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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의 길 

해 뜨는 나라에서 동방의 바람 타고 

흰 옷 입은 사람들 태평양을 건너 왔구나 

황톳길 피와 땅으로 넘고 넘어 

한숨과 눈물로 걷고 걸어 일백이십이 년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이어 왔구나 

씨 뿌려 꽃피우고 

나무 심어 열매 거두고 

윤학재시인 

진흙으로 썩어 노란 연꽃 피웠구나 

장하다 자랑스럽게 우뚝 선 문화민족 

워싱턴 이민 이야기로 

서리서리 숨은 사연 풀어놓고 

그날의 얼룩진 그림자 다시 엮어 

쌓인 흔적 역사로 물려주나니 

선구자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거울이 되고 

민족의 얼 횃불 되어라 

신들메 다시 매고 개척자의 길 다시 가려니 

발자국마다 무궁화 피어나고 

아리랑민족혼 

이 땅에 영원하여라 

워싱턴지역 한인사 출판을 축하하며 

축시 



발간사 

한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제32대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 회장 김영근 

이민 100주년을 넘어서는 미주 이민사회는 지난 10여 넌간 괄목할 만 

한성장을하게 되였습니다. 미주이민사희의 성장에 힘입어 워싱턴지역 

의 한인사회도 놀랄 만한 발전을 하게 됨을 워싱턴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는 지난 50년간 한인사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 

인사회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사회의 발전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업성턴지역 한인사' 

발간하게 되였읍니다. 

업성턴지역 한인사’는말그대로워싱턴지역의 역시를\]은:책입니다. 

워성턴 한인사회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 

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우리 워싱턴의 역사책인 것입니다. 한인 인구가 몇 

백 명이였던 시절부터 20만이 넘는 지금까지의 워싱턴의 변천시를」 담은 

한권의 책인 것입니다. 

이민 역사가 100넌이 넘은오늘은워싱턴한인사회가유아기에서 청넌 

기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사춘기로 들어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 

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 동포 

사회도 20만 동포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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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워싱턴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 

였으며 그 성과를 눈으로 보고 였습니다. 그러나 종요한 것은 워싱턴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하여 주류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였는가 하는 것은 

바로 20만 워싱톤 동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성 

공한 이민자 집단으로서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하 

여는지금보다더 많은노력이 필요하며, 한인동포사회 모든분들의 희생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 

가기 위하여 이 책을 발간합니다. 100년 후 우리의 자손들이 이 책을 보면 

서 이민의 선조들의 업적을기리며 100넌후의 그들의 밝은미래를위하여 

이 한 권의 책을 주춧돌로 삼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웅조 편찬위원장님 

및 편찬위원 여러분, 물심얄면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후원 

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하 

여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자랑스러운 20만 워싱턴 동포 여러분께도 고 

마운 뜻을 전해드립 니 다. 

감사합니다. 



발간사 

한인사를발간하면서 

미주한인재단―워싱턴 회장 정세권 

멉성턴지역 한인사’를드디어 발간하게 되어 그동안많은협조와성원 

을 해주신 동포 여러분과 함께 크게 기뻐해 마지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2월,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에 

서 10대 사업의 하나로 워싱턴 수도권지역을 비롯하여 볼티모어, 웨스 

트 버지니아, 타이드워터 등 4개 지역이 포함되는 ‘워싱턴지역 한인사 

(1883~2005)' 발간을 착수, 추진하여 왔습니 다. 

2004년 1월,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이 미주 한인이민 100주넌 기념사업 

회를 승계하면서, 한인사 발간을 2004년 하반기 출간 예정으로 추진하 

는 과정에서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와 공동발간에 합의하고, 당시 재영 

창 편찬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들이 열심을 내어오던 중 동년 9월 재 

영창 위원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편찬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비운을 맞기 

도 했습니다만, 역사학자이며 대학교수인 강웅조 박사께서 편찬위원장직 

을맡음으로써 여러 편찬위원들과다시 결집하여, 추가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 

사를드럽니댜 

그동안 본 한인사 발간을 위하여 선두에서 수고해주신 한인사발간 후원 

회장 정인량 목사와, 어려운 삶 가운데서 후원금을 내어주신 동포 한 분 

한분과,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임원진 여러분과, 많은한인교회의 

목회자와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금,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김양일 화백의 기금모금 문인화 전시회와 강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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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의 개인저서 출판기넘회 등을통한모금의 비중은그무엇보다큰힘이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한인사에 기록된 후원금 내역 참조).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미주한인들은 이제 이국 땅의 나그네가 아 

니요, 미합종국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의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 첫 이 민선 편으로 도착(1903년)한 

1월 13일을 기념해 매년 1월 13일을 ‘Korean American Day/미주 한인의 낼 

로제정, 통과시킨 것은지난 100년에 걸쳐 미국국가, 사회 전반에 기여한 

우리 미주 한인들의 공로를 크게 인정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워싱턴지역 한인사’는 단순한 역사서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이민 조상들의 피와땀과눈물로 이루어놓은삶의 발자취가우 

리 후손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 

에서 더욱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동포여러분! 

정의와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아집과 증오와 시기를 과감히 버리고, 뜻 

과 힘을 합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다 같이 이바지하여 

우리 모두 자랑스런 조상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 

길기원합니다. 



