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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인 동포가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곳을 지도를 보고 나라 이름을 쓰고 세계 지도에 

번호로 표시해 보세요. 

○1 미국–하와이 ○2 미국-서부의 샌프란시스코 ○3 미국-동부의 워싱턴 D.C.                    

○4 중남미-멕시코 ○5 중남미-쿠바 ○6 중국-상해와 만주지역 ○7 러시아–연해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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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초기 멕시코, 쿠바 한인 이주 경로입니다. 다음의 지도를 보고 밑의 글을 

완성하세요.

 

조선인 1033 명이 1905 년 인천항을 떠나 (           )로 이주했다. 그들은 에네켄(애니깽) 

농장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했다. 그들 가운데 270 명은 21 년 멕시코의 

척박한 삶을 청산하고 (               )로 옮겨갔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주하자마자 (        ) 값이 폭락하면서 쿠바 한인들은 다시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아바나 등 세 곳으로 흩어져 다시 (                 )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이제 1 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2~5 세가 남아 한인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멕시코 전역에 

3 만 5000 여 명(추산), 쿠바에는 600 여 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 

멕시고  쿠바  설탕  에네켄 (애니깽)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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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이주 상황을 그린 그림이다. 다음 나라 이름에 맞게 

번호를 쓰고 그 나라의 이주 상황을 읽어 보세요.  

 

 

○1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음 

워싱턴 D.C.를 중심으로한 동부지역은 망명가와 유학생 중심으로 성장 

○2 멕시코 : 1905 년 4 월 4 일 1,033 명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에네켄(애니깽) 

농장으로 대규모 노동 이민 

○3 중국: 만주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며 여러 민족교육기관이 세워졌음  

1919 년 상하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등 독립 운동가의 

중심활동 지역이었음 

○4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개척하고, 

자치구를 형성하여 민족교육,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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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산 안창호의 생애에 관한 글입니다. 다음을 읽고 도산 안창호가 나라와 민족 

부흥을 위하여 노력한 활동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1900 년대 초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대한인공립협회를 

설립하고 『공립신보』를 창간하여 교포의 민족의식 고취와 계몽에 힘썼다. 1905 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양기탁,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를 결성하였다. 안창호는 독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일이 실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애국 청년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1911 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1913 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 활동할 흥사단(興士團)을 결성하였다. 1919 년 3⋅1 

운동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여, 각 지역 

독립운동가를 상해로 소집해서 임시정부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산 안창호(1878 년 11 월 9 일 ~ 1938 년 3 월 10 일)  

대한제국의 교육개혁운동가 겸 애국계몽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가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1878%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11%EC%9B%94_9%EC%9D%BC
https://ko.wikipedia.org/wiki/1938%EB%85%84
https://ko.wikipedia.org/wiki/3%EC%9B%94_10%EC%9D%BC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C%A0%9C%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A0%9C_%EA%B0%95%EC%A0%90%EA%B8%B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A0%9C_%EA%B0%95%EC%A0%90%EA%B8%B0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A6%BD%EC%9A%B4%EB%8F%99%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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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산 안창호가 남긴 말씀 중의 일부이다. 다음을 읽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ven when I eat I am for independence, 

even when I sleep I am for independence. 

Until my life fades away this will not 

change.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Despair is the youth’s death. If the youth 

is dead, the people are dead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오늘의 할 

일을 오늘 다 하여 보려고 힘쓴다. 

I do my best to complete today all the 

tasks that I am supposed to do today. 

성격이 모두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말라.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 법이다. 남의 성격이 내 성격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Do not expect every personality to be the 

same. Both a coarse rock and a rounded 

boulder have their own purpose. It is a 

foolish thought to desire for others to 

have the same personality as you. 

큰일이 건 작은 일이 건 네가 하는 일을 

정성껏 하여라. 

Be diligent in what you do, whether big or 

small. 

청년이 다짐해야 할 2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놀지 말자.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There are two challenges that young 

people should keep in mind.  

First, do not deceive others.  

Second, do not be idle. I do not think this 

is difficult. 

우리 청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Our youth can gain enlightenment when 

they think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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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미대륙 진출 및 해외로의 진출에 관한 카드 접기

 

※ 준비물: 사각 종이 

※ 만들기:  카드 접기 도안을 청색 선은 산 접기로  빨강색 선은 골짜기 접기로 접어 주세요.  

접히는 빈공간 부분에 다음의 설명을 써 주세요.  

 

미국-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한 

서부지역.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음. 워싱턴 D.C.를 중심으로한 

동부지역은 유학생 중심  

멕시코-1905 년 4 월 4 일 1,033 명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에네켄 

(애니깽) 농장으로의 대규모 노동 

이민 

중국- 1919 년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됨. 김구 선생, 윤봉길 열사 등 

독립운동가의 중심 활동 지역이 됨 

러시아-연해주 지역: 척박한 땅에서 

처음으로 논농사 개척. 

자치구를 형성하여 민족교육,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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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dayjournalusa.com/2017/03/16/%EB%8F%84%EC%82%B0-%EC%95%88%E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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