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활동지 한인 이민사 초급 -1 

우리 가족의 이름을 쓰고 미주 이민경로를 지도에 화살표(- -○1  → ) 로 연결해 보세요. 

 

 

 

 

 

 

 

번호 가족 이름 어디에서 어디로 이민 시기 

○1     

○2     

○3     

○4     

○5     



학습 활동지 한인 이민사 초급 -2 

다음의 그림에 맞는 설명을 써 보세요.  

  

 

 

1883 년 9 월 한국 최초의 미국 외교사절단 

(                       )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민영익(왼쪽 앉아 있는 이), 홍영식(오른쪽), 

서광범(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사진. 

 

 

한인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또  모국어인 

(                                     ) 교육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글 학교의 기념 사진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은  

(                                                       )에서 중노동과 낮은 

임금, 언어 문제등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일을 

하였다. 

 

 

1903 년 하와이에 도착한 첫 한인 이민은 

(                                  )를 타고 102 명의 한인들이  

미국에  왔다. 그에 대한 현지 신문 기사이다. 

 

 

<보기>보빙사, 갤릭호,사탕수수 밭과 파인애플 농장, 한국어 



학습 활동지 한인 이민사 초급 -3 

다음의 그림에 맞는 설명을 써 보세요

 

<보기>하와이,아시아, 한국 여성과 전쟁 고아들 

1차

집단이주

•1902년 12월 22일,  102명이 미국상선

갤릭호(S.S. Gaelic)를타고인천제물포항을

출발하여 1903년 1월 13일 , 

(                                                        )에도착

2차

집단이주

•1950년대한국전쟁이후종전후

미국병사와결혼한 (                                         )

3차

집단이주

•1965년이민을규제하는법이삭제되고, 

(                       ) 국가로부터의이민을

허락하는이민조항의의회통과후매해약

15000 명의이민



학습 활동지 한인 이민사 초급 4 

이민 가방 만들기 

준비물:풀,가위,스프리트핀(split pin, paper fastener, round prong brass- plated 

fastener) ,파이프 클리너 3 개(2- 11.5 인치,1-5.75 인치), 칼(craft knife), 갈색종이(brown card stock 

paper, 8 inch × 11 inch), 검은색 종이 (2-1 인치 ×11 인치) 

만들기 순서:  

1. 다음의 세계 지도사진과 여권사진을 오려서 뒷면에 두꺼운 도화지(card stock 

paper)를 붙이세요. 

2. 지도 사진의 인천과 하와이 사이를 칼로 구멍을 내 주세요.  

3. 갈색종이 가운데를 접고 각각  왼쪽과 오른쪽 위에서 1 인치 옆에서 2.5 인치 

위치에 파이프 클리너를 넣어 주세요.  

4. 준비해 둔 세계 지도 사진에 스프리트 핀을 넣으시고 반대편에 여권사진이 

붙어있는 종이에  왼쪽에 있는 점에 꽂아 주세요. 

5. 작은 배 모양을 만드시거나 접으셔서 풀로 스프리트 핀 위에 붙이세요.  

6. 이민선 갤릭호에 관한 설명과 사진이 있는 종이를 붙이세요. 

7. 반대쪽에 검은색 끈종이 두개를 양쪽에  파이프 클리너가 안 보이도록 풀로 붙여 

주세요.  

 
 

 
 



 

                                                                                                                                      
 
 

 

 



*다음을 읽고 밑에  맞는 그림에 번호를 표시하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세계속의 우리 민족 

  

    1902 년 최초의○1 이민선  갤릭호(Gaelic)를 타고 머나먼 미국으로 떠났던 우리의 조상들은 

 ○2 하와이의 호놀롤루에 도착하였다. 그후 7000 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들이 하와이의 

 ○3 사탕수수와○4  파인애플 농장으로 이주 하였다.  

이들은 배우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5 사진 결혼이다. 

1910 년부터 1924 년까지 중매쟁이를 통해 약 950 명 정도의 ○6 사진 신부들이 결혼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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