축사 

‘워싱턴지역 한인사' 발간을 축하하며 

주미한국대사관 이태식 대사 

먼저, 오랜 기간을 거친 산고 끝에 마침내 ‘워싱턴지역 한인사’가 빛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1994년 워싱턴 한인사 초판이 발간된 이래 워싱턴 한인사회에는 많은 변모가 있었습니다. 그간 

한인사회의 규모가 양적으로 2배 이상 팽창한 만큼, 한인사회의 활동도 질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워싱턴지역 한인사’의 발간은 시의적절하며 그간 워싱턴지역 한 

인사회의 발전상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짐에서 의미가 였습니다. 

1903년 최초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은 한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이국 땅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닦아 나가면서 자식들의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미 

국 내에서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 

의 이러한 훌륭한 이민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역사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망각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내 한인역사가 100넌을 넘어선 지금‘워싱턴지역 한인사’가편찬된 것은무척 고 

무적인 일이라생각합니다. 특히 ‘워싱턴지역 한인사’가워싱턴뿐만아니라 인근 지역 한인사회들의 발 

전사를함께 담아발간된 것은참으로뜻 깊은 일입니다. 이는 워싱턴지역의 한인사에 있어 귀종한 지 

적 유산이 될 뿐만 아니라,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인사의 발간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솔선수범하여 수고하신 한인사 편찬위원회 관계자 분 

들과 각계 각층의 후원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의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노고가마침내 ‘워싱턴지역 한인사’의 발간이라는 결실로 나 

타났습니다. 

‘워싱턴지역 한인사’의 발간을 계기로 한인 1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1.5세와 2세들이 우리가 모 

두 한 뿌리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한인사회를 더욱 단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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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역 한인사' 발간을 축하하며 

워싱턴지역 한인사 발간 후원회장 정인량 목사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와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이 공동 발간하는 워싱턴지역 한인사 

의 발간을 먼저 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본한인사는 일백 넌 미주한인사의 중심이 되는 

역시를 담고 있으므로 그 보존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도 일백 넌이 지나는 동안 본서는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지표로서 활용되리라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의 기술은다만과거의 일들을나열하는데만그의의가있는것 

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적 통찰력의 보고(寶庫)인 까닭입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 

이 있어 이민 1세대에게는 귀중한 이정표(里程標)를 남기는 뿌듯함을, 차세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높은 비전을 선물하는 것임을 의심치 않습 

니다. 본서의 발간을 위해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특히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와 산하 교 

회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인사 발간 후원회장으로 미력이나마 동참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우리들의 발자취, 우리들의 청사진 

서문 

편찬위원장강웅조 

워싱턴지역 한인의 역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세기가 훨씬 지난 120여 넌이 되였습니다. 

본 한인사가 다루는 1883년~2005년이라는 기간은 이 나라 미국에서 삶을 영위해 온 한인들을 포함한 

지구촌 전 인류에게 크나큰 전환과 변혁을가져다준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다시 한 번 그간의 우 

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준비하고자 유서 깊은 미국 중대서양 지역과 애팔래 

치안산맥 지역을포괄하는대 워싱턴지역 한인사를편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성턴지역 한인역사의 주체로서 역사현장에 참여하여 모국의 국권상실 기간, 해방 전후의 시기, 국토 

분단, 남북의 정권 탄생, 6·25 전쟁, 4·19, 5·16, 10·17, 5·18, 6·29 선언, 그리고 문민·국민·참여 정부에 이 

르기까지 고비 고비마다닥쳤던 위기와고난과 역경을극복하고오늘의 자랑스러운우리들의 역사를창조 

하셨던 선조선배 세대의 여러분들과이 시대의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땅에서 정착의 뿌리 

를 내리는 과정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한인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동발행인, 김영근 워싱톤지구 한인연 

합회 회장님과 정세권 미주한인재단―워싱턴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원회장으로 수 

고하신 정인량 후원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간 축시를 현증하신 춘암 윤학재 시인과 표지 글씨를 써주신 추정 김양일 화백께 고 

마운말씀을드립니다. 

워성턴지역 한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고 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분을 우리 

들은 기 억하고 있습니다. 1994넌 발행된 워싱턴 한인사(1883~1994)의 편찬위원장으로 혼신을 다해 수고 

하셨고 금번 발간되는 워싱턴 지역 한인사의 편찬위원장으로 폐침방찬메甄冕忘훌{)의 노고를 경주하시다 

2004넌 9월 14일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재영창 위원장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워싱던지역 한인사 

와 미주 한인사, 크게는 세계 속의 한민족사 기술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향도하신 분이 재 위원장이셨음을 

졸지에 편찬의 증책을부하받은불초는 새삼느끼며 고인에 대한 위경의 마음을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 

인의 숭고한뜻을 기리며 검허한마음으로 맡은 바중책에 임하고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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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모두, 특별히 편찬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한인사가 

출간되도록 자료, 원고, 정보, 체험담, 목격담 등을 제공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사심 없는 조언과 충고 

해주시고 재정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는 사람은 곧 역사의 일원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동시에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 

재임을 듯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동물인 인간만이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이룩해가는 발자취를 

기록하여 지난날을 살펴보고 오늘을 확인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앞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창조, 역사기록, 역사보존의 주체이며 역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산거울입니다. 

