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지도안 (중급) 

1. 학습단원 :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 사회의 생활상       

2. 학습목표 : 한인이민선조들의 개척정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다.                                                                

3. 학습평가 : 시청각 자료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초기 이민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안다       

4. 교수 및 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과 유의점 

도입 

❖ 당시 대한제국과 하와이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 

❖ 초기 이민사회의 생활모습을 추측하고 현재 

한인사회의 모습과 비교하고 상상해 본다. 

10 분 

 

세계지도 

예) 식당, 마켓, 

도서관,학교가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한국음식을 먹었을까? 

 

전개 

❖ 첫 공식 정부차원의 대규모 해외이민 

➢ 1903년 1월 13일  102명  하와이 도착 (남 56명, 

여성 21명, 어린이 25명) 

 

❖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 사회의 생활상 

➢ 음식 : 직접 야채를 경작, 김치등을 만들어 먹음. 

➢ 노동 :  대부분이 사탕수수농장의 힘든 노동. 

➢ 결혼 문제  : 성비불균형으로 사진결혼 시작.  

사진결혼을 통해 하와이로 오게된 여성들이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함.  

❖ 후대교육에 대한 열정과 민족의식 계승   

➢ 1906년 161명 ->1910년 270명. 공립학교 등록       

(인구수 비례 높은 공립학교 등록률) 

➢ 1904년 최초 한국어 신문발간 

➢ 1906년  한인 소년 기숙학교 설립 

➢ 1907년 첫 한글학교 개교 

➢ 1910년대 독립자금 모금 광복군 지원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주요한 활동 근거지가 됨) 

40 분 

 

     

PPT   

 

초기 하와이 이민의 배경과 

상황이 담긴 동영상 시청 

 

사탕수수밭 노동사진, 초기 

한국학교사진, 사진신부들의 

이야기등을 통하여 어려웠던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엿보고,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독립정신을 

배워본다. 

 

 

정리 

❖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정신과 노력이 현재 미국 

각 지역 이민사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고 자부심을 

가진다. 

10 분 

 
현재 미주 각 도시의 발전된 

한인타운 사진 



교사용 지도 자료 

 

1. 한인 이민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eN8kLp7X04 [첫 공식이민,하와이로 이민가다]-재외동포재단(2분) 

https://www.youtube.com/watch?v=GuCkbgHi1fM&t=408s [하와이 이민사-한국어] –기독교감리교단(9분) 

https://www.youtube.com/watch?v=hi5Uye92jmE  [하와이 이민사-영어] –기독교감리교단(9분) 

 

❖ 사회적 배경 

구한말 조선은 열강의 침입과 부정부패로 일반 백성. 즉 농민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조국을 떠난 그 농민계층이었다. 이주 한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값싼 노동력에 대한 필요와 일본인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백인 농장주들의 

해결책으로 대두된 대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01명의 한인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총 102명. 남성 56명, 여성 21명, 어린이 

25명) 이후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총 7,226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정착하였다. 비율을 보자면 84%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었고 9%가량만이 여성들이었으며 7%가량이 

어린이들이었다. 젋은 남성이 많아던 이유는 빠른 시기에 큰돈을 벌어서 조국으로 금의환향하려는 목적으로 

이민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2. 초기 이민사회의 삶 

 

❖ 생활모습 

하와이에 거주했던 한인들은 오아후섬 외곽에 위치한 와이 가루아와이아루아 사탕수수농장(?Waialua 

Plantation) 과 코로야코로아 사탕수수 농장(KoloKoloa Plantation)에서  집단체제를 유지하며 살았다. 한국식 

풍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한복을 입고 해마다 고종황제의 생일잔치, 설날, 추석 등을 지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의 생활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음식마저도 입에 맞지 

않았다. 한인들은 숙소 근처에 채소를 심어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환경  

“기후는 온화하여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 하다는 하와이 이민 모집 광고 (1093년 

8월 6일 자 고시)의 문구와는 달리 태양이 작열하는 아열대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의 노동은 고단했다. 농장 

일은 잡초를 뽑는것을 시작으로 새벽부터 시작되어졌다. 만일 노동자가 숙소에 남아 있으면 관리자는 가죽 

채찍을 휘둘러 작업장으로 내몰았으며, 일하는 동안에도 채찍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였다. 6시부터 시작된 노동은 단 30분간의 점심시간이 주여졌으며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됐다. 하루 

10시간 노동이었고, 일요일은 쉬었다. 한 달간의 일을 마치면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던 방공에 따라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 1905년까지 어른 남자의 월급은 한 달에 17달러 정도였고, 여자나 소년들은 하루에 

50센트를 받았다. (당시 본토 미국인의 평균월급 $36.5) 

https://www.youtube.com/watch?v=-eN8kLp7X04
https://www.youtube.com/watch?v=GuCkbgHi1fM&t=408s
https://www.youtube.com/watch?v=hi5Uye92jmE


 

❖ 사진신부 

사진 신부란 하와이에 거주하는 독신 남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조선으로 보낸 후 조선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젊은 신부를 찾고 예비 신부들을 하와이로 시집보낸 것을 말한다.  

