 계급

의식이 공양된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대다수 민중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인도주의를 부르짖은 3.1운동은 한줄기 신선한 

동방의 빛이 되었다.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식

민지·반(半)식민지 국가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촉

발한 것이다. 중국의 항일5.4운동은 물론 간디와 네루

가 중심이된 인도 국민회의파의 무저항·비폭력 저항

운동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도 인도의 시성

(詩聖) 타고르는 3.1운동을 기억하면서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가”고 예견했다. 네루도 옥중에서 “자

유를 되찾기 위해 수없이 죽어갔고 수없이 일본 경찰에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이상을 위해 희

생하고 순국하는 민족의 용감한 투쟁

을 본받으라”고 자신의 딸 인디라 간

디에게 말했던 것이다. 

3.1운동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등불

과 같은 존재이다. 국민통합이나 민족

적 결단이 필요할 때 3.1정신은 길잡이

가 되고,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빛과 용기를 주는 고귀

한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에도 3.1정신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보수와 진보의 진

영 논리가 정치판을 흔들고 해묵은 좌우 이념 갈등이 

여전하며 경제위기 속에서 계층과 계급 간 위화감이 커

지고 있는 이때, 지금 이야말고 대동단결해 3.1운동을 

일으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운

동 선열의 지혜를 되새길 때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다. 용광고처럼 만세운동의 마당에서 하나가 되었던 기

억을 상기하며, 불굴의 의지로 민족 독립과 민주혁명의 

길을 열었던 3.1정신의 DNA를 되살리자.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이 다시 열리며 통일로 가는 열차가 이미 기

적을 울리고 있고, 인류 평화의 깃발을 펄럭이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김용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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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행사를 본 교회에서 갖

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온 세계에 선포한 

자랑스런 날이요, 민족 역사의 새 장을 연 날입니다.  일

본은 무력적으로 민족을 압제하고 총칼로 학대했지만 

우리들의 선조는 비무장, 비폭력으로 맞섬으로 참된 민

족의 정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연약한 듯 보였지만 강인했고,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실

상은 참 자유주의 기상을 떨쳤던 것이 바로 3.1정신입

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

다.  그럼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신이 잊혀져가는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서구 문명과 혼탁한 문화의 

탁류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도, 거룩한 역사관도 퇴색

되어 가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순결한 민족 정신

이 되살아나는 듯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국 땅에서 

박성근 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목사

기고 :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목사)

민족 역사에 새장을 연 날이요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민족적 뿌리를 재확인

하고, 더 창대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 기념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한국민족의 

앞 날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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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3.1운동과 한국교회

올해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이후 벌써 100주년을 맞
이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며 독립선언문을 다시 읽
어보았다. 일본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조선
의 독립국 됨을 만방에 선포한 3.1독립선언문은 지금
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지금의 우리를 원
대한 이상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글이다. 독립선언문이
나 공약 3장은 민족의 소망과 깊은 애국심과 어우러져 
감동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킨다. 한민족의 긍지와 당
당함이 배어나오며, 선조들의 강력한 독립정신이 우리
에게도 전해진다.

3.1독립운동은 또한 한국 초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였다. 당시 교회는 어떠한 종파보다도 적극
적으로 시대와 민족의 문제를 위하여 투신하였다. 인구
의 1.5-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천도교
나 불교나 기타 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독립
운동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교회사속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885년 부활절 감리교 선교사 아펜
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온 이래, 교회
는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애국충군의 교
회였다. 고종이 승하하시고 왕가가 무너지는 것을 체
험한 이후, 교회는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저항교
회가 되었다. 한국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반봉건 사
회개혁운동”과 “반외세 자주독립운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

3.1만세운동에 개신교회는 분연히 앞장섰다. 독립선언
서의 서명자 33인중 16인이, 거사 준비과정의 중심인
물 48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으니, 교회는 중
대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하였음이 분명하다. 
거사 후에도 각 지방에서 시민을 동원하고 선언서를 배
포한 중심된 장소 중의 하나가 교회당이었다. 독립만
세 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수감자 9,059명 중 기독
교 신자는 21.9%, 천도교 15.1%, 불교 1.2, 유교 0.6, 천
주교 0.6, 기타 0.1 그리고 무종교가 60.5%이었다. 교
회는 애국의 선봉에 서서 민족정기의 온상이 되었다. 
1919년 6월 30일까지 투옥된 신자는 2,190명으로서 유

교나 불교 및 천도교 신자들
을 합한 1,556명보다도 훨씬 
많았으며, 교역자도 151명으
로 천도교 직원 72명을 능가
하였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 속에서 
3.1독립운동의 지도적 사역
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째로 그들이 가진 예민한 문
제의식과 역사의식 때문이
다. 당시의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었으며, 선교
사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가장 
개화된 공동체였다.

둘째로, 당시의 개신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
었다. 이는 교회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인하고, 민
족의 자결과 평등, 그리고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시
대의 요청에 유기적으로 응답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민족의 존망이 불투
명한 시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구태여 구
별하지 않았다. 남궁억(1863-1939)의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580장)은 그 현저한 예를 보여준다.

셋째, 최소한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교회는 일사분란하
게 사회적 통합의 신경망으로 사용되었다. 과거 조국
을 위한 큰 뜻과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는 이처럼 민족
독립의 강력한 추진체로 사용될 수 있었다. 해방에 이
르기까지 기독교가 탄압과 순교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되고 공적 신앙이 쇠퇴한 현재의 
교회 상황 속에서,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높은 이상이며, 되새겨야 할 전
범(典範)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열정으로 단장된 한국교회
가 다시 한 번 사회와 세계의 등불로 찬연히 빛나게 되
기를 기도한다.

민종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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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동경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고 큰 감동과 은
혜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국 유학
생들이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분들에게 새삼 머리가 
숙여집니다.”

김향로 교협 이사장은 참으로 깊고 높은 신앙심을 소
유자이다. 그리고 몸소 봉사와 실천을 하고 있다. 남
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직을 요청받았을 때 한
기형 회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바로 수락을 했다
고 말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고, 하나님의 부름
을 받은듯 했습니다.”

김향로 이사장은 목사님의 하시는 일에는 “안한다”
는 소리를 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교협에는 현재 1천4백개의 한인교회가 가입을 해있다.

“좋은 분을 그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
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
히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기형 회장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시고 일을 참으로 잘 
하시고 극찬을 했다.

“한인교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통해서 교
회의 부흥과 함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
하는 교협,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협으로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김향로 이사장은 현재 나성충현교회(담임 민종기 목
사) 원로장로이다.

32년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수집사, 시무장로로 주

어진 직분을 충성되
게 맡아왔다. 

1971년 유학으로 미
국에 왔다. 어려서부
터 그림에 큰 재능이 
있었고 미국에 온후 
화가로 크게 이름을 
날렸다.  미국대학에
서 강의를 했다. 현
재 남가주대학 마리
나델레이 박물관 등
에서 작품을 소장하
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 언론에서 소개
를 많이 했다. 부동
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가서 보고 감격을 했습니
다. 독립운동을 하신 위대한 지도자를 바로 만나는듯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뵈올 때는 살아있는 그
분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교회의 학생들, 구역
교인들이 함께 가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뿌리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귀중한 장소가 바로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이라고 
김향로 이사장은 설명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한인사
회 곳곳에서 큰 책임을 맡도록 훈련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회와 교계단체를 열심히 섬기는 김향로 이사장을 만
나면서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다.

김향로 이사장

인터뷰 : 김향로 장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2.8독립선언 기념식 때에 큰 감동을

봉사에 NO 없고 실천에 앞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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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헬렌 김 (한타지킴이시민연대 회장·1.5세)

한인 1.5세가 2세시대를 위한 교량역 맡아야

10년후의 한인사회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인 1.5세들이 1세와 2세의 교량 역할을 잘 맡아준

다면 한인커뮤니티는 10년, 20년후에도 자랑스럽게 잘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없이 2세의 시대가 

찾아 온다면 오늘과 같은 한인사회는 끝이 나게 될  것

입니다.”