이에 본 한인사가 다루고자 하는 기간, 범위, 내용, 방법, 목적과 방향과 기술적 문제점과 편찬 필진에 

관하여 말씀드려 본다면: 

*기간: 1883년~2005넌(조선왕국의 최초 견미 외교사절단의 워싱턴 도착 시부터 편찬완료 시까지) 

*범위: 수도권 워싱턴 한인사, 볼티모어 한인사,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 타이드워터 한인사 

*방법: 역사적(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 — 사실성,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및 교훈성 
*목적과 방향: 본 한인사를 통하여 당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후세들에게 우리들의 역시를" 확인 보존하 

고 교훈을 남기기 위해 한국어판과 영어 번역판을 마련하여 영어사용 한인 세대와 미국과 세계인들에게 

우리들의 역사를 알리고자 함 

*기술적 문제점: 영어 인명 지명 및 단체명의 한글 표기에 있어 고유명사는 개인, 단체 및 지명의 특수 

사용 관행을 따랐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보통) 관행을 따랐음. 

예) 일반관행: 워싱턴 

특수 관행: 와싱턴한인교회, 워싱톤한인장로교회 

*편찬 필진: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담당 분야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유하고 있 

는 분들로 필진(편찬위원과 비편찬위원을 망라)을 구성했으며 일부 기술된 항목에서는 소재를 분명히 하 

기 위해 기술인 혹은 기술기관의 이름을 밝혔음. 

끝으로본서가출판되기까지 수고하신 편찬위원님들과그밖에 집필을맡아주신 여러분들과 인명 확인 

과교정, 교열을맡아수고하신 간사님과감수위원들, 그리고특별히 편찬소위원회의 정영만위원님과정 

갑진 위원님과 볼티모어 한인시를二 집필해주신 허인욱 위원님,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를 집필해주신 방 

기문 위원님과 타이드워터 한인사를 집필해주신 유영규 위원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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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초기 한인들의 발자취(1883rv1945) 

1. 조선 보빙사절단의 워싱턴 도착 

워싱턴에 첫발을 디딘 한국인은 조미수호 통상조약(1882넌 5월)을 맺은 후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조선 

의 보빙사절단 일행이었다. 때는 1883년 9월 15일, 이것은 또한 한인이 미국 땅에 디딘 첫발이기도 하다. 이 

로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미 조선공사관이 문을 열었고 독립운동의 종심지가 된 곳도 이곳 

워싱턴이였다. 여기에는 보빙사절단과 공사관 개설 전후의 일화와 소수 유학생들의 실태 및 당대의 선각자 

이자 애국자였던 송재 서재필과 우남 이승만의 활약상이 주 무대를 이룬다. 

사절단출발 전후의 상황 

1882년 5월22일 인천에서 조선 대표로 신헌, 미국 대표로는 슈펠트가 서 명함으로써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성립하게 되였다. 

조미조약 비준 다음해 1월에 미 상원에서 이 조약을 인준하고 5월에는 콜럼비아 공사로 였던 루시어스 푸 

트가 초대 주한미국공사로 부임하기 위하여 인천 제물포로 입항하였다. 비준서를 교환한 후 국왕이 푸트 공 

사를 소견하고 그의 국서도 친수하여 은근한 태도를 표시하였다. 조선 역사에 서양국 공사를 국왕이 정식 

접견한 첫 장면이였다. 그의 알현에는 국왕만이 아니라 왕비까지 접견을 허락하였고 궁종에서 수차의 만찬 

도 베풀었으니 이러한 후대는 일본이나 청국에 있어서도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당시 조선의 국왕이였던 고종이 푸트공사 일행을 이토록환대한 것은양국사이의 지난날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화의를 맺은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종은 미국의 우호적인 힘을 빌어 러시아와 일본의 조선 침투를 

저지할수 있을뿐만아니라더욱혹심해 가는청나라의 조선에 대한간섭까지 막을수 있게 되지 않을까하 

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미 조선의 조정에서는 임오군변 이후 조선에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의 주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르 맺으려 하였다. 
론\: 

여기서 당시의 상황과 사절단의 미국 방문기를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에서 편찬한 ‘한미수교 100년 

사’와 홍사중의 ‘상투를 틀고 미국에 가다’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고종은 민영익을 전권사절, 홍영식을 부사, 서광범을 전권사절의 종사관으로 임명하고 사절파견의 목적 

에 대하여 “대양 건너에 였는나라의 문물에 대하여 보다풍부한지식을 얻을뿐만아니라아직까지 국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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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청으로부터의 독립문제를 재확인시키고 미국 관리들의 정신적 지원을 얻어 우리의 

독립성을 전세계에 인식시키려한다”고 천명하였다. 

사절단의 출발과 귀환 

그렇다면 이 같은사명을 띠었던 민영익 일행의 미국에서의 활동은과연 어떠하였을까? 

