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 (초급) 

1. 학습단원: 한인 이민 역사 

2. 학습목표: 초기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내용과 한인 이민 역사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3. 학습평가:  학습 참여도 위주로 평가 하며,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다 

➢ 이민 역사 시작 전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다수의 전쟁과 중앙 정부의 무능력함 그리고 지역 

탐관오리의 횡포등으로 피폐한 삶의 시대적 배경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나 강화도 조약 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 당시 이민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한다 

10 분 

• 다른 민족의 미국으로의 

이민역사 이탈리아인이나 

아일랜드인(Irish)의 이민 

역사에 대해 배웠는 지 확인 

• 영국 청교도의 이민 역사로 

이루어진 미국의 역사   

전개 

➢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과 전개 상황 설명 

         호레이스 알렌-고종에게 하와이 이주 허락 요청 

➢ 한국에서의 하와이 미주 이민 이전의 이민 역사 

        한인 최초의 이민자들- 1885~1888 년, 당시 유학생 

      외교관, 상인, 정치인으로 약 50 명 샌프란시스코 도착 

➢ 한인 미주 집단 이민 역사 

1.1 차 집단 이주-1902/12/22, 102 명 출발   

     1903 년 1 월 13 일 하와이주 오아후섬에 도착 

2. 제 2 차 집단 이주- 1950 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병사와 결혼한 한국여성과 전쟁고아들 

    3. 제 3 차 집단 이주-  1965 년 이민을 규제하는 법이  

 삭제되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허락하는  

이민 조항의 의회 통과 후 매해 약 15000 명의  이민 

  40 분 

 

• 세계지도 

• 1924 년 아시아인들의 미 이민을 

불허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이 미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더 이상 

아시아인의 합법 이주는 

불가능해짐. 따라서 하와이의 

한인 이민사는 한국인의 최초 

집단 이민으로서 의의가 있다. 

• 1900∼1950 년 사이에는 미국 

전역에 1 만여명을 넘지 않는 

한국인 살았다고 전해진다. 

• 하와이 이민 동영상 

정리 

➢ 미주 초기 이민 의 유형 

1.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  

2. 하와이에서 본토로 이민-일용직,탄광,철도 건설등 

3. 정치적 목적의 망명자  

➢ 초기 이주 목적 확인: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동기  

➢ 관련 용어 확인하고  지리적 위치 확인 

10 분 

 

 

• 세계 지도 

•  60 년대 이후의사, 간호사, 

약사, 기술자 등 전문직 중 

미국으로 건너간 수도 

많았다. 

• 관련 사진 



교사용 지도 자료 

❖ 이민 역사 시작 이전의 조선 상황 

1.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등의 두 번의 일본의 침략과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등 

두 번의 만주족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피폐해진 국민들의 생활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 이후 약 250 년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갖지 않고 은둔의 왕국으로  지냈다. 

2. 그러나 조선 후기 국내적으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청국의 침략으로 조선의 농민들은 점점 더 

곤궁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동학농민운동(1894)이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조선 후기 유입된 천주교가 서학으로 탄압을 받던 시대에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민족종교로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인 동학이 세가 커지면서 탄압을 받던 중 지역관리가 

탄압하는 것에 반대해 전봉준이 난을 일으켰다 

민요 <파랑새> 

  “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사라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의미:파랑새 <일본/청나라 군대> 녹두밭은 <농민군>녹두꽃은 <전봉준> 청포 장수 

3. 강화도 조약-1875 년 일본 선박 운요호가 강화도 수병들에 의해 퇴각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1876 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에 서명하면서 외국과의 불리한 외교 관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강화도 조약은 한국이 그동안 스스로에게 부과해왔던 고립을 끝내면서 

궁극적으로 서구 열강들과 맺게 되는 불평등 조약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국토는 청일전쟁(1894-95 년)과 러일전쟁(1904-05 년)을 겪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 19 세기 중엽부터 어려워진 생활고로 해외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미 이주가 이루어졌던 

가까운 중국에서 눈을 돌려 1903 년 미국 하와이로 집단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역사의 진행 

1. 사회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의료 선교사이자 외교관인 

호레이스 알렌은 고종에게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를 허락하도록 설득했다.  

2. 당시 한국은 190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기근과 가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수많은 

농부들의 삶이 황폐해진 상황이어서 알렌이 고종을 설득하는 데 있어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  

3. 수입과 식량의 주요 원천을 잃은 농부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평양과 인천 등지의 항구 

도시로 이주했으며 알렌은 이들 농부들에게 하와이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것을 추천했다. 

4.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하와이, 즉 “기회로 가득찬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고국을 떠날 생각을 한 농부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 하와이 이민 이전의 한인 미주 이민 

1. 조선-미국 상호무역협정(Korean-American Treaty) 1882 년 체결된 후 조선인과 미국인은 



자유로운 상호방문, 경제활동이 허용.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조선에 상권을 개척하려는 의지로 

체결된 일방적인 협정이었다. 

2. 1883 년 민영익의 주도로 조선의 개화를 추구하는 신진세력들이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이중 일행인 유길준은 귀국을 포기하고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한 

    사설 사관학교(The Dammer Academy)에 등록해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으로 기록됐다. 