한타지킴이시민연대 헬렌 김 회장은 지금은 한인 2세

들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한인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2세에게 역사교육, 문화교

육을 잘 해나가기를 바랬다. 그래야 미래한인사회는 좋

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쉬커뮤니티가 2018년 한인타운구획촉소 주

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3만1천표로 압승을 거

두는데 앞장을 섰던 지도자가 바로 헬렌 김 회장이다.  

현재 윌셔코리아타운주민회의 위원, LA한인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을 1.5세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헬렌 김 회장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민을 왔다. 그

리고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한국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

래서 한국어 구사는 물론 한국과 미국사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정도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년주년 역사를 2세들은 모

릅니다. 그리고 관심 밖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는 기

념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정답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역사교육, 뿌리교

육,정체성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인 2세들이 한국역사 및 한인 이민역사를 잘 배우는 

만큼 더욱 자랑스럽게 주류사회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한인교회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같은 역사관련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서 함께 

교육을 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세가 한인사회를 계승해 나가는 마지막 세대입니

다.”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후의 한인커뮤

니티를 설계해나가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교육가인 헬렌 김 회장은 교육을 

통한 봉사에 열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인역사를 보고 배울 한인박물관이 코리아타

운 안에 우뚝 설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다.

헬렌 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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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개무량합니다. 고향
이 바로 낙원동 95번지입
니다. 파고다공원 옆이 바
로 고향입니다. 만세를 부
르고 독립선언을 한 역사
적인 곳에서 자라고 배웠
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
터 유관순 열사를 존경했
습니다. 오늘 3.1운동100
주년을 미국에서 맞이하지만 그때 파고다의 만세소
리가 내 귀에 들리듯합니다.”

스카렛 엄 회장은 3.1운동과 여성의 역할을 높이 평
가했다. 그리고 임시정부100주년은 바로 대한민국

의 건국 뿌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오늘 독립운동가의 그 정신 그 마음이 로스앤젤레스에
서 활짝 꽃 피웠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거듭 강조했다.
한인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단체장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잘 해결해 나갈 때라는 것이다. 좋은 한인사
회, 좋은 단체를 만드는 것도 바로 독립운동의 완성
이라는 것이다.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분이 오늘 한국과 미국
에 꼭 필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을 열심히 시켜나갈 때라는 말도 잊
지를 않았다.

정체성을 찾아주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한국역사를 함께 가르쳐나가자고 말했다.

“몇년전에 천안을 다녀왔
습니다. 친할아버지 안창호 
목사가 세운 옛 교회를 보
기위해서 였습니다. 천안은 
바로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
동을 한 바로 그땅입니다.
할아버지 안창호 목사가 당
시 유관순 학생에게 서울에 
가면 위험하니까 고향에 있
으라고 했지만 유관순 학생은 서울로 떠났고, 이화학
당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큰 딸이 바로 유관순 학생과 같은 학교
에 다녔다.
결국 유관순 학생은 만세운동에 앞장섰고 3년간 옥

고를 치르다가 순국을 했다.      
안성주 장로의 가정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외할아버지가 바로 김호 독립유공자이다. 로스앤젤
레스에서 독립운동을 리드한 위대한 인물이다. 1919
년 3.1운동후 남가주 및 북가주에서 두달간 독립운
동 기금 1만달러를 모금했다.
“100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두 할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한 간절합니다.”
차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르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들이 철이 들고 역사를 배우려면 너무 늦는다
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강
조했다.
대전국립묘지에는 안성주 장로의 친할아버지인 안
창호 목사와 외할아버지인 김호 애국지사가 나란히 
잠들어 계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
한인사회에 대한 바램과 차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스카렛 엄 LA한인회 전 회장 안성주 독립유공자 후손

파고다 만세소리, 지금도 들려

여성독립운동을 높게 평가를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나란히 독립운동에 앞장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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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받으면서도 우리 조상들
은 독립운동을 한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목숨과 재
산을 모두 다 내놓았습니
다. 한국이 오늘 세계적으
로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독립운동의 정신, 나
라사랑정신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조익현 전 이사장은 말
했다.

경제적이 부흥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부강한 나라

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계속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남북한의 평
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100년전 독립운동의 결실
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몇마디 했다.

“단체끼리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차
세대,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분을 보여야 할 때입니
다. 소송을 하고 단체가 싸우는 것은 한국에 까지 나
쁜 인상을 줍니다.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을 망신시키
지 말야야 합니다.”

앞으로 손자, 소녀와 역사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3.1운동100주년 행사를 단체연합으로 개최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100년전 조국의 국권회
복을 위하여 전국이 동시 다
발적으로 평화적 시위를 통
해 민족의 자유독립을 선언
했습니다.  해외 많은 동포
들이 이에 호응하였던 3.1
운동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정신을 이어 가야 할 것입니
다.” 
평생을 흥사단 정신으로 살아온 정영조 전 위원장은 
독립운동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관계성을 가장 중시
한다.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 받을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하므로 인 류와 하늘에 대
한 의무를 수행한다.”
민족의 선각자요 스승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
을 되새겼다.
정영조 전 위원장은 100년이 지난 오늘의 경제는 비약
적인 경제 성장은 이루었으나 물질적 가치에만 치우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가까
히 지내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던 그 아름다운 전통
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대들은 허식 가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가?
-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바쳐 희생할 수 있는
가?
- 불의를 당하거나 목격했을때 용감히 저항 할 수 있
는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
한인사회에 대한 바램과 차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조익현 전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정영조 전 흥사단미주위원부 위원장

독립운동 한번도 쉰적이 없다

손자들과 역사이야기 하겠다

도산의 말씀을 오늘 되새긴다

나라 어려울 때 희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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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역사는 참으

로 위대합니다. 선배들께

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독립을 이

루어냈고, 오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

니까. 독립운동가의 투쟁

정신은 이제 끝난 것이 아

닙니다. 더 좋은 한국과 더 

좋은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할 때

입니다.”

더 좋은 한국사회와 한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

이 하나 있다고 김진형 창시자는 거듭 강조를 했다. 

준법정신을 꽃피워 나가야 우리에게 미래가 밝다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립니

다.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의 목소리와 주

장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옛 3.1정신을 오늘은 준법정신으로 다시 꽃피우자고 

설명했다.

김진형 창시자는 코리아타운을 만든 것은 바로 희생

정신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보다는 코리아타운을 먼

저 생각했고, 순수한 봉사로 태어난 것이 오늘의 코

리아타운이라고 감사해 했다.

다민족사회에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 차세대에게 좋

은 교육을 해나갈 때라는 것이다. 역사교육, 더불어 

사는 아량,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꿈 그리고 준법정신

이 뿌리 내릴 때 한인사회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고국을 잊지 말아야 할 때라

고 끝맺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맡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감회가 참으로 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대로 사죄

나 사과를 한번 하지 않으니 

그것이 안타갑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잘 못해온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이 드

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기천 한인커미셔너협회 회장은 "독립운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정부 요인들

은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고 그와같은 위대한 인

물들이 만든 역사가 오늘까지 100년동안 이어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들이 한국 및 미주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입

니다. 차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알아보았는데 바

로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6.25한국동란이나 

8.15광복절을 잘 모릅니다. 우리 차세대는 미래의 지

도자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한국역사를 알

고 역사의식이 높아야 미래 한민족의 시대가 활짝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역사교육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유대인들은 문화를 잘 지키고, 탈무드를 통

해서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세계에서 우

뚝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차세대를 위한 역사와 문화교육을 위한 책을 많

이 내자며 교육으로서만이 자랑스런 미래를 열어나가

자고 끝맺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
한인사회에 대한 바램과 차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김진형 코리아타운 및 코리안페스티벌 창시자 김기천 한인미정부커미셔너협회 회장

준법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으면

나라찾기운동은 한국의 정신

차세대 위한 역사책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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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세운동이 100주년
을 맞이하는 감회를 어떻
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
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
는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
스럽습니다. 단결과 애국
심으로 100주년 기념행사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
을 확신합니다.”