먼저 사절단은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을 비롯하여 부속무관유길준과고영철, 변수, 최경석, 현홍택 등수 

행원 및 청국 및 일본인 통역 각 1명(오예당, 궁강항차량)을 합쳐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일행은 

일본에서 미국인 로웰(Lowell)을 다시 외교담당비서로 고용함으로써 모두 11명으로 증원되였다. 이들 일행 

이 모노케이시호 편으로 제물포를 떠난 것은 1883년 7월 16일이었고 민영익 일행이 귀국한 것은 이듬해 5월 

31일이므로 여행에 소요된 기간은 모두 10개월 반이었다. 이들은 조선을 떠나 동경에서 약 1개월간 체류한 

후, 미국 상선 라빅호 편으로 8월 18일 요꼬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미국의 센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1883년 9월 2일이 었다. 일행은 먼저 푸트의 부탁을 

받은 쇼필드 소장의 융승한 대접을 받은 후, 9월 4일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9월 15일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 

하였다. 워싱턴 DC에 한국인의 첫발이 디더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국무부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아더 (Arthur) 대통령과 프렐링 하이즌 국무장관이 모두 뉴 

욕에 체재 중이어서 국무차관보 데이비스(Davis)의 영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미 이 

국빈을 맞기 위해 당시 해군 도서관에 근무 중이며 동양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던 푸크(Foulk) 소위 

와 해군정보부의 메이슨(Mason) 중사를 수행원으로 특별 임명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사절 일행 

은 데이비스와 이들 두 젊은 사관의 안내를 받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9월 17일에 워싱턴을 떠나 뉴욕으 

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9월 29일에 다시 워싱턴으로 귀환, 그들의 공식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미 

국 정부의 실제 기능을 알아보는 한편 뮐렌도르프와 대처할 외교고문 및 군사고문의 초빙을 교섭하였다. 

따라서 사절 일행이 백악관을 찾아 대통령에게 고별인사를 마친 것이 10월 13일이였던 접으로 미루어 그들 

의 주임무를수행하는데 소요한시일은불과 15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외교고문 및 군사고문 

초청)는 푸트 공시를- 통하여 정식으로 요청해 오면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반응밖에는 얻어내지 못한 채 끝 

나고말았던 것이다. 

홍영식 등은 10월 24일 상선 리오시호 편으로 미국을 떠나 12월에 인천에 도착하였고, 민영익 일행은 11월 

16일 뉴욕을 떠나 이듬해 1월 12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도착, 여기서 함선이 정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푸 

크의 안내로 영국과 프랑스를 두루 여행하고 이탈리아 수에즈운하, 세이론(스리랑카)와 홈콩을 거쳐 5월 

31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2. 조선 주미 공사관 개관과 한인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지 6년이 지나는동안주한미국공사는모두 5명이나바뀌었으나조선은워 

싱턴에 주재공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는 청국 등의 방해와 경험부족으로 이를 미루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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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87년 8월에 와서야 내무협판으로 있던 박정양을 주미공사관 전권 공사로 임명하였다. 

이때의 전후 사정을 "아메리카의 풍운아들(조종무)”은 청국의 반대로 주미 전권공사로 임명 받은 박정양 

은 떠날 수가 없게 되어 고종만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 측이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여 9월에야 

겨우 제물포를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고 전하고있다. 

이때 박정양 공사 일행은 전권대신 박정양(죽천)을 위시하여 참찬관 이완용(일당), 서기관 이하영(금산), 

친군후 영문안 이상재(월남)， 번역관 이재연(석거)， 수행원 강진희, 진사 이현용, 무반 이종하, 하인 김노 

미, 허능업 등 10명이었다. 19일간의 긴 항해를 거처 11월 14일(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박 공사 일행은 

세 번이나 기차를 바꿔타며 다음해 1월 10일 부임지인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박 공사는 청국 공사의 간섭이 

있었으나 단독으로 국무부에 교섭, 예정대로 1888년 1월 17일 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알현하 

고국서를봉정하였다. 

공사관 건물매입 

한편 주미공사 일행은 6월 7일부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공관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문일평이 구한국 외교문서에서 인용한 워싱턴 제15가 1513번지라는 설과, 현 

재의 로간 서클에 있었다는 설이 였으나 훨씬 후에 메릴랜드 메데스다에 살던 역사학자 방선주가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밝혀낸 1513번지가 가장 유력한 장소인 듯하다. 이 주소는 현재 주차장이 되어 건물이 없는 

곳으로 나타나 였다. 이 공관은 붉은 벽돌 3층 양옥으로 남향의 신축건물이였으며 응접실, 집무실, 침실, 식 

당, 욕실, 창고까지 구비하였고 렌트는 1년에 은화 780원으로 1개월에 65원이 였다. 

다음에 이사한 곳은 13가 1500번지로, 당시는 아이오와 서클로 불리였으나 요즘은 로간 서클 15번지에 

해당하고 건물이 건재하다. 이 건물은 1891년 11월 28일에 2만 5천 달러로 구입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매 

매 문서 에는 판 사람이 브라운, 산 사람은 이 씨 조선국왕(King of Chosun Ye)으로 되 어 였다. 이 공사관에 

는 천정이 높고 널찍한 방들이 9개나 있고 지하실에 또 다른 방들이 였었으며 공사관 직원 및 그 가족들은 

2층과 3층에 각각 기거했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한일 합방 직전인 1910년 6월 29일 고종과 당시 국내부 차관 삼궁삼보송 그리고 조민희(최후의 

주미 특명전권공사)가 날인, 매도되였다. 양도가격은 5불이었으며 매수인은 주미 일본대사 우쩌다였다. 

