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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상해, 한성 세 곳의 임시정부

도산 안창호가 하나로 통합을 이루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지도기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각지에

서 일어났다.

국내의 한성정부는 4월 23일,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는 3월 21일, 중국 상해의 임시정

부는 4월 11일 각각 수립되었다.

연해주, 상해, 한성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모

두 민족을 대표할 수 없었다. 세 곳의 임시정

부는 수립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

운동은 연해주측의 원세훈과 상해측의 안창

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여러차례 통합논의 

과정에서 마침내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

다고 하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룬 것은 1919년 

9월 11일이다.

임시정부는 헌법인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민주공화제 정부

로 수립되었다.

도산 안창호는 정부 통합에 절대적으로 기여

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중요한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노동국 총

판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직책을 가지면서 통

합을 추진했다. 이것이 도산 안창호의 가장 훌

륭한 점이다.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결하

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신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 

그는 우리 민족의 선각자요, 독립운동의 위대

한 지도자이며 혁명가이다. 정치가인 동시에 

교육자요, 청년지도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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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LA협의회 사무국
3660 Wilshire Blvd. #407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4-6919

“오늘은 통합의 정신을 꽃 피울 때”
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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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1919 ~ 2019) 

“독립운동의 완성은 통일한국이다”

100주년 공식 엠블럼 소개

◆ 연합기념식 개최의 뜻입니다 ◆

1.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 그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2. 한인 1세와 2세, 3세가 한자리에서 세대를 뛰여넘는 행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차세대에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전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4. 미국 주류사회 인사를 초청, 함께 행사를 함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주는 뜻

이 있습니다.

5. “독립운동의 완성은 통일한국이다.” 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엠블럼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숫자 100을 형상화하였고, 숫자 1상단의 불꽃

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태극 문양이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는 

모양은 모두가 손잡고 하나 되는 모습과 동시

에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지향함을 의미하고 태

극이 흩뿌려지는 모양은 하나로 뭉친 우리나라

의 에너지가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역동성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메인색상의 청색과 붉은색은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색상을 나타내며, 불꽃의 회색은 점진적으

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
대회장 권영신, 공동대회장 서영석, 공동대회장 로라 전, 

총괄준비위원장 에드워드 구, 공동총괄준비위원장 민병용 

고귀한 민족의 정신과 희망찬 내일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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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자연이 아름다운 이 계절,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늘 훌륭하십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평통LA협의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
적인 기념일을 맞으며 연합행사를 주최합니다.

남가주는 독립운동의 땅입니다.
미주 초기이민사회와 대한인국민회가 1919년 4월11일 상해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
부를 지원하며 26년간 함께 벌인 독립운동의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합니다.  

“독립운동의 완성은 바로 통일한국이다”라는 메세지를 가득 담고 
100년만에 한번 개최하는 뜻깊은 연합기념식입니다.  

한인사회 단결과 나라사랑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대회장
                        민주평통LA협의회            회  장   서영석· 공동대회장
                        LA한인회                          회  장  로라 전· 공동대회장

초청의 말씀

연합기념사업회 명단

대   회   장:    

공 동 대 회 장 :    

공 동 대 회 장 :      

상 임 고 문: 

총괄준비위원장 :  

공동총괄준비위원장 :  

고              문 : 

상 임 위 원: 

    

집 행 위 원 장 :   

공동집행위원장 :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서영석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로라 전 LA한인회 회장 

홍명기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회장

에드워드 구 민주평통LA협의회 수석부회장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쟌 김, 이창엽, 정찬용

김용식, 김전회, 김진국, 박성국, 박요한,

박종태, 양은경, 오규준, 윤재옥, 윤희성,

이강원, 이해언, 이형숙, 임규호, 정연옥,

조갑제, 홍정건

박상준

최형호

행 사 위 원 장 :  

공동행사위원장 :   

조 직 위 원 장 :

자 문 위 원 장 : 

재 무 위 원 장 : 

종 교 위 원 장 : 

차세대위원장 :  

행 사 위 원:

안내책자 편찬위원장 : 민병용

안내책자 공동편찬위원장 : 에드워드 구

안내책자 편찬위원 : 박상준, 클라라 원, 정은정

김익수, 윤효신

채기석, 이내운 

최한종

임종택

양학봉

장병우

남기욱

최창준, 김상동, 소병선, 이만희, 은호정, 이명은, 김

미라, 나병현, 이인규, 송유진 (이상 민주평통LA협

의회), 배국희, 이창수, 서경원, 박광우, 정종식, 클

라라 원 (이상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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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연합기념식 순서

●개회선언 ......................................................................... 사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 보첼리스티 어린이합창단

 미국국가 ......................................... 보첼리스티 어린이합창단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기도 ...................................................................... 송정명 목사
(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약사보고 ............................ 최형호 총무이사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국무총리 경축사 ......................................... 김완중 LA 총영사 대독

●환영사 ................................................................ 권영신 대회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대회사 .......................................................... 서영석 공동대회장
(민주평통 LA 협의회 회장)

●기념사 .......................................................... 로라 전 공동대회장
(LA 한인회 회장) 

●보첼리스티 어린이합창단 .........................................「고향의 봄」

●헌병전우회 의장대 입장

▲제1부 : 기념식

사회 : 박상준 집행위원장 

          (민주평통 LA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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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 테너 최원현「평화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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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축사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축사 ................................................................ 마크 김 판사
(독립유공자 송헌주 증외손자)

●독립운동 영상 상영

●특별초대 강연 ......................................................... 장태한 교수
(UC Riverside·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

●감사의 말씀 ....................................... 에드워드 구 총괄준비위원장
(민주평통 LA 협의회 수석부회장)

●문화행사 (시와 음악) 

시낭송  정찬열 시인 「윤동주 별 헤는 밤」

 국악   김원일 국악세계화협회 회장 「독립군행진가」 

 축가   테너 최원현 「O Sole Mio」

●참석자 소개 및 광고 ................................ 민병용 공동총괄준비위원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만세삼창 ................................................................ 박영남 목사
(광복회미국서남부지회 회장)

●기념촬영

▲제2부 : 만찬

●식사기도 ................................................................ 박일영  목사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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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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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0주년기념연합행사를 LA한인회와 50여단체와 한마음 한뜻으
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연합행사는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
어나가고 있는 민주평통LA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재정으로, 자원봉사로, 그리고 참여로 봉사하는 분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 
바로 이번 100주년기념사업입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단체장님을 섬기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리고 어려울 때마다 3.1정신을 되새기면서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특별
히 1세와 2세의 세대의 벽을 뛰여넘는 행사로 승화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
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미래 한인사회의 정신은 바로 뭉쳐서 하나
되고 나라사랑이 먼저라는 3.1정신에서 찾자는 것이 통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짐했습니다.

차세대 역사교육에 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립운동이 오늘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00년후 미래 한인사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
가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권영신

대회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 영 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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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회장 대회사

서 영 석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

남가주 애국 동포여러분!

“1919년(기미년)  4월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 역사적인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민주평통 LA협의회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남가주 한인동포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숨걸고 잃어버린 조국을 찾아야겠다고 외쳤던 독립운동가들, 기미년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중국 상해에 모인 애국자들은  조국광복에 구심점이 
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성에서 기의(起義 )한지 삼십유여일( 三十有餘日)에 임시헌장을 제정
한다”고 밝히며 4월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후 수많은 피와 땀과 노력으로 조국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회생과 공헌덕에  상해에 임시정부 공관을 구입하고 운영했습니다. 
독립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세계만방의 국제대회에 요인을 파견하고 
연합군과의 연합작전 등 조국독립을 위한 탁월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
본패망과 함께 찾아온 조국광복과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밑바탕
이 되었습니다.