100년전의 만세 함성이 들려 오는 것 같다며 진재곤 
회장은 나라사랑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랬다.

지금은 한인1세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2세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차세대들이 자랑스런 한인
이민역사의 맥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세들은 유관순 역사를 모릅니다. 뒤늦었지만 3.1
만세의 독립운동 역사를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은 1세
들의 몫이 아닙니까.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감동
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
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3.1운동과 4.11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행
사를 단체연합으로 개최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크
다고 설명했다.

“차세대의 가장 큰 몫은 미국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
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류사회 진
출을 1세들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한인 1세는 좋
은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2세는 주류사회 진출의 자
랑스런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100주년 행사
에 동참을 한다니 참으로 
감회가 큽니다.

남가주는 독립운동의 1번
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합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한 
조남태 민주평통LA협의회 
상임고문은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찾는 정신을 
다시한번 실천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오늘은 애국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년전 그 당시를 회고하면 눈시울이 젖어옵니
다. 훌륭한 선배님들의 그 뜻을 이어가는 길은 바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남태 회장은 한인1세들의 100주년 행사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차세대, 1.5세, 2세들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을 잊지를 않았다.
 
“한인사회의 미래는 차세대에 달려있습니다. 3.1정
신을 계승하고 미국에서 더욱 자랑스런 한국계 미국
인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 우리 1세들이 차세대에게 조국사랑, 자랑스런 역
사를 잘 계승해나가도록 꾸준히 교육해나가야 합니
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하는 것이 자
랑스럽습니다”며 나라사랑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
한인사회에 대한 바램과 차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진재곤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협의회 회장 조남태 민주평통LA협의회 상임고문

100주년의 감격 어떻게 표현을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 돕자

연합행사로 개최 자랑스럽다

조국사랑의 마음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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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속에 우뚝선 자랑스러운 조국. 오늘이 있기

까지는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

리고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과거의 역사를 알려야할 의

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연합행사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이 애

국자들의 훌륭한 모습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만약 내

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나라를 찾기 위해 어떠한 고

통도 참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칠수 있었을까?  하고 

잠시나마 생각해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애국선열

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여성시대라 여성대통령도 나오고 많은 여성지

도자들이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100년전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 헌

신하면서 험난하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택한 용기가 대

단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한국문화 속에서 소

외당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

로 마음과 열정을 남성 못지않게 몸바치신 김 마리아, 

유관순 열사 등 모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넘치는 힘이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모두 바

친 여성운동가들의 희생정신

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

시 한번 되살려야 합니다. 새

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 

조국이 세계발전에 기여하고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

랍니다.

미주3.1여성동지회 주최의 24회 3.1절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한인 차세대들의 미

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쓴 글에 감동

받고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대해서 쓴 학생들의 글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끼며 글짓기를 통해서 한국의 역

사를 간접적으로 차세대들이 배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마다 3.1절글짓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뿌리교육을 차세대들에게 보급하는데 미주3.1

여성동지회가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성독립가들의 희생과 힘

기고 : 그레이스 송 (미주3.1여성동지회 부회장)

2월13일 미주3.1여성동지회 회원들
과 참석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 이벤트를 펼쳤다. 3.1여성동지
회는 오는 3월2일 3.1운동 재현 윌
셔가 퍼레이드에 대형태극기를 들고 
참가한다.

그레이스 송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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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3.1여성동지회, 제24회 3.1절 글짓기대회

영문과 한글 당선작 글 모음

미주 3·1여성동지회(회장 이연주)는 2월 2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

고 3·1절 글짓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아침부터 쏟아진 폭우에도 85명의 학생들이 글짓기 대

회에 참가했다.

◈ 3.1절기념 글짓기대회 시상식 ◈

주관 : 미주3.1여성동지회

일시 : 2019년 3월 9일(토) 오후 1시

장소 : LA 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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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as the 3.1 Movement in 1919 and why does the 
100th anniversary have a special meaning to you?

Jennie Kim
Immaculate Heart High School 11th Grade

As we approach one hundred years since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many can only wonder what 
this movement was about. On March 1st, 1919, when 
Korea was entering its ninth year of being under the 
rule of Japan, Korean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declared their independence from Japan. 
Koreans waved the flag of their country and chanted 
that Korea is no longer under Japanese rule. Japanese 
officials quickly suppressed the movement while tak-
ing the lives of those who fought against them. Al-
though the Koreans did not succeed in declaring their 
freedom from Japan that day, the March 1st Move-
ment will always be remembered for the bravery 
and courage of the Koreans who fought and died for 
the freedom of their country. March 1st will always 
be a reminder to all Koreans that those who died to 
save their country did not die for nothing. As we ap-
proach one hundred years since this day, Korea has 
grown significantly as a country that has one of the 
best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fastest internet 
speed. Technology has also advanced significantly 
during these past one hundred years as now there 
are numerous ways to spread news and communi-
cate. As we reach a hundred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March 1st Movement, I can spread the news of 
this one hundred year mark by writing letters, posting 
about it on social media, and starting a donating page 
to fund a statue in Koreatown.

To spread the news of this one hundred year mark, I 
would write a letter to my district’s local congress-
man, asking him to hold a public announcement 
about this historic day in Koreatown. The announce-
ment could be nationally televised so that people 
across America can hear about this movement and 
learn what it is about. Another thing that I would do is 
ask him to help Koreans organize a parade celebrat-
ing a hundred years since March 1st, 1919. The parade 
would be featured on the news so that many people 
can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his day. In this parade, I 
could play my buk with my band mates because I am 
a part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Play-

ing Korean instruments and 
music can spread awareness 
about the history of Korea to 
other people. Additionally, 
through my experience at 
the OK Friends 2018 Home-
coming Teens Camp last 
summer, I met so many Ko-
reans in Korea who all cam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 was so interesting 
to meet Koreans who speak a second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 became lifelong friends with Koreans 
from Russia, China, Indonesia, France, Spain, and Ko-
rea. Most importantly, I can send them messages en-
couraging them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move-
ment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is way, the news 
could spread beyond America and across the globe.

Another way of spreading this good news is through 
social media. Through all of my social media ac-
counts, including Instagram, Facebook ,and Snap-
chat, I would ask all of my followers to remember 
and celebrate this historic day. I can educate people 
who do not know what this movement is about. More 
and more young people could be informed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day. Additionally, since I am 
a JSR student reporter and editor for the Korea Daily, 
I can write an article about the origin of the March 
1st Movement so that it can be published in the lo-
cal newspaper. Through this, more and more people 
can become aware of this movement. Korean stu-
dents who were still not taught about this movement 
can become educated by reading my article about it. 
Writing about the movement through an article for 
the Korea Daily can help people in my community 
remember the Koreans who died for the freedom that 
we have today.

Lastly, I can spread the news about the one hundred 
year mark by creating a GoFundMe page for a statue 
of Dosan Ahn Chang Ho or Yoo Gwan Soon to be 

영어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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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무엇이며,
왜 너에게 100주년기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나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으 하나뿐인 생명을 
걸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모
습을 기리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을 지나
오면서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을 이루어온 우리 선
조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이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이곳 미국에서 매년 3.1절기념행사를 개최합
니다. 그행사를 하면서 한인들이 미국인 친구들에게 알
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주의 한인들이 한국의 드라마
나 노래에 관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인으로의 정체
성과 한국인의 자부심은 사라진이 오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말보
다는 영어를 잘해야한다며 자녀들을 다그치는 경우도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2세들은 3.1운동의 정

신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2살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한
국인은 당연히 한국말을 배우
라고 하셔서 한국학교도 다니
고 집에서도 부모는 한국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한글로 글짓기도 하고 한글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주제로한 Essay Contest를 통해서 많은 참가
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자주
적이고 평화적인 독립을 이루어오신 우리 한국인의 위
상이 미국사회에서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김 예 인
아케디아고등학교 11학년

built in the heart of Koreatown. If enough money is 
raised, the statue will forever be a significant mon-
ument of the movement in Koreatown. When most 
people hear Koreatown these days, they think of Ko-
rean BBQ, k-pop, and famous actors. However, with 
the building of this statue, Koreatown could become 
the historic site of a statue of a significant person 
who fought for Korea’s freedom. This way, when 
people hear Koreatown,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their mind could be this statue. Koreatown could be 
remembered by this statue. There could also be an 
engraved writing at the bottom of the statue, thanking 
the people who fought fo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Through this, when tourists come to Kro-
eatown, they can learn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ay how proud I am to 
be a Korean American. I honor the ones who fought 
for the country that my parents were born in. With-
out them, the people of Korea would not have the 
pride for their country that they have today. I think 
we can utilize this great advancement in technology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March 1st Movement. 
Many more people should know what this movement 
is about. More Koreans should celebrate this upcom-
ing March for the freedom of their country and re-
member the ones who died before us. Lastly, it is an 
honor to participate in this writing contest to share my 
ideas about how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one 
hundred year anniversary since March 1st, 1919.