공사관의 폐쇄 

박정양 주미 전권공사의 부임으로 주미 조선공사관이 정식 개설되었으나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선 내정 

간섭과 자국 이익의 추구로 대한제국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 본국 정부를 앞세운 주미 

청국공사의 압력과 힐책으로 초대공사 박정양은 드디어 자리에 눕게 되고 이상재, 이종하, 김노미 등을 대 

동하고 송환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1893년에는 이승수가 주미 변리공사(참사관)로 임명된 데 이어 1895년에는 갑오경장으로 서광범이 주미 

특명전권공사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다시 친로파의 득세로 이범진이 주미 특명전권공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주미 특명전권공사는 민영환, 조민희 등으로 이어졌으나 본국 정부의 형편으로 한 나라의 외 

교관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주미 서리공사인 김윤정은 외부대신 서리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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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모든 서류와 재산은 주미 일본 공사관에 이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05년 12월 11일에는 대한 

제국 주불공사 민영찬이 국무부를 방문하여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임을 통보하며 조미수교 통상조약 1조에 

의하여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신임장이 없다는 이유와 또한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의 공식 태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고종은 또한 미국인 Homer Hulbert(1863~1949)를 미국에 보내어 기울어져가는 대한제국을 도와 달라 

고 하였으나 Hulbert가 미국에 도착한 1905넌 11월 18일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06년초 주미 조선공사관은 폐쇄되는 비운을 맞았다. 대한제국이 미국에 보낸 최후의 공문은 1906년 4월 

24일 상항지 진에 대한 고종의 위문 전보였다. 

조선왕국(1897넌부터는 대한제국)은 1888년 1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18넌간 워성턴에 주미 공사관을 설 

치하고 5명의 공사와 8명의 서리 공사가 외교활동을 벌인 셈인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부임일자) 

駐美韓國公使(주미한국공사, 1887~1905)는 다음과 같다. 

*1887년 8월 20일: 駐美全權公使(주미 전권 공사)에 朴定陽 박정양) 임명 

*1893넌 3월 12 일: 駐美參務官(주미 찹무관)에 李承壽(이승수) 임명 

*1895년 9월 29알 駐美特命全權公使(주미 특명 전권 공사)에 閔泳煥(민영환) 임명 

12월 13알 閔泳煥(민영환) 사임으로 徐光範(서광범) 임명 

*1896년 6월 20얄 駐美特命全權公使(주미 특명 전권 공사)에 李範晉(이 범 진) 임 명 

*1899년 3월 20알 駐美公使(주미 공사)에 閔泳煥(민영환) 임명 

*1901년 1월 30일: 駐美公使(주미 공사)에 李容泰(이용태) 임명 

3월 12일: 駐美公使(주미 공사)에 朴定陽(박정양) 임명 

3월 20일: 駐美公使(주미 공사)에 趙民熙(조민희) 임명 

*1905넌 5월 2일: 駐美公使館書記(주미 공사관 서기)에 金潤品(김윤정) 임명 

변수 — 한인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 
일찌기 개화파의 청년 행동대원으로 일본과 미국을 드나들던 변수는 1887년 메릴랜드 농과대학(메릴랜 

드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전신)에 입학하여 4넌 후인 1891넌에 졸업하여 한국인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 

생이 되었다. 여기에서 변수의 입국 경위와 메릴랜드에서의 생활 및 그의 짧았던 생애를 "아메리카의 풍운 

아(조종무)”를중심으로 되돌아본다. 

1883넌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을방문한바 있었던 변수는 제2차도미 직전에 일본에 망명 중인 

김옥균의 휘하에 있었는데 이 때 조선 정부 고관의 돈을 훔처 외국으로 달아나려던 민주호 등 2명의 청년을 

만나게 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신문물의 습득에 골몰하던 변수는 이들을 데리고 센프란시스코를 경유 워싱 

턴에 도착하였다. 1887년의 워싱턴의 주소록을 보면 변수의 주소가 1538 1st N.W로 적혀 있다. 그 때 학비 

없었으나 기숙사 및 식비로 연 160달러 정도 받았고 전교생은 군복을 착용했으며 교육도 군대식이었다. 

1887~1888년판 이 대학의 요람에 따르면 학생 수는 모두 46명, 그 중 외국 출신 학생으로서는 변수(Penn 

Su, Seoul Corea)와 민주호 (Min Choho, Seoul Corea) 뿐이었다. 그는 이 대학에 입학한 지 4년만인 18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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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학생과 같이 이학사학위(BS)를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자가 얼마 전까지는 서 

재필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로써 한국인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은 변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이 사 

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변수의 행적이 떳떳지 못한 데다가 그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일찍 죽 

었으며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대학 재학 중인 1890년 1월 미국 귀화신청을 한 

적이 있다. 워싱턴 DC 고등법원 시민권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음도확인되었다. 졸업을 앞둔그가농 

무부에 취직을 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졸업 직후 변수는 아직 시민권이 없는 신분으로 농무 

부 촉탁으로 들어갔다. 그는 90일간의 기한으로 “일본의 농업” 이라는 논문을 제출키로 계약되어 기한 내 

에 이를 완성하였다. 미 농무부 통계월보 제89호(1891년 10월)에 실린 그의 논문을 입수한 방선주는 그의 일 

본어가 정확하며 통계학적으로 다룬 솜씨가 동시대 같은 성질의 논문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 

다고분석하였다. 