사진 신부에 관한 에피소드는 많다. 하와이에 도착한 예비 신부들은 조선에서 본 사진과 다른 신랑의 얼굴을 

보고 배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주지역에 사진 신부가 들어오면서 한인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어 가정을 가진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사진 신부를 통해 가정과 자녀가 생기면서 

혈통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 단체, 한인교회, 한국 학교 

등이 지속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진 신부’는 미주지역 한인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교육 

1933년도의 하와이 이민국 교육자료를 보면 동양인 학생 중에서 31%가 한국계 학생이었고 30%는 일본계 

학생 24%는 중국계 학생 그리고 필리핀계 학생이 8%였다. 그보다 5년 전인 1928년 인구조사표를 보면 

하와이 인구 35만 명 중에서 일본사람이 1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사람이 6만 명 중국 사람이 

2만 5천 명 그리고 한국 사람은 불과 6천 3백 18명이었다. 6천 명의 한국 사람이 13만 명의 

일본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린이를 학교에 보낸 것이다. 당시의 우리 초기 이민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초기 이민들은 그때도 농장의 노동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이민 2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더 빠르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교육받은 하와이 이민사회의 후대들과 식민지 조선의 유학생들은 점차 미주 한인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하였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한인 이민 사회는 1945년 조선이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해외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03년 첫 이민선으로 호놀룰루에 도착한 문정헌씨가 후에 주 대법원장이 되는 손자 문대양(로널드 대양 문)을 안고 

있다. (사진 왼쪽) 17년간 하와이주 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정년 퇴임한 초기이민 교육열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 

문대양씨. 



  

현재도 많은 한인학생들이 재학중인 호놀룰루의 맥킨리 고등학교의 한인 클럽 '타이거스 클럽' 회원들의 모습. 

 

3. 이민선조들의 애국심 

 하와이 이민을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애국정신이다. 하루에 10여 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받은 

노임 60여 센트를 모아가며 독립운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국권침탈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미주 

한인 이민자 동포사회는 2백 50여만 달러를 모금하여 해외각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독립금 공고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왼쪽과 가운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독립금예약서 예약인 심연신 $100예약 

증 

 한편 사진 신부라고 불렸던 하와이 이민사회의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발악적인 

만행을 본국에서 직접 눈으로 봤고 겪은 그들은 자녀들의 후대 교육과 독립정신 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참고단어 

• 이민 immigrant 

• 독립 independent 

• 협정 agreement 

• 정착 settlement 

• 전통 traditional 

• 애국심 patriotism 

• 모금 fundrasing 

• 만행 wandering 

• 노동 lbor 

• 식민지 colony 

 

 

 

학생평가자료 

 

1. 국가차원 최초로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져 한인동포사회가 생긴곳은 어디일까요? 하와이 

2. 대다수의 한인 이민자들이 가져야 했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탕수수밭의 중노동 

3. 초기의 이민자들은 돈을 벌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임시체류자의 성격과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미혼남성 혼자서 이민으로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생겨난 심각한 초기 

동포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비불균형 

4.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특이한 결혼풍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진결혼 

5.초기 한인 이민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두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육과 독립정신 

6.본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이 특히 일제에 대한 저항심 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제침략의 만행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자료출처 

 

• 구한말 한인 하와이 이민 (오인환·공정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덕희, 중앙MampB, 2003) 

• 재미한인오십년사 (김원용, Reedley Califonia, 1959) 

• 하와이 이민 다큐멘터리 기획 이민 108년 - 미주중앙일보 2003년 특별기획 

•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와 나 - 2016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all=on&topF1=title_author&kwd=%EA%B5%AC%ED%95%9C%EB%A7%90%20%ED%95%9C%EC%9D%B8%20%ED%95%98%EC%99%80%EC%9D%B4%20%EC%9D%B4%EB%AF%BC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all=on&topF1=title_author&kwd=%ED%95%98%EC%99%80%EC%9D%B4%20%EC%9D%B4%EB%AF%BC%20100%EB%85%84%20%20%EA%B7%B8%EB%93%A4%EC%9D%80%20%EC%96%B4%EB%96%BB%EA%B2%8C%20%EC%82%B4%EC%95%98%EB%82%98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all=on&topF1=title_author&kwd=%EC%9E%AC%EB%AF%B8%ED%95%9C%EC%9D%B8%EC%98%A4%EC%8B%AD%EB%85%84%EC%82%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