한글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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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무엇이며,
왜 너에게 100주년기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온 한국인입니다. 미국
에서 생활한 시간이 긴 만큼 서양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
았습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는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
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
양문화에 젖어있는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더 깊이 살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흐믓합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려면 한국
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 8월22일 일본정부는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했습
니다.  당시 고종황제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에 눈이 멀었던 이완용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이름이 없이 살아야 했고 일본의 탄압적인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되찾고 싶어, 1919년 3월1일 33명의 지
도자들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목숨들을 잃
었고, 독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3.1절이 민족주의를 일으

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이후 한민족은 끝
내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1945년 8월15일 미국의 도움
을 받고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3.1운동 100주
년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그중 한가지 방법은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참
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 한국역사를 수록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3.1운동을 배우게 되겠지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을 보면 한국역사에 대한 내
용이 몇줄밖에 안됩니다. 미국사회는 한국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1절의 의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국안에 3.1절 동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 3.1독립운동을 알리는 책임과 
과제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해 린
크레센타 밸리고등학교 10학년

한글부문: 1등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뜻을 모아 일본의 지배에 항의하며 벌어진 독립
운동입니다.

3.1만세운동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유관순 선생님입
니다. 고적 16세의 어린 학생과 여학생에도 불구하고 나
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

하고 배웁니다.
유관순 선생님은 이화학당에 
다니던 중에 처음 3.1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유관순 선생님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 3.1운동을 
알렸습니다. 용기를 갖고 우

이 서 윤
The Science academy STEM Magnet  6학년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무엇이며,
왜 너에게 100주년기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한글부문: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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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1일 우리 조선은 일본의 지배에서 일어났습
니다.

2019년 3.1운동의 100주년의 해입니다. 100년의 세월속
에 한국은 산업의 발전, 스포츠와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
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에게 100주년 맞이는 특별합니
다. 3.1절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역사문화를 소중히 아끼
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결이 많았으면 좋
겠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대한항공의 건물이 섰습
니다. 다운타운의 가장 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의 자랑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면 대한항공의 그 높은 건물에 3.1운동 
100주년을 알리는 광고를 하면 어떻할까요.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더욱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사회에서도 3.1운동100주년에 큰 관심을 보
일 것입니다.

NBC와 같은 미국 TV방송국이 3.1절에 대한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들이 무척 자
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LACES에는 한국어반이 
있어서 한국 선생님이 중고등
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
르치고 있어요. AP Korean은 
없지만 SAT Korean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뜻깊은 해가 왔으니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1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3.1운동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방한소년단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가수들이 부르면 어떨까요. 그리
고 3.1운동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역사를 더 배우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화이팅.

장 은 서
LA Center for Enriched Studies (LACES) 8학년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무엇이며,
왜 너에게 100주년기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한글부문: 2등

리가 왜 만세운동에 나서야 하는 지를 알려나갔습니다.
밤세워 태극기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
다.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서울에 이어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일본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험한 고문을 받아도 나라를 잃는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
시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셨고, 19살에 돌아가셨
습니다.

유관순 같은 선생님 덕분에 마침내 한국에 1945년 독립
이 되었습니다.

매년 3월1일 오면 3.1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애국
심과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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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as the 3.1 Movement in 1919 and why does the 
100th anniversary have a special meaning to you?

Chelina Rhee
Immaculate Heart High School 12th grade

The March 1st Movement’s 100-year anniversary marks the 
gruesome horrors that ensued as Koreans declared their in-
dependence from their imperialists, the Japanese. It symbol-
izes the bravery, valiance, and courage required for the many 
Koreans that stood alongside their brothers and sisters for the 
sake of a better, liberated tomorrow. This movement was first 
sparked by US President Woodrow Wilson from his speech 
“Fourteen Points.” In his proclamation, Wilson emphasized 
self-determination: the ability for every nation to decide its 
own rights in a free land. Following the speech, some Kore-
an students residing in Tokyo decided to declare why Korea 
deserved to stand on its own, and why the people were not 
granted equality among the Japanese. Inspired by the mo-
mentum, thirty-three activists drafted a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manding that Korea be separated from its 
current oppressive regime. Koreans were not granted equality 
in job opportunities, education, and overall their well-being. 
In a cascade of events, approximately 2 million Koreans held 
hands in over 1,500 protests. By marching, these people put 
forth their lives, all for an opportunity for future generations 
to stop enduring the blatant terrors enforced by the Japanese. 
Many were killed, injured, and arrested; some were even ex-
iled. It is naturally our duty today, then, as descendents of 
our ancestors, to spread awareness of our important history. 
Although Korea did not gain its independence until decades 
later, this event was the first monumental step in declaring 
our rights. I am proud of the risks my ancestors took despite 
the outweighing chances of failure. As a Korean-American, it 
is now my honor to carry their burdens and continue to share 
their memorable stories.

Living in America my whole life, I was never able to learn 
about the March First Movement or thereafter how Korean 
Independence came to be. It was only a couple years ago 
that I learned some of the many happenings that occurred in 
my motherland some one-hundred years ago. I was shocked, 
to say the least, that my ancestors were part of such a grand 
movement. What appalled me more, however, was the lack 
of knowledge that others had regarding Korean history. More 
importantly, that the American education system had failed 
to document these events in our history books. I grew up for 
sixteen years without knowing about my own history, which 
I am ashamed to admit. However, I am glad that now I know 
and am able to talk about this issue with those around me. 
There is only one real way that we can spread awareness 
about the anniversary of the Samil Movement: through com-
munication.

Communication is the most fundamental step in sharing a 

story. Koreans have not failed to 
communicate our history with 
America, but America has failed 
to listen to us. Aside from pol-
itics and diplomatic relations, 
every country has the right to be 
heard. With the current political 
tensions between Japan and Ko-
rea, there is only constant bick-
ering about who is in the wrong. 
Although it is beyond frustrating 
to dispute that history cannot be 
falsified, we must keep fighting to prove why we are right. 
Many Koreans have accepted the ignorance of others in an 
attempt to divert attention from ourselves. We must develop 
a more active voice when engaging in discussions about our 
history. It is no longer the time to stand idly by and hope that 
the rest of the world will listen.

There is, luckily, an effective way to communicate our sto-
ry, which is through education in America, beginning with 
current students. We can encourage America to implement 
a new history curriculum that includes more about Korean 
history, not just one section in a chapter. Once students be-
come aware that Korean history is so much more than just the 
Korean War, this next generation has the ability and power 
to communicate the truth to the public. However, I believe 
that this is not enough.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a 
national holiday on the 1st of March to commemorate our 
brothers and sisters, America has no knowledge about this 
holiday and the significance of it. Teachers can use this day 
to explain to their students the history behind this movement. 
Students who feel strongly of their heritage or those who 
wish to spread awareness of this day can come together to 
let their peers know more about this event. It is not a fluke 
that children are the future; we truly have a responsibility to 
become more aware global citizens. We have the resources 
and power to transform, but it is up to us to take the chance.