조국독립의 요충지이자 한민족의 구심점이 되었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우리는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100년전 그때의 자주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정표를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런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날
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과거 100년을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
며 또 다른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4.11 임정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과 참석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영석

공동대회장
민주평통 LA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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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회장 기념사

로라 전
LA한인회 회장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후손들께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3월 1일은 온겨레가 한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이 있은지 100주

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각국 해외동포사회에서

도 애국선조들의 나라사랑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

최하고 있습니다.

LA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2.8동경독립선언 100주년을 시작으로 3월1일 3.1

절과 4 월 11 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모두 100 주년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해

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에 대해 관련 기록이나 자료등

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

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지난 100 년

전 목숨까지 내던지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수백만 우리 애국선조들이 산화하

며 태운 고귀한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시절 애국선조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했던 자유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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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등 다

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100 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그분들의 헌

신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고라는 말로 다 전

하지 못할 그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

니다.

로라 전

공동대회장
LA 한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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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
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
평통 로스앤젤레스협의회가 주최하는 연합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영전
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미주 지
역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백미대왕(白米大王) 김종림을 비롯
한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들은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노
백린 장군은 윌로우스에 한인비행사양성소 (Korean Aviation Corp)를 세우
고 임시정부의 비행군단을 창설하여 공군 장교를 육성했습니다. 대한인국민
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며 광복의 날까지 임시정부 독립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뉴바에서는 3·1독립선언 1주년을 기념하며 대규
모 한인 시가행진이 처음 열렸습니다. 짧은 기념사에서 다 열거하지 못할 정
도로 많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
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회 상원에서 ‘3·1독립 운동 100
주년기념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독립운동 역
사에 대한 평가이자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성과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한
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동포들이 펼친 독립운
동의 힘으로 1945년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독
립된 터전에서 지난 10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수준 높은 민주화를 이루
어 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평화와 독립을 위하여 분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
시정부와 독립선열들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가 보장 되는 ‘하나’의 독립된 
조국이지, ‘둘’로 분단된 조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열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일을 향한 새로운 100년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반도를 통일의 터전
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식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 자리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
사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 덕 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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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LA에서 열리는「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의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

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권영신 이사장님, 민주평통LA협의회 서영석 회

장님,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

복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의 갖은 만행과 탄압,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

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부응하여 미주 독립운동의 1번지인 이곳 LA

에서 ‘대한인국민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당시 미주 전

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독립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며 

대한독립운동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으며,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

한민국 국위를 선양해주고 계신 우리 한인사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100년, 대한민국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미래세대의 비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참

석하신 많은 한인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번영

의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미주 한인 자손들은 물론 세계 한인 후손들이 대한독립 역사와 뿌리를 

기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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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개최를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이번 기념식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권영신 이사장님’과 ‘민주평통 LA협의회 서영석 회장님’, 그
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근대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대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 애국선열들은 일제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
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타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며 피
와 땀으로 독립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애국선열들
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오직 민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
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리
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 개최를 축하드
리며,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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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관영 입니다. 멀리 조국 한국에서 인사 올립니다.

먼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위대한 한국인의 역사를 곱씹고, 창대한 한국인의 비전을 공유하
는 한바탕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곳 한국은 봄의 전령들의 소리 없는 탄성으로 가득합니다. 100년 전 이 
봄도 찬란했으리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꽃나무 아래에서 
쓰러져간 생명들, 피의 함성이 가득했을 그날의 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칼과 총으로 결국 꺾을 수 없었던 우리 겨레의 결의와 함성이 한반도를 넘
어 멀리 중국의 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를 발판으로 미국까지 울려 퍼졌
습니다. 도미하여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내고, 재미 한국인의 오늘의 위
상에 기틀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아
니하고 조국 독립을 지원해 오신 이민 1세대들의 공을 기억합시다. 존경합
니다.
역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이가 있고, 그 역사를 기초
로 미래를 도모하는 후대가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공은 미
래세대 모두가 기억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시고, 후대
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오시는 기념재단에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
립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한반도에 깃든 평화와 민주주의의 씨앗이 
21세기 작금의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으로 만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의 미래
세대가 이어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역사에 밀알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성료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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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독립운동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남가주 땅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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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선생이 직접 오렌지를 따시던 리버사이드에서는 도산 안창호 창작뮤

지컬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100년전으로 돌아가서 1919

년 이전과 이후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도산 선생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4월11일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초기 임시정부의 큰 지도자로 민주공화국 정부의 초석

을 놓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5세나 2세 들에게 자랑스런 독립운동 역사를 잘 교육하는 일에 모두가 힘

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연합해서 한마음

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뜻 또한 참으로 훌륭합니다. 

연합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운동 및 임시정부100주년을 맞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홍명기

상임고문
미주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홍 명 기
미주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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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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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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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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구
총괄준비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난 역사를 뒤돌아 봅니다.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한번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도 특별히 이곳 저희 사는 곳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초기 한인

교회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과 후원으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고 기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범동포가 함께 단합하

여 한마음으로 자랑스런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평통LA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제가 총괄준비위원장으로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주한인 이민역사 가운데, 지난 100년을 이은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위대

한 민족정신과 문화유산이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들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며 계속 발전된 모습이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위해 기금으로, 봉사로, 재능기부로 순서와  준비로 참여

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회장님을 비롯 모

든 준비위원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드워드 구

민주평통LA 협의회 수석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장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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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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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심하여 ”

“평화의 마음을 품고 통일로”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여는 대화와 회복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평화와 통일보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그 평화
와 통일이 먼저되야 할탠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백년전 3.1 운동이 전국적에서 일어날 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종교를 넘어 
같이 둘러 앉아 마음을 모았던 선배들의 유산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먼저 인정하며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나눌수 있게 되기
를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와  제1차 미주원탁회의 추진위원장을 맞
아 일해오며 대화와 논의를 거부하고 차단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1919년 4월11일은 임시정부 탄생일입니다. 자기 의견과 모두 의견을 내며 
필요하면 합리적인 쓴소리를 던지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옛 민족지도
자의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입니다. 대화를 끈고, 비방과 타박, 서로를 부정만
하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입니까.”

다양한 연령과 종교, 각계각층이 100주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
했던 독립운동가의 유지를.  남가주에서 그 뿌리,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통일로 가는 길을 다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노백린, 박용만, 김규식 등 미주 민족지도자들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
령, 내무총장 안창호는  3 곳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뭉치자"를 외
쳐봅니다.

이병만 회장

미주한인재단LA 회장
전 제1회 미주원탁회의 추진위원장

이 병 만
미주한인재단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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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남 목사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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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 주
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역사적인 3.1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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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연합으로 개최하는 의미는 참으로 큽

니다. 그리고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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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으며 동포사회가 

한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00년의 선조들을 기리고 애

국정신, 나라사랑의 마음을 꽃 피워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

입니다.

이연주

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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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민 상 호
흥사단 L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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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호

흥사단 L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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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봉 남
LA 통일교육협의회 회장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으며 조국 광복을 위해 목

숨을 받치신 순국선열께 머리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독립유공자와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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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3.1운동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 암흑의 시대

속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

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전쟁의 분단과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

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쓰러진 경제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재

건하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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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

을 놓은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임시정부 수립의 위대한 정신이 

오늘 통일한국을 이루는 혼과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봉남

LA 통일교육협의회 회장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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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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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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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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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GARCETTI 
Ma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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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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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lph Ahn, Ahn Pil Young
Dosan Ahn Chang Ho's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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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의 달 4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도산 안창호 선정

임시정부 100주년 한국 기념식에 참석하는 애국지사 후손 초청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안창호
(1878.11.9.~1938.3.10.) 선생을 2019년 4월의 독립운
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905년 4월에는 동지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목표로 삼
는 미주 한인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하였다.