일본농업에 대한논문을성공시킨 변수는 계속"중국의 농업”이라는데마로 연구비를받아 집필을하던 

중 열차사고로 객시를- 하는 비운을 맞는다. 1891넌 10월 22일 모교에 들렀다가 밤늦게 귀가하던 그는 칼리 

지 스데이션의 철로 부근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느닷없이 달려든 급행열차를 피하는 찰나 다른 기차에 부 

딪혀 사망한 것이다. 그는 1861년 출생이므로 한국 나이로 31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친 셈이다. 변수가 사망 

하자 그의 유품을 한국 측에 전달하느라 애맨 제독이 백방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변수의 무덤이 워싱 

턴 교외 애멘데일의 가톨릭 묘지에 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역시 방선주이며 이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영 

문이 새겨져 였다. 

"변수를 기넘하여 이 비를 세운다. 이 나라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에 속하였던 힌국-인으로 1891년 10월22일 

칼리지 정거장에서 철도 사고로 사망하였다.” 

비문은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첫머리에 한글로"벤수”라는글자가뚜렷이 새겨져 있다. 변수로부터 한글 

을 배웠거나 그가 남긴 메모지 등에서 그의 한글 이름을 찾아낸 미국인 친구가 그렇게 새겼는지도 모른다. 

하워드대 한인 유학생들과 서광범 

갑신정변(1884년)의 실패로 망명길에 오른 서광범은 이 시대로서는 워싱턴지역과 가장 관계를 많이 가졌 

던 한인이었댜 그는 1883년 보빙사절단 민영익 단장의 비서관(종사관)으로 워성턴에 발을 디몄고 갑신정 

변 실패 후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거처 워싱턴에 자리를 잡은 것이 1888년으로, 당시 주소록에 의하면 그는 

100713th Ave. N.W. 에 살고 였었으며 직업은 학생으로 되어있었다. 당시 워싱턴에는 민영익의 돈을 사취 

해 미국으로 도망 온 민주호, 윤정식과 변수(일본에서 합류) 등 3인이 영어전수학관에서 영어공부를 마치고 

변과 민이 메릴랜드 농대에 재학 종이었다. 민주호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고 변수와 서광범은 인 

종국에서 번역 등 잡일을 하면서 면학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한국사학논총, 방선주). 

서광범은 1891년 교육국으로 옮겨 논문 "조선왕조의 교육제도” 를 발표했는데 이 것이 교육국, 내무부, 하 

원 등 4종의 보고집에 수록되였고 불어로도 번역되어 불란서 잡지에도 수록되였다. 이 논문은 첫 장에서 조 

션의 위치, 지리, 역사등을 개관하고 역대 조선의 공예, 학문, 기술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주장하였 

댜 갑오경장으로 1895넌 1월 귀국길에 오른 서광범은 법무대신, 학무대신을 역임하다 이해 12월 주미 전권 

특명 공사로 임명받아 다음해 2월에 3번째로 워성턴에 발을 딛게 되였다. 박숭봉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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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광범은 본국 정부의 혼란으로 3개월 만에 다시 귀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워싱턴에 눌 

러 앉아 이른바 망명생활을 하다가 그해 8월 13일에 38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이 3개월 사이에, 서 공사가 할 수 였었던 외교활동은 거의 없었으나 재일유학생 집단도미사건이 벌어져 

서 공사 사망 후에까지 화제가 되였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들(1896년)에 따르면 경응의숙에서 수 

학중이던 조선학생 임병구(19), 이범수(24), 김현식 (27), 안정식 (23), 여병현(26) 등 6명이 미국으로 가기 위 

해 재일조선인 친목회금 70여 원과 은행예금 40여 원을 훔쳐 가지고 기숙사를 도망나와 카나다의 뱅쿠버 

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가지고 였던 돈들을 선임과 체류비용으로 모두 써버린데다 영어도 통하지 않아 곤 

경에 처하자 일본 영사를 찾아가 워싱턴의 서 공사에게 연락을 부탁했다고 한다. 서 공사는 이들을 워싱턴 

으로 데려다가 하워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였다. 따라서 이들 6명은 워싱턴의 첫 한인 집단 유학 

생으로기록될만하다. 

1896년도 하워드대학 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인과 하란사로 지목되는 여인과 여교사와 같이 찍은 

사진을 실었고 든 한 푼 없는 Corean 7명이 본 대학에 들어와 도움을 청하여 직간접으로 도왔다고 적혀 있 

다. 

한편 서 공사는본국의 소환에 불응하고 워싱턴에 눌러 앉아 있었는데 이들유학생들과 의친왕등은 거의 

매일 같이 서광범의 집에 모여 지내다가서 공사가사망하게 되었다. 후임 이범진 공사가서 공사의 장례식 

에도 참석하지 않고 공관원의 참석도 금하며 관에 씌울 태극기도 빌려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들 유학생들은 이 공사의 소환 운동을 벌였다. 