Built on a nation of immense bravado, Korea's 3.1 movement 
is a true testimony of our ancestors’ desire for a better fu-
ture. Ignorance is not bliss in this instance; the constituents of 
America are responsible for becoming knowledgeable about 
Korean history in this melting pot of cultures. But it is even 
more so all our responsibilities as Korean-Americans to be 
willing to share how our ancestors prevailed in this move-
ment. We must not lose our voice.

영어부문: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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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유네스코유산등재재단” 남가주 임원 위촉

국회재단법인이 주최한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위보고 및 남가주 지부 임원 위촉식이 1월 21일 

LA 아로마 스포츠센터에 위치한 더원뱅큇홀에서 열렸다. 

이날 남가주 지부 상임고문 강부응 목사가 개회기도를 

한 뒤 재단이사장 겸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평화의 

메달을 증정했다. 

이어서 공동회장 소강석 목사(한국 새에덴교회 담임)

가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또 김완중 LA총영사, 로라 

전 한인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축하공연에서는 지윤자 우리가락선교회장, 소프라노 

강영옥이 공연을 벌였으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만

세삼창 이후 만찬을 나눴다.

대한민국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근현대사의 3대 민족, 민주, 평화운동이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폭

압적인 식민지 통치에 대한 민족의 저항으로 일어난 3.1운동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민족종교 등 종교를 초월하고,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

라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운동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나라 안팎에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3.1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마침내 

독립운동을 체계화, 조직화, 활성화 하는 힘찬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3.1운동 100주년을 1년여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등을 UN/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저력으로 종교, 정파, 지역,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남·북한 해외 각 33인의 공동대표단과 각 1,100명의 발기인으로 민족화합의 기구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2019년 3월 1

일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3.1만세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간을 창설하였습니다.

●

●

●

●

●

●

3.1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민족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는 남, 북, 학생, 노

동자,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8,700만 남,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발전시키는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3.1운동 문화유산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과 단체 및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기념재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역사적인 자료 및 사진이 전세계 

대학교에 배포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국회재단법인>

추진배경 및 목적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과 함께 해주십시오!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위보고 및 남가주 지부 임원 위촉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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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구 ‘한인 시의원 배출’캠페인 전개
LA한인회 6월 보궐선거 유권자 등록 / 후보단일화 성사시 당선 가능성 높아

오는 6월 실시되는 12지구 LA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LA 한인회는 2월 13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 
지역에서 또다른 한인 시의원 당선을 위해 유권자등록 캠
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A 시의회 12지구는 현직이던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지난해 말로 사임함에 따라 그렉 스미스 전 의원이 현재 
임시 시의원을 맡고 있으며, 오는 6월4일 보궐선거를 통
해 후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현재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존 이씨와 애니 조씨 등 18명이 출사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와 노스리지를 포함
하는 12지구의 경우 총 유권자는 16만8,000명으로 지난 
2015년 미치 잉글랜드 전 의원이 당선 당시 전체 유권자
의 8.0%에 해당하는 1만3,800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한인회는 해당 지역구내 한인 유권자수는 4,387명으로 
보궐선거 특성상 일반선거의 30~40%의 유권자만이 참
석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한인 유권자들이 결집할 경우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12지구 보궐선거에 2명의 한
인후보를 포함해 20여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예정”이라
며 “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지 않아 한인 
유권자들이 결집할 경우 또 다른 한인 시의원이 나올 가
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LA 한인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12지구 한인시의원 
배출을 위한 유권자등록 캠페인을 공식화하고 노스리지
와 밸리지역 일대에서 캠페인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
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존 이 전 보좌관과 애니 
조씨등 한인 후보들을 초청해 선거 공약 등을 들어보는 
‘커뮤니티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14일 한국일보)

LA 한인회 로라 전(왼쪽 두번째) 회장과 박종대 부이사장이 12지구 보궐선거에서 한인 시

의원 배출을 위한 유권자등록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구역축소 반대에 앞장선 LA한인회
이번에는 주류사회 정치력 신장에 앞장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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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올려주세요

배우 고아성이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서

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아성은 2월 27일 개봉을 앞둔 영화 '항거: 유관순 이

야기'에서 주연 유관순 역을 맡았다.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서대문 감옥 8호실 속 유관순과 여성들의 1

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부터 3.1절까지 국내외에

서 온라인(https://hoy.kr/yJsM)과 오프라인으로 유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첫 서

명자로 고아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고아성은 “3.1 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게 5등급 가운데 3등

급인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서훈)이라는 얘기를 듣

고 아주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첫 서명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부고 기사로 유관순 열사가 대서

특필되고, 뉴욕주에서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

로 채택하는 등 해외에서 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서훈 3등급으로 저평가돼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서 

교수는 말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서명지는 한데 모아 정부 부처에 전

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

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주연 배우 고아성

유관순 열사

주연배우 고아성과 박완주 국회의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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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한인회의 3.1운동100주년기념

3월3일 도산동상에서 마라톤 출발

뮤지컬 도산은 5시30분에 막 올라

한국 독립 운동의 시작인 3.1절을 알리는 플래시몹이 

2월 2일 오후 3시 30분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서 선보

였다.

인랜드한인회(회장 박학수) 3.1절 100주년기념행사

위원회(총 준비위원장 김동수)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

는 당초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우천으로 실내로 

장소를 변경했다. 

플래시몹에서는 ‘뮤지컬 도산 안창호’에 나오는 주

요 장면과 유관순 열사가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

는 장면을 연출해 지켜본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뮤지컬 도산 안창호는 3월 3일 오후 5시 30분 리버사

이드에 있는 로마린다대학 교회(11125 Campus St.)

에서 막을 연다. 예엔터테인먼트(단장 황호진)가 제작

하고 총 지휘는 클라라 김씨가 맡았다.

당일 오후 2시부터는 도산 동상 앞에서 출발하는 단

축 마라톤 대회(3.1마일)와 기념식이 각각 열린다. 단

축마라톤대회에는 황인상 부총영사가 1번으로 등록을 

신청했으며 각 지역 단체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참가

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300명에게 기념메달과 티셔츠

가 주어진다.

(LA중앙일보 2019년 2월7일자)

2월 2일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서 진행된 플래시몹에서 도산 안창호 역할을 맡은 단원이 대한독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플래시몹의 출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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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교계 ‘3.1절 100주년’ 연합예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와 OC 한인 기독교 

단체들이 공동으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갖

기로 했다.한인회 임원들과 기독교 단체 대표들은 1월 

31일 정오 부에나팍 조선옥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뜻

깊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새 한인회관에서 3

월1일(금) 오전 10시30분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했다.

김종대 한인회장은 “새 한인회관에서 뜻깊고 역사에 

남는 3.1절 기념 행사를 교계 단체들과 함께 가질 수 있

게 되었다”라며 “이번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OC 목사회의 김근수 회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

로 한인회관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식을 가지게 되어

서 너무나 기분좋다”라며 “교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3.1절 행사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의 권석대 총무는 “새 한인

회관에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 연합으로 3.1절 100주

년 행사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며 “독

립 유공자 가족들도 참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고 말했다.

OC 한인회는 3월1일 오전 10시30분 한인 기독교 단체

들과 합동으로 삼일절 기념 예배를 가진 후 11시에는 

기념식, 12시부터 삼일절을 재현하면서 샤핑몰을 행진

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김종대 한인회장, 김경자 이사장, 

이호우 OC기독교 협의회 회장, 김근수 OC 목사회 회

장, 이용훈 부회장, 민김 OC기독교 전도회 연합회 회

장, 윤우경 이사장, OC여성 목사회 이은향 회장, 박정

희 이사장, OC장로연합회 권석대 총무 등이 참석했다. 