공립협회는 1909년에는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1910
년에는 대동보국회와 통합되어 1910년 5월 10일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였다. 같
은 시기 선생은 조국 독립을 추구한 국내 비밀결사인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913년 5월 13일, 8도 대
표를 선정해 동맹수련단체로서 흥사단이 출범하였다.

1919년 3·1운동 소식이 미국에 전달되자 3월 13일에 
대한인국민회는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선생은 ‘3.1운동을 계승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민족자결주의의 공포, 그리
고 파리평화회의 개최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민족의 
실력을 보여준 3.1운동이 훨씬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선포하였다.  3·1운동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
립이라는 결실을 맺자 선생은 1919년 5월 25일에 상하
이에 도착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
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해방 후 1973년에 정부는 선생 탄신 95주년을 맞이하
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도산공원을 조성하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힌 선생의 유해와 그의 아내 이혜련의 유
해를 이장하여 도산공원 묘지에 합장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하였다.

김완중 LA총영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떠나는 독립유공자 후

손을 위해 오찬을 베풀었다. 지난 3월29일 총영사 관저 

초청에는 도산 안창호의 3남 Ralph Ahn부부와 웨슬리 

안, 그리고 노백린 장군의 손녀 노영덕, 한시대와 박영

숙 독립유공자 부부의 손녀, 임성실 여성 독립유공자

의 가족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재외 독립유공

자 후손(10개국 97명)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기념식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 김완중 총영사의 초청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을 함께 했다.

2019년 4월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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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배기호 (배동석 열사의 친손자, 가주약사회 자문위원장, 수필가)

달빛에 물들어버린 의학도의 독립운동사

2019년 3월은 독립에 대한 민족적 열망이 일시에 분출된 달인 것 

같다. 그 이유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영혼들의 울림이 우리 곁

에 머물러 있는 까닭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가장 크

게 기록될 사건중의 하나인 3.1 독립만세운동이 올해로 100주년

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울림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지도 모른다. 

1919년 3월1일에 시작한 서울(당시 경성) 탑골공원에서의 독립선

언서 낭독은 만세운동으로 번져, 민족적으로 전개되었던 저항운동

의 시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누

군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필자는 3.1운동이라는 역사의 과정 속에

서 큰 일을 하셨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달빛 아래 신화가 

되어 가는 한 인물을 다시금 조명하고 싶은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이글을 쓰게 되었다.

경남 김해의 연지공원에 조성된 3.1운동 기념관. 그 한쪽 편, 지사

라는 이름 위에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는 인물, 배동석 열

사가 바로 필자가 재조명하려는 인물이다.  

김해교회를 설립하여(1894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김해 합성학

교를 설립해(1907년) 교육운동으로 애국에 힘을 썼던 배성두 장로

(1840년~1922년)의 장남으로 태어난 배동석 열사(1891년~1924

년)는 1919년 당시 세브란스 의전(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 학생으로서 3.1만세운동의 학생대표로 활동했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당시 탑골공원에서 학생대표로 직접 낭독되었던 기

미독립선언서를 처가가 있는 경남의 함안 칠북면으로 가져옴으로

써, 그곳의 연개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1919년 3월 9일)과 김

해 만세운동(1919년 3월 30일)의 주역이 된 인물이다. 그가 가지고 

온 만세운동의 불씨는 함안을 시작으로 불타올랐고 결국 그 불길

은 김해, 마산, 부산 등의 경남 도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1906년 대구 개성학교 재학 중에는 일제에 의해 배일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3개월 간 복역을 했을 정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열망

을 일찍부터 품고 있던 그는 퇴학을 조건으로 출소하여 서울의 경

신학교에 입학해 1910년 졸업을 했다. 그리고 그때 독립선언문 대

표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1889년~1981년)을 만나 <대한광복회

>의 일원이 되어 활동영역을 만주로 넓히게 된다. 이갑성과의 인

연은 경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동창이었을 뿐 아니라 세브란스 

의전에서는 이갑성은 사무관으로, 배동석은 학생으로서 인연을 이

어가게 된다. 후일 필자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무관과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는지 이갑성이 ‘배동석

은 내 지시를 받던 사이었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독립운동이

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지로서 상하의 관계에 연연해서가 

아닌 그 만큼 친분이 깊었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 배동석 열사

필자는 조부 배동석의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당시 중국 만주 활동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중경과 상

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으나 김좌진장군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

고는 자료수집에는 실패했다. 임시정부 수립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주에서 상해를 거쳐 주요 요인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

나 얼마를 전달했는지는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배

동석의 부인, 필자의 조모 김복남(혜림)으로부터 그 독립운동 자금

은 배동석의 장인 김세민(천석군이라고 들음)으로부터 나온 돈이

라고 들었을 뿐이다. 

만주에서 경성으로 돌아온 후, 배동석은 이갑성 등과 함께 주로 자

신의 하숙방에 모여 3.1 만세운동을 모의하고 학생대표로 참여를 

해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대표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만세운

동 인파를 경성역(현 서울역)과 동대문, 서대문 쪽으로 분산시키며 

시위를 진두지휘했다.  

고향으로 내려간 배동석은 1919년 3월 30일 김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민족대표 33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성으로 압송됐다. 결국 1920년 4월, 10년형을 선고 받고 서

대문 형무소에 투옥, 유관순 열사와 함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어릴

때 부터 배동석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해 어린 나이

에 국모에 대한 잔인한 일본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졌으며 1909

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관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아 자신도 독립운

동에 가담하기로 굳게 마음을 가졌다. 

기록에 의하면 3.1 운동 재판 당시 배동석은 같이 체포됐던 김성

국, 김동혁과 함께 1심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불온한 전단물(기미

독립선언서)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는다. 당시 만

세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많은 학생들은 보통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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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배동석에게 내려진 1년

이라는 형량을 보면 일제는 배동석의 역할을 중

하게 인식했던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2심에서 그

는 일제의 부당한 재판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과

정에서 의자를 들어 판사에게 던져 판사의 머리에

서 피까지 흘리게 한다. 대노한 일제 법정은 그에

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하

고 ‘악질분자’로 분류해 관리를 한 것이다. (재

판기록물보관) 

1891년생인 배동석 열사보다 12년 어린 나이의 

유관순 열사에게 가해진 고문만 보더라도 잔혹하

고 비인간적인 폭행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성인 남

성에게 가한 일제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으리라

는 생각이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 운동가들에게 자

행된 일제의 고문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혹한 잔악무도함의 극

치였다. 그런 가운데 유관순과 배동석은 재판정에서의 항거로 심

죄까지 추가되어 형량은 더 늘어났고 요인물로 ‘특별관리’를 

받았으니 더욱 끔찍한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다. 그 결과 손, 발톱

은 물론 두 눈까지 빠지게 되었고 면회 당시 그 모습을 본 조모 김

복남 여사는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다고 전한다. 얼마나 고문이 가

혹했는지 배동석 열사가 혀를 깨물어 자살을 기도한 것만도 수 차

례라고 했다.