워싱턴의 서재필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한인 최초로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가 되었으며 조선의 독립과 민주 

주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송재 서재필(1864~1951)이 워싱턴에 발을 디딘 것은 1888년으로 조선 주미 

공사관이 정식으로 개설한 때였다. 서재필은 3년 전인 1884넌에 갑신정변의 실패로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 

께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던 바 미국인 홀랜 백 (Hollen Back)의 도움으로 힐맨 아케데미를 졸업하고 

취업차 워싱턴으로 왔던 것이다. 

워싱턴에 온 24세의 청년 서재필은 백악관으로 가 대통령을 만나 취직자리를 부탁하려 했으나 비서가 연 

방 인사위원회에 안내해주어 재용시험을 치렀다. 합격을 하고 재용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중 육군 군의 총 

감부에서 동양어 번역생을 구한다는 신문을 보고 그곳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였다. 당시 총감부 도서관 

에는 한문과 일어로 된 의학서적 약 5천 권이 였었다는 것이다. 청넌 서재필은 한문과 일본어에 능통하였 

던 덕으로 무척 안일한 일자리를 구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구한 청년 서재필은 시내에 있는 코코란대학에 등록하여 1년 동안 정규 대학과정을 밟았다. 코코 

란대학은 1884년에 콜럼비안대학교(조지워싱턴대학교의 전신)가 워싱턴 시내 동남쪽 15가와 F가(15th & F 

Street)에 새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해 오면서 워싱턴 시내의 공무원들을 위해 설립한 야간 학부였다. 정식 이 

름은 Corcoran School of Science and Arts of the Columbian University이 다. 

그는 1넌 후인 1889년 가을 학기부터 같은 대학(콜럼비안대학교)의 의학부에 입학하여 의사로서의 첫걸 

음을 밟았다. 그리고 1892년 3월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인으로 최초의 의학박사(M.D)의 학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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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서재필이 만 28세 때이댜 무척 감개무량하였을 것이다. 그야말로 파란곡절을 겪고 살아남은 검은 머리 

의 청년이 한국에서 양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양반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던 서재팔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새로운 군대를 이룩해 보려던 사관장 서재필이 미국에서 양의로 둔갑 

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서재필’을 쓴 이정식은 적고 있다. 

3. 워싱턴 지역 한인 독립 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지 

하와이 이민선 도착 후 고용계약이 끝난 한인 노동자들은 호놀룰루 또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시작함에 

따라하와이, 캘리포니아는자연스럽게 미주에서 최대의 한인 집단 거주지역으로 되었고 또한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변하였다. 당시 해외 한인들의 최대의 목표는조국의 해방이었으므로한인들이 많이 모이는곳은 

당연히 독립운동의 진원지가되었다. 미국동부보다는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지역적 잇점도 

서부가한인들의 집중밀집지역이 되도록작용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요 따라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구체적인 독립운동 

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국회나 대통령이 위치한 워싱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 

서 워싱턴에 거주하는한인들은 적었으나자연히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워싱턴에서의 독립운동은 이승만과 서재필의 활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중 특히 임시정 

부의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의 독립운동 활동은 한일합방에서 해방 전까지의 워싱턴 한인사를 

망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때를 전후하여 워싱턴에 체류한 한인들은 대부분 이승만과 직간접으로 관련 

을맺은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3·1 운동 전후의 독립운동 

경술국치 (1910) 이후 미주 한인들이 허탈에 빠져 있을 즈음 3명의 한인지도자가 나섰으니 그들은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이었다. 이들은 모든 미주한인들을 조직화하여 독립쟁취에 힘을 합하고 특히 독립운동자 

금의 원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당시 다른 나라의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미주 한인들에 미치지 못하 

였기 때문이었다. 3인의 지도자중안창호는교육, 박용만은무력, 이승만은외교로써 독립의 길을달리려 

했으므로 이승만이 워싱턴을 활동무대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황해도 평산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이승만(1875~1965)은 수차례에 걸쳐 과거에 낙방하고 배재학당에 들 

어가 신학문을공부한후 기독교를 믿고독립협회에 가입하는등 개화에 앞장섰다. 한때 정부타도를 획책 

했다는 황국협회의 무고로 투옥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민영환의 주선으로 풀려난 후 1904년 미국으 

로 건너와 미국정부에 일본의 한국침략 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조국에 돌아갈 의욕을 잃고 조지워싱턴대 컬럼비안 학부에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1905), 그는 여기서 2년 동안 영어, 미국사, 불어, 철학, 천문학, 경제학, 사회학, 고대 

어학, 서양사 등의 과목들을 이수했다. 이때 2살 연상이였던 전처 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7대 독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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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4세)가 이승만을 찾아와 1년여를 같이 기거하다가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크게 상심한 이승만은 학업 

에 전넘, 조지워싱턴대학을 마친 후 하버드에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 

위를 받았다(1910). 