(2019년 2월4일자 한국일보)

3월1일 새 한인회관서 기념예배 후 행진 참여

독립유공자 가족 초대

OC한인회와 기독교 단체는 합동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갖기로 했다. 한인회 임원들과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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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행진의 평화와 희망의 무궁화 만들다

LA 한인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위원장 진 최)는 2월 

12일(화) 오후 6시30분 '문화의 샘터' 무료 예술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김은진 작가가 강사로 나서 '페

이퍼 플라워 아트' 강좌로 진행된다. 또한 이 강좌에서 

3월2일 사용될 종이 무궁화도 함께 만들게 된다. 

진 최 한인회 위원장은 “100주년 3·1운동을 기념하

는 퍼레이드에서 무궁화로 채워진 대한민국 지도를 구

성한다”며 “강좌를 통해 페이퍼 플라워 아트도 배우

고 행사에 필요한 종이 무궁화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쓰일 무궁화는 사전

에 95% 정도는 미리 제작하고 당일 현장에서 축하행사

를 진행할때 무궁화를 붙여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한

반도 지도는 5가지 분홍색으로, 바다는 3종류 하늘색

으로 채워지게 된다. 사진은 잔디밭 광장에 기념행사 

연단이 세워지고 전체 작품 연단을 감싸는 형태의 배

경으로 설치된다. 

김은진 작가는 “거리의 버려진 광고지, 누군가의 인

생과 삶이 깃든 책과 신문지,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감

사의 카드, 상점 진열대의 받침 종이 등이 주변에 널려 

있다”며 “페이퍼 플라워 아트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 내는 예술을 배울 기회”라고 설명했다. 

페이퍼 플라워 아트는 종이를 자르고 물에 담그고 두

드리고 펴는, 섬세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거

친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탄생시키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다. 

김 작가는 “하루 만에 페이퍼 아트를 모두 배울 수는 

없지만 100주년 행사에 쓰일 무궁화를 만들면서 기본

기는 익히게 되고 적성에 맞는지도 알 수 있다”며 많

은 한인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제작할 무궁화는 1

송이에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궁화 만들기 캠페인은 한인회관에 설치된 작업

장은 물론, 동문회, 교회 봉사팀, 양로병원 등 곳곳에서 

진행된다. 한인회 측은 캠페인에 참가할 봉사자들의 연

락도 기다리고 있다.

(LA중앙일보 2019년 2월8일자)

▲2월 12일 한인회 문화의 샘터 강좌를 마련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진 최 한인회 부회장, 김은진 작가, 오은영 한인회 상임고문.

LA한인회 진최 퍼레이드 행사위원장



단결, 그리고 애국의 마음으로 103

오션사이드시, 3월1일 ‘유관순의 날’ 제정

샌디에고 카운티 북부 도시 중 한 곳인 오션사이드 시

에서 3월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고 결의문

을 체택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날을 지정한 오션사이

드 시는 선언문도 함께 선포됐다.

이 선언문에는 “1919년 3월1일 한국에서는 만세운

동이리고 지칭하는 독립운동이 평화롭게 펼쳐졌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은 체포되어 서

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재미동포

들은 평화스럽게 진행됐던 ‘독립만세운동’과 애국 

순교자의 상징인 유관순을 매년 3월1일을 기념하고 있

다, 그러므로 오션사이드 시장인 피터 웨이스는 전체 

시의회를 대표해 2019년 3월1일을 유관순의 날로 선언

한다”고 명시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3월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달 34대 한인회장으로 취

임한 백황기 회장의 강한 추진력과 끈끈한 인맥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션사이드 시와 백황기 회장의 우정은 강산도 변한다

는 세월을 10년을 넘고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다. 백 회장이 매해 오션사이드 피어 노천극장에서 

여는 ‘US 내셔널 태권도대회’는 약 3,500여명이 참

가할 정도로 한인 사회에서 단일 행사로는 가장 규모

가 큰 행사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백 회장은 적극 나서서 협력해주고 있어 짐우드 전 시

장은 물론 피터 와이스 현 시장과 시의원들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백 회장이 요청한 유관순의 

날 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백 회장은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 조국에 대한 자부심

을 갖고 3.1운동이 어떤 의미이며, 그 정신을 왜 이어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며 

“한인 사회 처음으로 발보아 파크에서 개최하는 삼일

절 기념식도, 그리고 오션사이드에서 제정한 유관순의 

날 제정도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혹시 시에서 일본 커뮤니티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을

지, 유관순 열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선조들의 뼈저린 설움을 이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간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백 회장은 오션사이드 시에서 제정한 유관순의 날 기념

행사를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1월30일 한국일보)

3.1운동 100주년 맞아 SD서 첫 기념일 지정

백황기 한인회장, 시 ‘평화적 독립운동’ 설득

오션사이드 시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기념해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록산나 핸

차드 오션사이드 태권도 자원봉사자협회장, 피터 웨이스 시장, 

백황기 한인회장, 이강선 한인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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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청소년들을 21세기형 독립운동가”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3.1 운동 100년을 계기로 

미주 한인 차세대를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대사로 양

성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재미동포 차세대 21세기 독립운동가’로 명

명했고, 미국 내 한국학교 1200여 개를 대표하는 ‘재

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오정선미)’와 공동으

로 추진한다.

반크는 이를 위해 최근 NAKS에 독립운동가 엽서 2000

세트(2만 8000장.사진)를 전달했다. 한인 청소년과 교

사들이 100년 전 민족의 독립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

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국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1세트에 14장으로 구성된 엽서는 김마리아(여성), 김

익주(멕시코), 임천택(쿠바), 베델(언론인), 윤동주(시

인) 11명의 독립운동가 소개와 독도를 홍보하는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NAKS는 이 엽서를 현재 개발 중인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와 함께 각 한국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반크는 오는 7월 중순 시애틀에서 열리는 NAKS 학술

대회 때 차세대 교육에 헌신한 교사를 대상으로 '반크 

교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학술대회에 주미대사관(대사 조윤제)이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에 기여한 고교생 장학생 14명을 선발해 

대사 명의의 장학금을 주면 반크는 이들 학생을 지도

한 교사를 격려한다는 것이다.

반크와 NAKS, 주미대사관은 지난해 7월 19일 시카고

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그 후속 프로그램

의 하나다.

NAKS는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에서 한국 바로 알리

기 기자를 한 명씩 선발해 미국 교과서, 세계지도 등에

서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다양한 프로

젝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뉴욕타임스에 유관순 열사가 소

개되는 등 미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초.중.고교 교과서에

는 한국의 역사가 왜곡돼 있으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

술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21세기 독립운동가’ 

양성 배경을 설명했다.

반크는 미국 역사 교사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한국 

소개 사이트(usa.prkorea.com)를 재미동포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크·재미한국학교협 함께 한국홍보대사 양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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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박사: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주도

도산 안창호: 임시정부 국무총리 서리를 맡다

이승만 박사: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하다

노백린 장군: 북가주에 비행학교를 세우다

송헌주 지사: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모금 앞장

김규식 박사: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 맡다

강혜원 지사: 대한여자애국단을 창단. 초대 단장

김호 유공자: 1919년에 1만달러를 모금하다

이대위 목사: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장 역임

“대한독립만세” 미국에서 꽃피우다

미주 독립유공자의 삶과 꿈

서재필

노백린

강혜원

안창호

송헌주

김 호

이승만

김규식

이대위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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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만세소식을 알다 

미주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은 1919년 3월9일.

원동 통신원 현순은 3월1일 상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대한인국민회 호놀룰

루 지방총회 앞으로 긴급히 전보를 쳤다.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삼천리 방방곳곳에서 일어났

다”는 소식이었다. 태평양을 건너서 9일만에 미국땅

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다.

1919년 3월1일에 현순이 보낸 전보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안창호

한인 3백만명 독립단은 예수교회 3천과 천도교회 5천

과 각 대학교와 모든 학교들과 각 단체들이 일어나 조

직했소. 독립단은 3월1일 하오 1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만세를 불렀소.  대표자는 손병희, 이상재, 길선주이요.

이승만 박사는 어디있소. 회신하시요.