결국 모진 수감 생활 끝에 결핵까지 걸린 열사를 세브란스 의전 시

절 배동석 열사의 친구 및 교수였던 스코필드 박사(1889년~1970

년)와 세브란스 의전의 에비슨(1860년~1956년) 학장이 힘을 써 병

보석을 시킨다. 스코필드 박사는 선교사였던 동시에 수의과, 병리

학교수였다. 그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제의 

만행을 중지하라고 호소하는 등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여러 활동

을 해 3·1운동의 제34인으로 불리기도 했고 독립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국을 위해 힘썼다. 그랬던 스코필드 박사가 1964

년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날은 봄비가 내려서 배웅을 나갔던 필

자는 그날의 김포공항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더욱이 필자를 

보고 박사는 조부를 많이 닮았다고 하며 조부 배동석이 많이 그립

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올랐다. 제중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제

중원을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키고 세브란스 의

전의 학장으로 재직중이던 에비슨 역시 배동석을 학생으로서 많이 

아껴서 만년필(박경숙저서 약방집 예배당 참조)을 선물하기도 했

다. 또한 스코필드 박사와 배동석은 세브란스 의전에서 사제지간

을 넘어 친구지간, 독립투사로서 큰 우애를 쌓았고 병보석을 위해 

에비슨 학장과 함께 일본 총독부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했

다. 결국 병보석을 시킨 스코필드 박사와 에비슨 학장은 세브란스 

의전 내에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 병동을 설치해 배동석 열사를 치

료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출소 3개월 후 고향

인 김해에서 그 뜨거웠던 삶을 마감하게 된다. 

1945년, 광복 후 환국한 이승만 박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배동석

을 찾는 구인방송을 송출했고, 이를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 전해들

은 배동석 열사의 큰 아들 배대위, 작은 아들 배유위는 당시 이 박

사의 거주지였던 이화장을 찾아 그곳에서 이갑성, 박순천, 이승만 

박사를 만난다. 그 자리에서 이 박사는 배동석 열사의 치열했던 독

립운동 활동을 치하하며, 그 아들들을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

다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의 치하와는 별개

로 역사는 굴절되어 순리대로 흐르지 못했다. 그

렇게 뒤틀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6.25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직후 열린 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초

청된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의 가난하고 남루한 옷

차림을 보게 된 필자는 당시 어린 마음에도 참담

함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전쟁의 참화가 지난 뒤

라고는 하지만 독립유공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

폐해져, 혼란했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

으면서도 역사를 등지고 치부한 친일파와 그 후손

들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정작 부

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어린 필자

가 느껴야 했던 당시의 부끄러웠던, 남루한 차림

에 대한 기억은 우리 유가족들이 생각을 달리 하게 된 계기가 되기

도 했다.‘우리가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선대가 

했던, 나라를 찾겠다

는 그 위대한 업적들

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이 

생겼던 것이다. 

할머니는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는 

할아버지에게“생활

비에 보태쓰게 조금

만 주시면 안 되겠어

요?”라고 얘기했다

가‘어찌 국민의 혈

루를 가져다 쓸 생각

을 할 수 있겠소, 할아

버지한테 엄청 호통

만 들으셨단 말도 자

주 하셨다고 한다. 할

머니가 그 얘기를 자

주 하셨던 데는 전술

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의 생활이 비

참할 정도로 어려웠

음을 짐작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눈물을 감추시려는 듯 

올려다 본 하늘처럼 텅 빈 푸념으로 마무리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호야,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데이.”하시면 철없던 나

는“할매, 죽은 사람이 우예 말하노?”하고 마냥 철없이 대꾸했

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짧은 말 속에는 사실 깊은 뜻이 담겨있

었다는 것을 안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도둑질, 강도질로 복역

을 하고 나와서는‘나는 독립 운동가였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본 후였다. 너무 많은‘자칭’독립유공자들이 

있었고, 그 만큼 많은‘자칭’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있었다.  

등에 업은 어린 손자에게만 간신히 털어 놓을 수 있었던 할머니

의‘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애절한 절규를 생각할 때마다 필

자의 가슴속에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 후세에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되살아났던 것이다. 

배기호 약사 집안의 독립운동 이야기

를 쓴 소설

배동석 열사 친손자 배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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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용현 (민주평통LA협의회 상임고문, 통일민주연대 상임대표)

100년을 화두로 삼기 위해서는 …

100년 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고 다

가 올 10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에 강제 합방 당

한지 100년이 되었다고, 그 당시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돌아보자고 비분강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또다른 100년의 의미를 새긴다. 100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다.

언젠가 중국은 미국의 군함이 서해상

에서 군사훈련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지

금은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니…  두번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쇠퇴의 길을 걸었던 중국인

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을 

물리치고 자기네가 다시 한반도를 지

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굴욕을 되풀이 말자는 맹약은 우

리가 먼저 했어야 한다.1884년, 조선

은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으로 국내 혼란이 극에 달

해 있었다. 개화파인 김옥균이 일본의 힘을 믿고 갑신

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의 간섭으로 정변은 실패했

고 이때 개화파는 청에 구걸하는 것은 사대주의라고 공

격을 했고 수구파는 일본의 힘에 의지하려는 생각은 매

국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그 10년 뒤인 1894년, 외세에만 끌려 다녔던 조

정의 잘못으로 우리의 영토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

쟁을 불러오게 된다. 불행하게도 이 청일전쟁을 거치

는 동안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했으며 끝내는 

주권마저 잃게 되었다. 외세가 닥쳐올 때 지도자는 어

떻게 해야 하는가…  굴복만 할 것인가, 때로 맞서기라

도 해야 되는 건가

인조(仁祖)가 청나라 군사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린‘남한산성’을 읽다보면 눈물이 난다. 

엄동설한에 47일간이나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가 결국

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어 세 번이나 절을 했던 우리

의 불쌍한 임금이다. 병자호란 이후 한반도는 청나라에 

거의 종속화 되고 만다.

좋은 의미가 있는데도 우리가 사용하

는 것을 기피하는 단어가 있다. 자주(自

主) 라는 말도 그중의 하나다.‘스스로 

주인이 된다.’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우리가 떠나온 한국은 5천년 유구한 역

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끊이지 

않은 외세의 침략 속에 ‘종살이’의 

아픈 역사가 많았지 우리가 제대로 주

인 행세를 하며 산 것은 햇수를 손으로 

꼽을 정도다.

그때는 수구파와 개화파로 갈라섰지

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앞두고 진보

와 보수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수 냉전세력들은 일본과 미국의 냉전세력들과 연대

해 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는 그 과거를 반복하고야 만다’고 했다.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이제는 ‘100년 

전의 한반도가 아니라’고 떨치고 일어 날 것인가? 다

가올 100년을 말하자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

주의식(自主意識)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하고 있지만 결단과 책임은 우리가 져

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한다.

김용현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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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밀정에 나온 독립운동가의 친조카 김태영 회장 인터뷰

약산 김원봉 조선의열단 단장 기념관 세우다

영화 밀정에 나오는 약산 김원봉. 한국의 대표적인 독
립운동가이다.

그는 일본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다는 의열
단을 1919년 11월 길림성에서 창단했다. 김원봉 조선
의열단 단장은 3.1운동이 비폭력이라는데 크게 실망을 
했다. 무장투쟁만이 대한의 독립을 쟁취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 7가지와 파
괴할 다섯가지 독립투쟁의 방략까지 내놓았다. 죽어야 
할 대상으로는 ① 조선총독 이하 고관  ② 군부 수뇌  ③ 
대만 총독  ④ 매국적 인물  ⑤ 친일파 거두 등을 공개
했다.

