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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한인 이민사 중급 -1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 사회에 맞는 설명을 써 보세요. 

 

            어려운 노동자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은  

(                           )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이민 2 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더 빠르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와이 농장 일은 힘든 노동이었고,  적은 임금으로 

점차 본토로 떠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점점 

(                                          )를 중심으로 정착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본토에 뿌리를 내렸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바쳤다. 

(                                )으로 해외 독립 운동가들의 주요한 

활동 근거가 되게 하였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독신 남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조선으로 보낸 후 조선에 있는 젊은 신부를 찾고 예비 

신부들을 하와이로 시집 보낸 것을  

(                                       )이라 한다. 

 

독립 자금 모금      사진 결혼      학교 교육      캘리포니아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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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미주 이민사 중급 -2] 

1902 년에 있었던 하와이 집단 이주에 대한 경로를 지도에 화살표로 표시하고 다음 물음에 

답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 인천과 하와이 사이 거리는? 

• 하와이 날씨는 어땠나요? 

•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써 보세요. 

 
 
 
 
 
 
 
 
 
 

4577 마일(7617 킬로)       태양이 작열하는 아열대의 뜨겁고 습한 기후 

말이 통하지 않음       맞지 않는 음식       인종차별 등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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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미주 이민사 중급 -3] 

다음은 미주 이민에 대한 이유와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1903 년에 한국의 인천 제물포항에서 

102 명이 하와이 주 오아후 섬에 

도착하였다. 

 

 

하와이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였다. 

 

 

하와이의 생활 정착 이후 미대륙으로 진출 

즉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네브라스카, 

워싱턴 디씨등으로 이주하였다. 

1 

 

1884 년 갑신정변과 1894 년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하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2       3        4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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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미주 이민사 중급 -4] 

다음을 읽고 초기 하와이 한인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시간표도 

만들어 보고 초기 하와이 한인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초기 하와이 이민자의 일과표 

 
 

나의 일과표 

 

 

초기 하와이 농장에서의 일과는 새벽 4 시 30 분에 기상 사이렌으로 시작되었다. 만일 

노동자가 숙소에 남아 있으면 관리자는 위협적으로 작업장으로 내몰았으며, 일하는 

동안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동자를 감시하였다. 6 시부터 시작된 노동은 단 30 분간의 

점심시간을 빼고 오후 4 시 30 분까지 계속되었다. 하루 10 시간 노동이었고, 일요일은 

쉬었다.  

무덥고 습한 아열대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잡초를 뽑는 일에서부터 수확 때 줄기를 

자르는 일, 이파리를 잘라내고 쌓아 놓는 일, 물대는 일 등으로 노동은 구분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쌓아 놓은 사탕수수를 등에 지고 기차나 마차에 싣는 것이었다고 한다. 



[학습 활동지 미주 이민사 중급 5-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 시간표 도안] 

 

[학습 활동지 미주 이민사 중급 -5]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 시간표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 준비물: 도화지 2 장(Construction paper) 

스프리트 핀(Split pin) 가위(Scissors) 풀(Glue) 

※ 만들기 

1. 동그라미 도안 2 개를 도화지에 풀칠하여 

붙이고 선을 따라 원형으로 오려 주세요.  

2. 잘라낸 동그라미 도안 각각의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3. 큰 동그라미 도안에 사진을 오려 붙이고 

작은 동그라미 도안에는 사진 내용의 단어를 씁니다.  

4. 아래쪽에 큰 동그라미를 놓고 그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겹치게 놓은 뒤 1 개의 스프리트 

핀으로 연결해 주세요. 

5. 원판을 돌리면서 사진과 사진에 해당하는 단어를 맞추며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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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단어] 

 

 

 

 

  

사탕수수 농장 물통 숙소 방고(번호) 

 

 
 

  

하와이 초기 한글 

학교 

조선의 독립을 위한 

모금 운동 
갤릭호 아열대 기후 



 

이미지 출처  

http://theme.archives.go.kr/next/woman/picDetail.do?id=2129(갤릭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109163507320(갤릭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73126(하와이 초기 이민 자녀교육)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71787(하와이 초기 이민 자녀교육) 

http://www.chunj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하와이 초기 이민 사탕수수 

농장)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63184(하와이 초기 이민 독립금 

공고서) 

http://jinkuk.tistory.com/category/%EC%9D%B8%ED%95%98%EB%8C%80%EC%99%80%2

0%ED%95%98%EC%99%80%EC%9D%B4(사진신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33(방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7904(숙소) 

http://jinkuk.tistory.com/archive/20160924(물통)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bdok&logNo=220337208168&proxyReferer=h

ttps%3A%2F%2Fwww.google.com%2F(아열대 기후)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xl91&logNo=220863882074&proxyReferer=ht

tps%3A%2F%2Fwww.google.com%2F(하와이 이민 후 본토로 이주) 

http://contents.history.go.kr/mfront/ta/view.do?levelId=ta_e61_0020_0020_0020(동학농민운동

) http://blog.daum.net/khj1804/8(시간표) http://clipart-library.com/tags/circle-320.html (wheel 

chart)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33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7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