상해 특별대표원 현순”

대한독립선언 전보를 받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도산 안창호는 임시의장 백일규와 3.1운동 후원방침을 

바로 결정했다. 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상해 특별대표

원 현순과 이승만, 정한경, 서재필, 북미, 멕시코 각지 

한인들에게 3.1만세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대한독

립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데 앞장을 섰다.

 3월13일 도산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 전체대표회에

서 “3.1운동을 계승하자”고 연설했고, 미주 동포들

에게 재정공급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리고 의

연금 모금에 관한 포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는 바로 호외를 발

행했다. 1919년 3월13일자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 실

렸다.

“오늘 우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이때에 우리 한국 

민족이 된자는 누구던지 전심

전력을 다하여 국민적 대운동

에 정성을 모아야 한다.  자나

깨나 우리의 3월1일이 미국

사람의 독립기념일과 같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되도록 

힘쓰고 분발하여라. 이때에 

힘쓰지 아니한 자는 곧 대한 

독립국 민족이 아니니, 사사

로운 이익만 생각지 말고 정신과 물질을 다할찌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신한민보는 1919년 3월20일부터 한국에서의 독립운동 

소식을 보다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1920년 7월까지 1

년이 넘게 격일간으로 발행했다.

 

무형의 정부 대한인국민회

 미주에서 독립운동은 대한인국민회가 1909년  창립

된 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왔다.  대한인국민회는 대

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한 후 1910년부터는 무형의 정부

(임시정부)임을 표방할 정도였다. 초기 민족지도자들

은 안창호, 백일규, 윤병구, 박용만 등 이다.  활동 영역

도 미주, 하와이, 멕시코, 원동, 러시아 등 국제적인 조

직을 갖추어 나갔다.

1910년 10월5일 신한민보 주필 최정익은 특별히 “대한

인의 자치기관”이란 논설을 썼다. 이때 처음으로 가정

부(假政府)임을 제창했다. 이는 바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가는 해외 임시정부로서의 위상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을 대표하여 공

법상에 허락한 가정부(假政府)의 자격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의 대기관을 두어 완전한 자치제도를 행하여 

나간다. 국민회의 의무금을 정하고 일체 회원을 병역의 

의무를 연령에 따라 담당한다.”

현 순 애국지사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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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나라없는 한인들에게 조국

의 정부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1913년에는 미국 정부

로부터 자치정부 대우까지 받을 정도로 정치적 역량을 

보여 나갔다. 1914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법

인단체 허가를 받았다.

3.1만세운동 계승을 결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새 독립운동의 시작이

라고 평가를 했다.

민족이 양심이 발동되어 일어난 위대한 독립운동을 미

국에서 계승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한인국민회 중앙

총회 안창호 총회장은 3월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체회의를 열고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해 나가기로 결

의했다.

대표들이 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한인국민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

한다.

- 중국과 미국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애국 특연금을 

모은다.

- 서재필을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여 필라델피아에 외교

통신부를 설치하고 매월 8백달러를 지원한다.

- 영문과 한문으로 독립운동 선전문을 만들어서 동포

에 배부한다.

- 한국 국기를 만들어서 배부한다.

-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동포사회의 인구조사를 실

시한다.

8천여 미주 초기 한인들이 한 결심 또한 비장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가슴 아픈 비애에 쌓여 있다가 

이제 큰 일을 했으니 이는 대한독립선언서이다. 이 소

식을 받고 기쁨과 슬픔에다 피가 끓으니 실로 마음을 다

스리기가 어렵다. 국내의 2천5백만 겨레와 함께 민족자

결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자. 수만의 죽엄이 쌓였다. 

잔악 무도한 참상을 이겨내고 조국 광복을 이루자. ”

 

도산 안창호 중국에 파견하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

산 안창호를 재미한인의 대표로 중국 상해로 파견했다.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는 1919년 3월13일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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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5일 미주를 출발한 도산은 호주 홍콩을 경

유하여 5월25일 상해에 도착했다.

도착 다음날 저녁, 상해한인교민회가 마련한 북경로 교

회당의 환영회 석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더라

도 여기 이 정부를 영광스런 정부로 만들어야 하겠소. 

세상에 조소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했다.

그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했다.  

임시정부 시정방침으로는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국채

발행, 인두세 징수, 군사에 노력할 것, 파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외교에 힘쓸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과정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재미교포들이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1922년 

4월까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각 지부에서 14만8천6

백53달러를 모금할 정도였다.

도산 안창호는 중국으로 떠날 때 대한인국민회가 모금

한 1만5천달러를 가지고 갔다.(일부에서는 2만5천달

러라고 말함.) 그리고 재미한인의 독립의연금으로 모

아진 이 돈으로 바로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는데 쓴 것이다.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다

 1919년 3월1일 한국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

을 선언한 후 국외 각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를 상해에서 설립했다. 40명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임

시의정원을 구성하고, 13장 57조로 된 헌법을 1919년 

4월11일 채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한 후 강령을 선포했다.

“국민이여 분발하라. 우리가 흘리는 피 한방울 피가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의 길이며 국권회복의 기초이

며 우리의 정의와 인도적 행사가 결국 일본의 야만을 

이겨낼 것이다. 대한인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분투할 것

이다.”

-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큰 뜻을 천명한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보창로 309호에 

소재한 이 청사는 도산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에서 모금한 

독립금 1만5천달러로 구입했다.(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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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1월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신년축하식 후에 함께 찍었다. 민족지도자 이승남, 안창호, 김구의 얼굴

이 보인다.

1920년 12월28일 상해교민단이 베푼 환영회에 참석한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중앙). 왼쪽부터 손정도, 이동영, 이시영, 

이동휘,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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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1919년 4월14 ~ 16일 열린 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한 대표단. 왼쪽 끝 태극기를 든 분이 민찬호 목사, 옆

은 정한경 박사, 한사람 건너 서재필 박사 그옆에 이승만 박사가 보인다.

-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조국의 독립을 주창한다.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

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남형우,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은 문창범이 맡았다. 1919년 4월 

미주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이 새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역사적

으로 수립된 후 필라델피아에서는 서재필 박사와 이승

만 박사, 정한경 박사, 민찬호 목사 등  초기이민사회 지

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서 4월14일부터 16일까지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다. 그 목적은 독립운동과 상해 대한민

국임시정부 출범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것이었다.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고발하기 위해서 였다. 한인자

유대회는 서재필 박사가 소집하고 미국의 경제, 교육, 

언론, 종교의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했다.

필라델피아결의안의 내용이다.

- 재미한인은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

한다.

- 미국과 유럽에 대한민국 외교사무소를 설치한다.

- 미국과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한

다.

1919년 4월16일 마지막 날에는 서재필 한인자유대회 

의장의 인솔로 40명이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행진을 했

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필라델피아 독립관에 

도착, 죠지 워싱턴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이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으

로 3일간의 대회를 모두 마쳤다.

1919년 4월25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신부를 설치

하고 서재필 박사를 고문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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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그리고 애국의 마음으로 111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내 미국 초대 대통령 죠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의자에 앉아 있는 이승만 박

사, 태극기를 든 분은 정한경 박사

참가자들이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시는 군악대를 지원, 행렬을 선도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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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

1919년 5월,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이승만 박사가 

설치했다.구미 각지의 외교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였

다. 1919년 3월 한국민족 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

린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김규식 박사가 8월22일 미국

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에 워싱턴DC의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하와이의 송헌주 독립운

동가와 이대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회장이 위원으

로 외교엄무를 담당했다. 미주 단체연합의 성격를 띄

었고 외교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출범을 

한 것이다.

1919년 9월에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공채표를 발행

했다.  독립운동의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 공채표 발행 액수는 5백만달러로 정한다.

- 공채표는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

러의 5가지로 발행한다.

- 공채표의 반환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승인한 후 한국 

재무장관이 지불한다.