광복후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국에서 맡은 독립운
동의 직함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장, 조선민
족혁명당 당수, 조선의용대 총대장,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 등 무력과 
무장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약산 김원봉 단장의 고향 밀양에서는 지난 3월7일 조선
의열단 김원봉 단장 의열기념관 개관식이 뜻깊게 거행
되었다.  김원봉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사업가 김태영 회장의 집념과 공헌으로 문을 열게 된 것
이다. 개관식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김원봉 단장의 막내 
여동생인 김학봉 여사가 참석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바로 김태영 회장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김원봉 장군은 
바로 김 회장의 숙부가 된다.

김태영 회장은 김원봉 조선의열단 단장이 빨리 독립유
공자로 추서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중국에서의 독립
운동을 미주 동포들이 정말 많이 도왔지요. 독립기금을 
낸 그분들께 고맙고 오래 오래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
이 앞섭니다.”그리고“차세대와 함께 독립운동의 역
사를 알고 두번다시 우리 민족에게 자주와 평등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회장은 의류업과 무역으로 성공한 비지니스맨
이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이번에 

김원봉 조선의열단 단장

김태영 회장

김원봉기념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을 냈다. 기념관 운영 
및 관리는 밀양시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다. 개관이후 
한국 의열독립투쟁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발길이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 밀양을 21살에 떠나서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의 무
장독립투쟁을 재조명하는 「김원봉 평전」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다. (인터뷰 민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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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회장 차만재 박사 인터뷰

"상해 임시정부에 1만3천달러 보냈다"

“1919년 3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중가주지역 독립운동가 77명이 모두 1만3천2백달러의 

독립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곳이지요. 임시정부에 돈을 보낸 77명의 명단

을 다뉴바의 옛 한인교회 자리에 세워진 사적비에 3년

전 이미 새겨놓았습니다.”

칼스테이트 프레스노대학 정치학 교

수인 차만재 박사는 2002년부터 중가

주 리들리 다뉴바지역에서 초기이민사

와 독립운동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현재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회장을 맡

고 있다. 그리고 저술, 역사 영상제작, 

대한인여자애국단 기념행사를 주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1일에는 3.1운동

100주년기념행진을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의 협조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만 비가 오는 바

람에 실내에서 기념식으로 대체해서 거행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중가주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과일농사와 노

동에 종사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을 선 땅이다. 김호, 

김형순 위대한 두 애국지사가 설립한 김브라더스상회

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

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당시부

터 재정지원을 광복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곳으로 

다뉴바 리들리는 유명하다.

이승만 박사가 3.1운동 후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

재가 된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더욱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특별히 중가주지역에서 과일농장을 하던 이순기 독

립운동가는 미국 국회에 상해에서 설립한 대한민국임

시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영문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러나 미국 국무부는 필랜드, 아이리쉬, 

아프리카 국가 등 이민자들이 미국내

에 세운 임시정부의 승인 요청이 많아

서 못해주겠다고 통보해 왔지요.”

미국내에 있던 식민지 국가들이 임시

정부를 세우고 국무성에 계속해서 정

부 승인을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차

만재 박사는 설명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100주년기념의 

뜻은 바로 한인 차세대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은지의 뿌리의식을 찾고 한국

인의 정체성이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세

대가 자기개발에 더욱 나서고, 공동체의식으로 타민족

과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중가

주 독립운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차만재 박사는 앞으

로는 차세대가 1세들이 해오던 역사연구의 과업을 맡

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만재 박사가 리들리에 세운 독립문과 10명 독립유공

자 공적비는 이제 이름난 관광 코스가 되었다.

(인터뷰 민병용)

차만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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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효신 (행사위원장·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임시정부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겼으면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정부의 탄생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당시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압제로

부터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끝없는 투쟁

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서는 비폭력 무저항의 3.1 독립만세운

동이 일어났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세계 열강들에

게 조국의 자주독립을 호소하는 일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독립

운동 이후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자랑스런 정부입

니다.  전신인 신한청년당의 활동을 이

어받아 국내외 비밀조직을 확대해 가

면서 주로 외교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비록 국제법상 정

상적인 정부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지만, 외교활동에 전

념했던 것은 세계 열강의 도움없이는 우리 민족이 일본

의 압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때

문입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제국주의가 국제정세의 주류를 이

루고 있던 시대입니다. 민족자결의 원칙이 조국 대한민

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에는 먼 현실이었습니다. 그러

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간외교를 통해 조국 광복의 

앞날을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100년전 민족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기울였던 그 헌신과 열정의 민간 외교적 활동이 이제는 

해외동포인 우리들을 통해 조국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민간 외교적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어도 국제정세는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영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

평통LA협의회, 그리고 많은 한인단체

가 연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 또

한 큽니다.

행사의 메시지 또한 "독립운동의 완성

은 통일한국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시대에 꼭 필요한 명제(命題)입니

다.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나라는 사

랑하면 그만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은 

빨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끈 민

족지도자들의 외교적 활동을 한 정신이 해외 한인 차

세대들에게도 올곧이 이어져서 한민족이 세계 인류

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또다른 

100년을 책임지는 우리 미주 한인동포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효신 행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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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창수 (흥사단 OC 지부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

리버사이드에서 초연「뮤지컬 도산」을 보고

지난  3월3일 로마린다대학 교회에서 공연한‘뮤지컬 

도산(島山)’은 많은 감동을 남겼다. 

인랜드한인회가 준비한 3.1절 100주년기념행사로 피

날레를 뜻깊게 장식했다. 이번 뮤지컬은 리버사이드 카

운티와 홍명기 회장의 후원으로 성사된 시청각 종합예

술이었다. 

도산 안창호의 트레이드 마크인 어깨에 망태를 맨 모습

은 리버사이드 귤 농장에서 일하던 당시를 재현한 것이

었다. 도산은 "귤 하나를 따더라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서 하라"고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셨다. 

미 대륙에서의 초기 이민이 시작된 곳

이 바로 리버사이드 귤 농장이다. 당시 

리버사이드 지역은 1930년대에 서리

가 내려 폐농을 할 때까지 미국에서 개

인소득이 가장 높고 가장 잘 살던 지역

이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계약이 

끝난 후, 한인들이 미 본토에서의 일터

를 찾아 모인 곳이다. 

도산이 초기에 가족을 맡기고 독립운

동에 전력할 다할 수 있게 해준 전진기

지이기도 했다. 하루일당이 2달러 정

도였지만 일자리가 많았다. 도산의 리더십으로 조선인

들의 위상을 올려놓았기에 가능했다. 

3월10일은 도산 안창호 81주기 기일이었다. 이날에 앞

서 뮤지컬로 도산의 일대기를 공연한 것은 뜻 깊은 일이

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뛰어난 인물이 많지만 오늘날

까지 도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도산 안창호의 미국 체류기간은 12년 정도 밖에 안된

다. 가족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지 못하던 상

황도 있었다. 늦은 나이에 교육자가 되려고 미국 유학

의 길을 택했지만, 그의 앞에는 당장 동포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었다. 또 무너져가

는 조국을 찾는 일도 급선무였다. 결국 스스로가 교육

자는 되지 못했지만 점진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했고, 

평생 흥사단 운동을 펼쳐 더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인적자원 외에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무엇으로 짧은 기간에 부강해

지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올바른 

교육의 힘이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친일파를 운운하

며, 과거 속에 갇혀있는 것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지탄

받고 있는 적잖은 인물들이 일제치하에서 학교를 세워 

후진양성에 힘썼다. 