 유길준은 이후 서유견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서양제국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함으로써 당시  

지식층에 개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3. 한인 최초의 이민- 1885~1888 년, 당시 유학생, 외교관, 상인, 그리고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최초로 미국땅을 밟았다.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50 여명의 조선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당시 갑신정변에 실패한 서재필(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독립신문 창시자)도 포함 

         서재필-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 이란 이름으로 미국에 체류, 1892 년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에서 세균학을 전공한 한인 제 1 호 서양 의학박사로 알려짐 

4. 제 2 차 이민: 제 1 차 집단이민- 1902 년 12 월 22 일, 102 명의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미국 

상선 갤릭호(S. S. Gaelic)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 1903 년 1 월 13 일 하와이주 

오아후섬에 도착했다.최초 이민과 비교할 때 정확한 수치(남 55, 여 22, 자녀 25)가 남아있다. 

    *2003 년 한인 이민사 100 주년 기념행사는 2 차 이민의 미국 하와이섬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885 년에 도착한 1 차 이민자들을 한인 이민의 시초로 볼 수도 있다. 

➢ 하와이 집단 이민  가능 배경- 한국내 이유는 교사자료 윗 부분의 초기 하와이 한인이민역사의 

진행 참고 .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력 충원 필요에서 한인 이민자 받아들임 

1. 당시 하와이에는 많은 일본 노동자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본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불만, 백인 농장주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위협을 느낀 백인 농장주들은 일본인을 대신할 값싼 대체집단을 찾았고, 그 결과 

조선인들이 선택됐다.  

2. 1905 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총 7,226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들 중 84%는 20 대의 젊은 남자들, 9% 정도만이 여성들, 7% 정도 

   어린이들이었다. 이러한 인구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빠른 시기에 

   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려는 임시체류자(sojourner)의 성격이 강했다. 

➢ 초창기 이민자들의 적응과 변화 

1.1903 년 이들은 김이제 (Kim E-je)의 주도로 하와이 오아후섬 Mokuleia 에 한인교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한인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2.기록상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농장의 중노동과 낮은 임금(월 15 달러) 때문에 백인 농장주와 

3 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 당시 거주자인 약 7 천명 중 약 2 천명은 3 년계약 만료와  



함께 조선으로 되돌아갔다.나머지 5 천여명의 조선인들은,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문제, 

비싼 선박운임 등으로 미국에 남았다.5 천여명의 귀국을 포기한 조선인 중 약 1 천명은 미국 

본토 특히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그리고 워싱턴주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에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이란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미국에 자유로이 체류할 수 있었다. 

 

 

                                  초기 하와이 한글학교 사진 

     

상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온 배위에서   

1883 년 9 월 한국 최초의 미국 

외교사절단(보빙사)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민영익(왼쪽 앉아 있는 

이), 홍영식(오른쪽), 서광범(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사진 

1903 

하와이 

도착 한인 

이민에 

대한 현지 

신문기사 



1907 한인초기기독회의 모습 

학생평가자료 

1 초기 이민이 이뤄졌을 시대에 한국은 무슨 시대였나요?4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고조선 시대          4)조선시대 

2 초기 이민이 이뤄졌을 시대의 조선시대의 왕 이름은?고종 

3 조선 후기 유입된 천주교가 서학으로 탄압을 받던 시대에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민족종교로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는? 동학 

4 조선 후기에는 폐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외세와는 고립되어 있다가 외세로 처음으로  오픈한 

불공평 조약으로 일본과 맺어진 조약의 이름은? 강화도 조약 

5 고종을 설득하여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외국인의 이름은? 알렌 

6 하와이 집단 이주 이전에 정치적 망명등으로 미국에 처음 온 50 여명 중의 한 사람으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유학한 최초의 유학생으로 알려진 사람은? 유길준 

7 초기 조선의 하와이 이민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닌것은?2 

1) 한국에서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2) 일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3) 하와이 농장에서 노동력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4) 조선인들은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하와이 농장주에게 좋아서 

 참고단어 

                수탈   exploitation, plunder 

             피폐(하다)   impoverishment, exhaustion, poverty, become impoverished, become poor 

조약  treaty, pact 

탐관오리  corrupt official, (formal) venal official 

불평등 (political/racial) inequality, unfair, unequal         불평등 조약 unequal treaty 

개혁 reform, (formal) reformation  

침략 invasion, aggression, invade 

노동력  labor (force), workforce, manpower 



독립 independence, become independent, gain independence (from) 

이민 immigration 

횡포 oppression 

간섭하다 interfere 

외교 diplomacy   외교관 diplomat 

서구 western 

허락하다 allow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상인 merchant 

정치인 politician 

출발하다 depart          도착하다 arrive 

병사 soldier 

고아 orphan 

규제법 immigration regulation act 

매해 every year 

본토 mainland 

목적 goal 

망명자 refugee 

 

   참고자료와 이미지 출처      

한국사 편지 4, 5 권 (책과함께 어린이 0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4 권 (전국역사교사모임) 

주제가 있는 미국사 3 권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고쳐쓴 한국근대사 (강만길)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file:///C:/Users/Owner/Downloads/Korean%20American%20History%20(Korean).pdf 
http://kecla.org/board_FUvf95/544 

첫 공식 한인 하와이 이민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eN8kLp7X04 

기타참고 자료 -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GuCkbgHi1fM&t=362s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생할상  

https://www.youtube.com/watch?v=fPqPwddyk4s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glance.do 

file:///C:/Users/Owner/Downloads/Korean%20American%20History%20(Korean).pdf
http://kecla.org/board_FUvf95/544
https://www.youtube.com/watch?v=fPqPwddyk4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