프린스턴대학 동문으로 의형제를 맺은 김규식 박사(왼쪽)와 송헌주

1920년 3월 구미위원부 시절 이승만 박사(중앙)와 김규식, 송헌주 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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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3월1일 중가주 다뉴바에서 대한여자애국단 단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벌였다.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유관순 따라 미주 부인들이 나서다

 미주의 부인 단체들은 1919년 조국의 3.1만세운동이

후 단결을 이루고 조국 광복에 나섰다. 부인 단체들이 

유관순의 만세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합동선언문 내용이다.

“부녀 동포여, 국내 동포는 독립선언이래 독립과 자유

를 위하여 일어나서 앞선 자 쓸어지면 뒤에 있던 자 계

속하여 생명을 바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가. 

국내의 부녀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

이 부르는 것 같다.

눈물만으로 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미주 여성이 

독립운동의 한 몫을 담당하기로 한다.”

미주의 부인들은 합동결의안에 따라서 1919년 8월5일 

중가주 다뉴바에서 여성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여

자애국단을 창단했다. 이에 앞서 한인사회의 최고기관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창단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32조로 된 정관을 채택했다.

1. 조국독립운동을 위해 대한인국민회와 함께 나선다.

2. 가정의 비용을 절약하여 독립금을 낸다.

3. 일본 물건을 배척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4. 부녀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해 나간다.

대한여자애국단 사업은 조국 독립운동 후원으로 대한

민국 임시정부와 외교선전, 군사운동 등에 후원금을 지

속적으로 냈다. 지방적 사업으로는 자녀 국어교육과 교

회와 대한인국민회를 후원했다. 단의 재정은 연례금을 

매달 3달러씩 받아서 경상경비에 충당하였다. 사업경

비는 매회 그 사업에 대한 특별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이와같은 사업에 쓴 경비가 3만달러를 넘었다.  대한여

자애국단의 단원이 많을 때는 150명에 이르렀다.

초대 총부단장으로 강혜원을 선출했다. 대한여자애국

단 초대단장으로 취임한 강혜원은 1905년 어머니 황마

리아를 따라 하와이 이민선을 타고 호놀룰루에 도착했

다.  그리고 1913년 중가주 다뉴바로 이주, 포도농장에

서 일하면서 총부단장에 선출된 것이다. 일본 물건 배

척 및 국산 장려운동을 벌였고 상해임시정부에 애국금

을 보내는데 앞장을 섰다.



3.1 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114

1920년3월1일 3.1절 1주년 기념행사 후에 참석자 150명이 한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적십자 복장을 한 대한여자애국단 단원들. 앞줄 세번째는 창단을 도운 한승

곤 박사

2014년 3월1일 다뉴바에서 첫3.1절기념 행진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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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사가 세운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교인들이 1936년 3.1절 행사 후 대형 태극기를 걸고 사진을 찍었다.

대한인국민회의 정부 권한 일임

대한인국민회는 1911년 3월 해외 한인의 통일기관이

자 자치기관인 중앙총회를 설립했다. 중앙총회를 임시

정부로 조직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국시를 

통해 정치 법률로 조직을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최정익 중앙총회장은 정치적 식견이 있는 박용만을 신

한민보 주필로 초빙했다. 박용만 주필은 본격적으로 임

시정부 조직론을 전개했다.

1. 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은 마땅이 무형한 국가와 무형

의 정부 앞에 통합한다.

2. 완전한 헌법을 만들어 일반 한인이 법률상 공민이 

된다.

3. 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한다.

4. 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의 효력을갖게한다.

1912년 11월20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결성선포문

을 박용만 신한민보 주필은 다음과 같이 썼다.

“무형의 정부인 중앙총회가 미국식의 선진적인 민주

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민국가를 제시하며 해외한인들

이 자치제를바탕으로 단결할 것을 선언한다.”

3.1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마침

내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이제까지 대한인국민

회가 행사하던 권한과 역할을 망설임 없이 임시정부에 

일임하였다. 임시정부가 민적등록을 공포하고 재정 마

련과 독립운동 지원을 위한 인구등록을 실시하자, 북

미와 하와이 멕시코 동포의 인구조사와 등록사업에 착

수했다. 대한인국민회의 인구등록은 반드시 인구세를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두지않고 국민개병의 목표 아래 독

립전쟁에 참전할 군인양성을 위해 개개인을 국민으로 

파악하여 인구등록에 올렸음은 그 역사적 의의가 매

우 컸다.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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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구미위원부 위원장이 1919년 10월16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국민회 회관에서 시국강연을 

한 후 미주 지도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첫번째 줄 왼쪽부터 백일규, 윤병규, 김규식, 이대위, 정한경. 

둘째줄 왼쪽부터 홍언, 황사선, 임정구. 셋째줄 왼쪽부터 송종익, 최진하, 강영소.

미주의 3.1운동 이야기 및 화보

임시정부에 계속 재정지원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예산

은 모두 8만4천달러이다. 지금까지 매년 예산은 5천달

러였는데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 임시정부와 구미위

원부에 3만3천6백달러 그리고 외교선전비에 1만4천달

러를 지출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김호를 모금 특파원으로 임

명했고 1919년 3월27일부터 63일간 63개 지방을 다니

면서 1만달러의 독립의연금을 모았다. 357명 동포들이 

참여했다.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에는 11월까지 구

미위원부는 모두 7만1천달러를 모금했고 1만3천달러

를 임시정부에 보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벼농장을 하

는 한인 동포들이 풍작으로 1920년 애국금 4만2천9백

달러를 애국금으로 냈다.

1936년부터 1944년까지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1936년           총수입             5,890달러

1937년           총수입             9,480달러

1938년           총수입             7,970달러

1939년           총수입             8,467달러

1940년           총수입           11,304달러

1941년           총수입             2,873달러

1942년           총수입           40,000달러

1943년           총수입           11,278달러

1944년           총수입           27,086달러

이것은 북미의 많은 가족들이 수입의 한달분 이상을 조

국의 독립을 위하여 바쳤다는 것이다. 실로 재미동포

의 재정지원이 상해임시정부 설립에도 절대적인 공헌

을 한 것임을 다시한번 알 수 있다.

(민병용 :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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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임시정부”라는 저서 및 논평

박용만 : 신한민보 주필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것을 주창한다” 그리고 “해외 한인을 통일 결속시키기 위해서 헌

법을 제정한뒤 무형국가 또는 임시정부를 개편해야 한다” 신한민보 1911년 2월 (2003.6.9,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국학연구

원 편 서울 혜안) p.141

최정익 : 대한인국민회 초대 중앙총회장

중앙총회 결성선포식에서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 아직 국가자치는 의론할 여지가 없거니와 우리의 단체를 무형정부로 인정

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훈 : 국민대 강사, 국사학(1912년 11월 20일) P143

송헌주 :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 건축위원장

“대한인국민회는 우리 재미 한인 전체를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신한민보 1938년 4월23일

이대위 목사: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를 뜻하는 가정부였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

“대한인국민회는 한인의 공인기관으로 재미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공사나 사사를 물론하고 한인사회를 교섭할 것이다.” 

(1913년 7월2일 헤밋사건후 보내온 공문)

윤병석 교수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대한인국민회는 미주를 포함한 시베리아, 남북 만주 등 해외지역에서의 가정부로서 활동하여 해외한인의 권익 보호와 나

아가 국외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전단계의 민족독립운동의 최고 중추기관으로 해외에서 설립한 임시정부를 뜻하는 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1993.1.10, 서울 일조각) pp.348-349

홍선표 박사 : 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대한인국민회는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사실상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임시정부와 같은 존재였

다. 1909 ~ 1919년은 대한인국민회가 그리고 1919년 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가 자치정부였다.” 대한인국민회 100주년맞이 

학술세미나 2008년 7월25일 발표. pp.6-11

이선주 목사 : 이민역사저술가 · 언론인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또는 가정부)로 발족되었다. 임시정부로서의 대한인국민회를 상해 임시정부로 계승시켰다. 상

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였다.” 2009년 1월31일 대한인국민회 창립10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 「대한인국민회의 위상과 미주 한인사회의 과

제」 pp.1-3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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