도산도 일찍이“독립된 후에도 진정한 

독립국이 되려면 독립된 나라를 제대

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며, 흥사단 운동을 통해 인

물을 규합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불확

실성의 시대에 선견지명을 가진 선조

들로 인해 건국의 토대를 쌓고, 지속적

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했기에 오늘

날 과실을 딸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주 독립운동은 리버사이드에서 시

작되었다. 역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끊임없이 다듬고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우리 

한인들, 서울의 강남구청에 경의를 표한다. 앵콜 공연

이 미 전역으로 확대돼 나갔으면 한다. 이 공연을 통해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우리들의 자긍심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도산은 미화 2만5천달러를 들고 

상해로 가 임시정부를 도왔다. 그 시대에 짧은 시간에 

어디서 그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항상 궁금했

다. 최근에 멕시코 선조들의 손에 의해 이 돈이 마련되

었다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에네켄 농장에서 극

한의 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이민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에, 대단히 늦었지만 대신 사죄와 감사를 드리고 싶

다.

이 창 수
흥사단 OC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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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라철삼 (언론인)

3·1운동, 미주동포들의 눈물겨운 지원

100년 전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얼마나 많은 한

인들이 참여했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죽임

을 당하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당

했을까?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직접 만세 운동에 

참가한 한인들이 106만명,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 4

만5천명, 구속된 사람이 4만7천명으로 되어있다.  총

독부 자료이니 물론 실제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더구나 구속된 사람 가운데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으

며 또 고문으로 감옥을 나온 뒤 평생

을 불구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도 많았다. 

3·1운동을 추진했던 33인은 하와이

에서 통역과 목회자로 5년 동안 살아

왔던 현순을 미리 상해로 보냈고, 그

는 그곳에서 영어로 된 3·1운동 내용

을 세계 각국에 보내는 일을 맡아 했

다. 현순은 그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의 대한인국민회에 이 사실을 보고 했다. 3·1운동 소

식을 전해들은 당시의 미주 동포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1902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로 들어온 초기 한인들은 조선 말 대

한제국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

비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 합병돼 내 나라를 잃은 것이

다. 귀국하지도 못한 채 분통이 터져 울부짖어온 그들

에게 3·1운동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대한인국민회는 지체 없이 전체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독립운동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결의 사항을 마련하

는 등 빠른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때부터 초기 한인들

은 3·1 독립선언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

를 지원하는 독립자금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들은 식

구 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인두세를 비롯한 월 연금, 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처럼 냈다.

한일합병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아메리카의 

초기 한인들은 무려 250만달러(재미 한인 50년사를 저

술한 김원용은 300만달러 주장)라는 거액을 독립자금

으로 바친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20배를 적용하면 무려 5

천만달러라는 거액이 된다. 초기 한인

들은 3·1운동이 일어난 뒤 매년 3월 1

일에 기념식을 하고 각종 행사를 가졌

다. 현순은 자녀들이 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하와이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보다 

큰 행사가 하나 있다. 이 행사는 라와

이 해변에서 거행하는 삼일절 독립기

념일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삼일절을 

경축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

일을 경축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 사람들은 이날 태

극기를 흔들고 연설을 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부녀자들

은 한복으로 정장하고 남자들은 넥타이로 멋있게 정장

하며 젊은이들은 새 바지를 입고 어린 아이들은 구두

를 신었다.”그들은 이어 달리기와 배구 등 각종 스포

츠 행사를 하였다.

일본제국이 3·1운동의 잔재를 깡그리 없애버린 상황

에서, 그 정신을 기리면서 이어 나온 것은 바로 미주의 

초기 한인들이었다.  초기의 미주 한인사회가 3·1절

을 기리지 않고 그리고 그를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 보

내지 않았다면, 3·1정신은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라철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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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클라라 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전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회장)

차세대들에게 계승하는 우리의 이민역사 교육

역사를 만드는 일은 기록으로 보존되는 것이며, 그것

을 차세대들에게 바르게 알려 계승시켜 나가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이 해엔 우리

의 이민역사를 돌이켜  보며, 역사속에 숭고히 잠든 애

국자들의 정신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국자들의 숭

고한 정신을 정체성 교육의 일한으로  계

승시켜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1세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1세대가 70대 후반이라고 가정한

다면, 50대 후반이 이민 1세대와 2세

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활이 되어 

올바른 역사와 민족관을 전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맡은 50대 후반이 다시 차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배우

고 교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애국 정신은 한국인으로

서 뿌리교육으로 실현될 뿐 아니라 길이 이어질 것입

니다.  

이민역사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민

족교육은 필수교육이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

두가 앞장서서 노력할때 한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문화는 후세에 길이 보존되

고 계승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에는 

숭고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고스란

히 살아 보존되고 있는 독립운동사적지

들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 있습니

다. 누구든지 역사의식에 조금만 관

심을 갖는다면 이곳들을 돌아보며  독

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과 리더십을 

배우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포사회의 리더들이  앞장서고  부모와 교사가 견인역

활을  수행해 나가는 역사교육을  꿈꾸면서 필자는 견

인자의 길에  오늘도 무궁화를 심겠습니다.

클라라 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



"독립운동의 완성은 통일한국이다" 41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두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느낌
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품었고 또한편으로는 책임의식에 
더해서 죄책감마저 컸습니다. 독립운동에 나선 위대한 선배들의 희생과 공헌
을 오래 기억해야한다는 것이 첫째였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와 대한
민국이 있다는 감사와 고마움이 다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분단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가를 생각할 때는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먼저 임시정부와 미주한인사회와의 독립운동 역사는 위대했습니다.
1. 미주 최고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는 1945년 광복의 날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기금을 보냈습니다.
2.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노백린, 박용만, 김규식 등 미주 민족지도자들이 임
    시정부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대통령, 내무총장 안
    창호는 3곳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3. 워싱턴DC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속하는 구미위원부를 세우고, 외교를 통
     한 독립운동을 국제적으로 펴나갔습니다.
4.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하에 군무총장 노백린은 백미대왕 김종림과 함께 북
    가주 윌로우스비행학교를 세우고 공군이 될 한인 젊은이를 교육했습니다.
5.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요청으로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열투쟁 기금을 미
    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지원했습니다.
6. 2차대전 때 남가주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에 침투하기 위해 미국 전략정보
    국(OSS) 첩보요원훈련에 참가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 미주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계속해서 펴나가야 합니다.
둘째 잊혀져가는 애국지사 후손 찾기와 정부의 훈장 전달사업이 잘 이루어져
야 합니다.
셋째 미주 독립운동 연구가 더욱 책임있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인 차세대에게 자랑스런 한국역사와 문화를 잘 가르칠 때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민족의 후예를 잘 키우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병용 

공동총괄준비위원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부이사장

민 병 용
공동총괄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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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범동포연합기념식 (3월 1일) ◈

3.1운동 범동포연합기념식에 참석한 단체장 및 주요 인사들

기념사를 하는 김동국 명예대회장 축사를 하는 도산 안창호의 3남 Ralph Ahn

애국지사상을 받은 송헌주 독립유공자의 외손자 김동국 회장(오른쪽에서 세번

째)과 독립유공자 현순 목사의 손자 더글라스 현(오른쪽에서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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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범동포연합기념식 (3월 1일) ◈

연합기념식의 사회를 보는 스티브 강과 낸시 윤

테너 최원현이 뮤지컬 도산 안창호의 주제곡을 부르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LA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범동포연합기념식 후 참석자들이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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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 묘지 참배·우정의 종 타종식 (3월 1일) ◈

김동국 명예대회장과 마크 김 판사, 김완중 총영사, 권영신 이사장, 박영남 광복회 회

장이 3월1일 아침 9시30분 로즈데일 애국지사 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3월1일 오후 2시 민병용 집행위원장, 구태훈 영사 등이 우

정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김준배 미주예총회장이 우정의 종 타종식 후 한국에서 온 공

연팀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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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감동을 준 연합음악회 (3월 1일) ◈

카후앵가 학생들이 3.1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화여고 합창단은 유관순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범동포연합음악회가 3월1일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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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도산에 감동의 박수 (3월 3일) ◈

뮤지컬 도산의 로스앤젤레스 첫 공연이 3월9일 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열렸다. 독립운동의 선구자 도산 

안창호의 삶과 꿈을 30여 출연자가 2시간 동안 펼쳐 보였다.

뮤지컬 도산 공연후 출연자 모두가 한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날 1백50명 관객이 큰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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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가의 만세행진과 태극기 퍼포먼스 (3월 9일)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월9일 LA 윌셔가에서 처음으로 만세행진을 벌였다. 이날 한인 3백여명은 대형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미주 3.1여성동지회, 이화여고동창회 회원들은 흰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100년전의 3.1만세를 재현했다.

윌셔가 만세행진에 참가한 주요 인사 및 단체장들.

진 최 한인회 부회장과 무용단원들이 퍼레이드 시작전 태극기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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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가의 만세행진과 무대 공연 (3월 9일) ◈

윌셔와 옥스포드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부채춤을 추고 있다.

랄프 안 부부가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이 행진을 하고 있다. PAVA 단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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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황 이룬 민주평통 청소년음악제 (3월 9일) ◈

3월9일 한인차세대를 위한 3.1운동 100주년기념 청소년음악제가 끝난후 출연자들과 주최를 한 민주평통 임원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

다. 이날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청소년음악제에는 1천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음악제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복을 입은 보첼리스티 어린이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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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사진전시회와 연합행사 준비 모임 ◈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이 LA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사진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단이 3월26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를 위한 

모임 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

중경 임시정부를 떠나기 전의 애국지사들(1945년 11

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평통LA협의회
는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
했다.

3월5일 JJ Grand Hotel에서 첫 모임을 갖고 대
회장에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
장, 공동대회장에 서영석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을 추대했다.  그리고 로라 전 LA한인회

장이 함께 공동대회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기념식은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민주
평통LA협의회가  예산 등 모든 책임을 갖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총괄준비위원장은 에
드워드 구 민주평통LA협희회 수석부회장, 공
동총괄준비위원장은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기
념재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두 단체는 3
월13일, 3월21일, 3월26일, 4월2일 등 모두 5
차례 준비 모임을 가졌다. 

연합기념식 준비를 위해 모두 5차례 회의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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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월26일 한인사회 인사를 초청, 3.1절기념 선포식 행사를 주재했다.

유관순의 날·임시정부 100주년 축하 선포식
LA시 및 카운티, 연방 하원, 가주 상하원에서 결의안 통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미국 연방하원 및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

회가 기념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하

원은 최석호 의원의 발의로 유관순의 날을 2월28일 선포했다.

오렌지카운티 3.1절 기념 결의안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월26일 3.1운동 및 대한

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결의안을 선포했다.

미셀 박 스틸 수퍼바이저회 부위원장은“1919년 3월1일 일제

에 항거하는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돼 수천명이 사망하고 이를 

계기로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뜻깊은 역사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오렌지카

운티 수퍼바이저회가 결의문 선포문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주하원 유관순의 날 기념 결의안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월28일 유관순의 날 기념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최석호 하원의원(공화·68지구)은 새런 퀴크 실바 

하원의원(민주)과 함께“3.1운동 100주년 축하 및 유관순의 날 

지정 결의안(ACR 35)”을 발의 통과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3월14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운동100주년 기념결의

안(SR-23)을 채택했다.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과 리

처드 판(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 통과된 것이다.

미 연방의회의 3.1절 기념 결의안

그레이스 맹(뉴욕,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2월28일 한국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H. Res 164)을 발의했다. 

중국계인 맹 의원은 한인 남편을 두고 있으며 연방의회내 대표

적인 친한파 인사로 꼽힌다.

이 발의안에는 연방의회내 유일한 한인의원인 앤디 김 (뉴저

지)을 비롯 빌 파스크렐(뉴저지), 길 시스네로스(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매사츠세츠)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3.1운동은 1918년 우드로 윌슨 미 대총령의 민족자

결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오늘날 한국을 글로발 

리더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 낸 기

초”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승만, 김규식, 안창호, 서재필 등 미주 독립운동가

를 소개했다.

리버사이드 시장 3.1절 기념 선포

도산 안창호가 초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은 파차파캠프가 자리

잡은 리버사이드시 윌리엄 베일리 시장이 2월27일 3.1운동 100

주년을 기념하여 3.1정신의 날(Sam-il Spirit Day)을 선포했다.

베일리 시장은 선언서에서“3.1민중봉기는 일제 강점하 한국 

민중의 최초 저항이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

독했고,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는 순국했

다.”고 설명했다.

LA시·카운티 3.1절 기념 결의안

LA시의회는 2월22일 3.1운동 100주년기념 선포식을 가졌다. 

헤브 웨슨 시의회 의장과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했고, 로라 

전 LA한인회 회장, 권영신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김

완중 LA총영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LA카운티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는 4월9일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 단체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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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 역사 이야기
미주에서 독립기금 지원에 앞장서다

온 민족이 참여하여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

의 독립을 주창한 3.1만세운동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

의 탄생이었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

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 시

대적인 부름이었다.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

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큰 사명이 있

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과 4월 사이 국내외 각지

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

해주고 있다.

 

1919년 3월2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

의회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발표했다. 4월11

일에는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지도자들이 모여

서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4월23일

에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성정부를 발표

했다. 모두 3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들

사진으로 보는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1923년 사용한 태극기. 애국지사 김붕준의 부인 노영재가 직접 바느질

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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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상해임시정부

은 6개월이 지난  9월11일 도산 안창호의 노력으로 세 

곳 임시정부를 통합,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

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단절되었

던 민족사를 계승하고,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임시정

부로서 광복을 맞이하는 날까지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오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것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와 미주 한인사회와의 독립운동

은 절대적인 관계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11

년 미주의 임시정부임을 표방하고 최고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성립 기념식후 도산 안창호가 1919년 10월11일 국무위원과 

함께 찍었다.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청,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信書)·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進)하여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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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임시정부 각료 명단

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맡아왔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

가 수립된 이후 모든 권한과 역할을 망설임없이 임시정

부에 일임했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19년 3월15일 전

체회의를 열고 도산 안창호 총회장을 재미 한인대표로 

중국 상해로 파견을 결정했다. 1919년 4월5일 도산은 

호주 홍콩을 경유, 5월25일 상해에 도착했다. 도산 안

창호는 중국으로 떠날 때 대한인국민회가 모금한 2만

5천달러를 갖고 갔다. 재미한인의 독립의연금으로 모

아진 이 기금이 바로 상해의 프랑스 조계 보강리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첫 청사를 전세로 마련하는데 사용

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초기에 독립운동 자금 지원은 

바로 대한인국민회가 맡았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재정결산서 제1」에 따르면 

1918년 11월24일부터 1919년 12월15일까지 총 88,013

사진으로 보는 상해임시정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 내각
1919년 3월21일 발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제6차 임시의정원 내각
1919년 9월11일 발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각
1919년 4월11일 발표

한성 임시정부 조각
1919년 4월23일 발표

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효
국무총리       이승만
탁지촌장       윤현진
군무총장       이동휘
내무총장       안창호
산업총장       남형우
참모총장       유동열
강화대사       김규식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재무총장       이시영
군무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외무총장       박용만
교통총장       문창범
참모총장       유동열
노동총판       안창호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차장 신익희)
외무총장       김규식 (차장 현순)
재무총장       최재형 (차장 이춘숙)
법무총장       이시영 (차장 남형우)
군무총장       이동휘 (차장 조성환)
교통총장       문창범 (차장 선우혁)
국무원비서장        조소앙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외무부 총장        박용만
내무부 총장        이동녕
군무부 총장        노백린
재무부 총장        이시영
법무부 총장        신규식
학무부 총장        김규식
교통부 총장        문창범
노동국 총장        안창호
참모부 총장        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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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1월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축하 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김구, 손정도, 신규식, 이동녕, 이동휘, 이시영, 

안창호의 얼굴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상해임시정부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정결산서 제

2」에 따르면 1919년 12월16일부터 1920년 7월1일가

지 총 26,873달러를 모금했다.  명목은 대표의연금 , 독

립의연금, 이십일례, 애국금, 공채금, 인구세 등이다. 

이 가운데 인두세 성격의 인구세와 애국헌금 성격의 애

국금은 임시정부의 재정 충당금이고, 남어지는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가 독자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는 별도로 하와이 지방총회

도 3.1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운동비를 거두었다. 신한

민보(1919년 12월26일자)에 발표된 재정보고에 따르

면 1918년 11월24일부터 1920년 7월1일까지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와 지방총회에서 모금한 재정수입 총

액은 149,920달러였다. 이 가운데 임시정부로 지원된 

금액은 46,454달러로 전체 모금액 중 약 30%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미주 동포들이 지원한 

자금으로 한인애국단원 이봉창 의사를 동경으로 보내

서 일본 천황의 행차에 폭탄을 던지도록 지원했다.  또

한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수류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 등을 직사시키는 거사에

도 기금을 미주에서 지원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대

외정책은 바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었다. 임시정부

의 외교활동 대상 국가로는 중국이 중요한 나라였다.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양해와  협조를 얻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손문이 광동에서 호법정

부를 수립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외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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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는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했다.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재정지원으로 윤봉길, 이봉창 거사를 실행

에 옮기도록 했다.

박희성의 비행조종사 자격증, 그는 임시정부의 공군 소위로 임

명을 받았다.

사진으로 보는 상해임시정부

장인 신규식이 승인을 얻어냈다.

임시정부는 미국을 위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외교를 전

개했다. 이승만은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권한으로 

1919년 8월25일 임시정부 행정정령 제2호를 발표하고 

구미주차한국위원부(이하 구미위원부로 약함)를 워싱

턴DC에 설치했다. 구미위원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정

부차원의 공식외교사무를 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기존의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와 파리통신부 그리고 

1920년에 세워진 런던 한국사무소 조직을 흡수하여 편

성된 것이다. 구미위원부는 무엇보다도 미주지역에 대

한 재정권 관할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여기서 거둔 재

정을 각 통신부의 선전외교활동과 임시정부의 지원금

으로 사용했다. 구미위원부는 초대위원장인 김규식을 

시작으로 현순, 서재필 등이 위원장을 맡았다.

세번째로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은 백미대왕 김종

림의 지원으로 1920년 2월 북가주 윌로우스에서 비행

사 양성소를 설립했다. 한인 비행사를 훈련하여 대한민

국 공군을 창설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천황궁을 

폭격하는 목표까지 세웠다. 이 학교에서는 미국인 교관 

브라이언트와 한인 교관 이용선, 오임하 등 7명과 30명

의 학생으로 국제비행사를 훈련시켰다. 졸업생 중 김

자중은 만주 장작림의 항공대에서 활약하였고, 박희성

과 이용근은 1921년 7월 상해 임시정부의 육군비행병 
소위에 임관되어 활동했다. 한인비행사양성학교는 미

주 한인들 뿐만아니라 현지 미국인들과 상해 임시정부

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노백린이 

1921년 7월 윌로우스를 떠나 상해로 간 이후 더이상 운

영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나타난 독립국가, 민

주공화국가 수립의 민족적 의지를 모아서 수립되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의 날까지 임시정부는 미주 한인사

회, 특별히 대한인국민회와 손을 잡고 중국에서 26년동

안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글 :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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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
장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
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
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
로 의결했다.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
으나 공적을 평가할 때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이에 정부는“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
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분야의 국민적 열망
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
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 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
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추가 서훈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광복 이
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

다”며“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했다. 앞서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
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국무회의, 3등급 독립장을 1등급으로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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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KNA) 110년 역사를 교육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2월1일, 하와이 합성협회와 도

산 안창호가 설립한 공립협회가 통합한 후 미주한인 최

고독립단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습니다. 1911

년에는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하와이, 만주, 러시아, 멕

시코 등 5개지역에 해외독립운동에 앞장 설 지방총회를 

설립하는 등 국제적인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1914년 4월에 Korean National Association(KNA)으

로 California주에 비영리 단체로 공식 등록을 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독립기금을 

보내는 등 광복의 그날까지 미주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대표독립단체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대한인국민회 지방총회는 1936년

에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버몬트 36가로 이전, 신한민

보를 발행하면서 해외 각지의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습

니다.  그리고 1938년 현재의 위치인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로 북미 총회관 건

물을 신축 이전했습니다.

2차대전의 시기에는 서부지역에 사는 일본인을 소개할 때 한인에게는 대한인국민이라는 증서를 주어 한

인 동포를 보호했습니다. 1989년 3월 대한인국민회는 회원이 줄어들자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대한인국민회 건물을 1978년 매입 현재에 이릅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1991년 

독립운동의 유적지인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을 L.A. 시 사적지(#548)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는 2002년 11월12일 대한인국민회관복원위원회를 발족하고 건물 단장사업

에 착수했습니다. 미주한인 독립운동과 이민역사 전시를 위해 기념관으로 명명하고, 2003년 12월9일 역

사적인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건물은 독립운동의 큰 뜻과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최고독립단체로서의 긍지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오

늘은 한인 2세의 뿌리교육 현장으로 그리고 Korean American 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역사

의 전당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2019년 4월11일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미주 최고독립운동단체의 어제, 그리고 내일로

대한인국민회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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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을 위한 무형의 정부 대한인국민회

도산 안창호가 세운 공립협회는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통합했고, 1909년 2월1일 국민회가 탄생했습니다. 국민회

는“본회의 목적은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

복케 함에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는“해외 한인의 무형(無形)의 정부가 되여 각처 재류민을 

보호”하는 자치기관으로 도약했습니다.

국민회는 1910년 5월 북미 대동보국회와 통합하여 대한인국민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는 해외 한인 

최초로 국민국가 수립을 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임원 및 이사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은 한인사회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각계인사 및 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방

문을 환영합니다.  미리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대한

인국민회의 역사를 해설해 드립니다.

방문시간은 상오 10시 ~ 오후 3시입니다.

▲ 이사장 : 권영신

▲ 부이사장 : 민병용, 윤효신

▲ 총무이사 : 최형호

▲ 재무이사 : 박광우       

▲ 이사 : 배국희, 이창수, 서경원, 정종식, 클라라 원

KNA Memorial Foundation · www.knamf.org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전화      (323)733-7350

▲ Jefferson가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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