1919넌 3월 1일, 한국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4월 17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발족되고 국무총리에 이 

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워싱턴에 체류하며 14가와 H St가 만나는 곳의 컨티넨탈빌딩에 사무실을 열 

였다. 당시 구미위원장은 파리에서 돌아온 김규식이었으며 이대위, 임병직 등이 외교업무를 수행해 나갔 

다. 이 당시의 사정을 당시 이승만의 비서로, 구미위원부의 직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임병직은 그의 희고록 

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윌슨 대통령은 이 박사의 요청인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그것을 일고의 가 

치조차 없다는 듯이 각하했다. 월슨 대통령은 한국 임시정부의 합법성 인정은 일본인에게 불안감을 일으키 

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본의 세력과 협조, 안정을 도모하려는 동양평화의 계획수립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이 국무부를 통하여 알려져 이 박사를 실망케 한 것이다. 이 박사는 그의 은사 

이며 세기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와 평화 건설자인 윌슨 대통령이 열강들의 세력균형을 위하여 한국 

의 독립을 희생시키려고한다는사실을 알고 적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이승만은 활동방법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시민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 

여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출판물을 통한 선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 

은 구미위원부 활동의 성과는 1919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19년 3월부터 1920년 9월까지 18개 

월간 미국신문에 약 9,000회에 걸쳐 한국문제가 게재되었으며 이 중 50회만이 친일적인 기사였고, 그 외는 

모두 한국에 대하여 깊은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는 내용이었다(독립신문 1921. 1. 15.). 

1921년 또 다시 한국 독립운동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그것은 11월에 세계평화를 위한 군비축소 

문제와태평양및극동정책을논의하기 위한국제회의가워싱턴에서 개최된다는소식이었다. 이 회의는미, 

영, 불, 이, 일 등 9개국이 회합하여 세계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문제를 희의 

에 상정시킨다는 목적을 관철하지 못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에는 기필코 한국문제를 회의에 상정 

시켜 독립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굳은 결의를 갖게 되였다. 안창호, 허정, 조병옥등은 이 회의에 대비하여 

의안을 짜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와 이번 태평양회의가 한국민의 절대적인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세계 열강들이 

한국문제에 대하여 추호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시 정부와 국민들은 커다란 실 

망을 하게 되였다. 1925년 3월 23일 임시정부는 그간 미주에서 외교활동에 전넘하던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 

면직하고 4월 10일 구미위원부 폐지령을 발표하였다. 

행정령 제1호로 박은식 대통령의 명의로 발표된 구미위원부 폐지에 관한 건에서 정부는 구미위원부 폐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였다. 

"구미위원부는 구미외교를 목적하였던 것이다. 전임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국무회의와 외무총장의 인준 

도 없이 비법적으로 설립한 후에 정부행정을 혼란시켰으며 외교도 매사 임의 처단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 

아서 한 조각 참고 건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폐지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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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정부의 폐지 명령에도불구하고 1928년까지 이승만은구미위원부를유지하여 나갔다. 이 당시 

워싱턴에는 김도연, 김현철 윤치영 등이 유학생으로 머물며 이승만을 돕고 있었다. 

이승만의 활약 — 2차대전기의 독립운동 
1937년 중일전쟁과 1939년의 구주대전의 발발은 그간 침체일로를 걷고 였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활기를불어 넣어 주었다. 한편 재미 한인들도 대일개전이 박두하여 오자새로운움직임을보였다. 

즉 1941년 4월 20일 국민회가 주동이 되어 해외 한족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지역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극 

둥지방의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8일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 한족대표가 모여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우리 독립운동의 진로를 협의하였다. 이 대회는 독립전선의 통일, 임시정부의 봉대, 군사운동, 미국 

방 후원문제, 대미 외교기관 설치문제, 독립운동자금 수령문제 등 9개 안을 결의하였고 각 단체의 연합기관 

으로서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한족대회에서 결의되자 임시정부는 1941넌 주미외교위원부를 워싱턴에 설치키로 하고 이승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대 구미외교를담당하게 하였다.1941년 8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수상처칠 

이 이른바 대서양현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임시정부에서는 이들 두 거두의 공동선언을 환영하면 

서 다시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및 군비협조를 요구하고 세계 우방 각 민족의 최후 승리를 위한 공동선언에 

참가할 것을 설명하였다. 

동년 12월 7일 드디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곧 한국의 

독립이 목전에 다가오는 일이었으므로 30여 년을 조국 광복을 위하여 활동하던 인시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가져다주었댜 임시정부는 그 이튿날인 12월 8일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 

전할 뜻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또한 1942년 초 주미외교위원부는 한미협회,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와 힘 

을합쳐 한국인의 단결과독립의 실효적 단계를취하기 위하여 한족대회를워성턴에 소집하였다. 2월 27일 

에서 3월 1일까지 워싱턴 라파이엣호텔 미러룸에서 열린 이 대회는 각 단체 대표 100여 명과 미국의 저명인 

사 100여 명이 잠가한가운데 개막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W.I.N.X 방송을 통하여 중계되는 등 미 매스컴에 크게 다루어졌으며 일반 미국시민에게 

지 대한 감명과 관심을 주었다. 

한족대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회 처소: 라파엣 호텔 워싱턴 디씨 

-대회 일자: 대한미국 24년(1942년 2월 27일, 3월 1일) 

-대희 순서: 

2월 27일(금요일) 

회원등록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저녁순서 7시 30분부터 

회 又。l-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호 

사 회 자 쩨 제롬 월리암스 한미협회 

개 회 사 주미외교위원부 부장 이승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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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국가 

워싱턴주 대의사 존 엠 코디, 공인애, 엡 삐 에스 평론가 

리차드 이톤, 아메리칸대학총장 에프 더글라스 박사 

민덕순 

2월 28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인만 모임 

회
 

장
 

김호 

독립선언문낭독 장석윤 

연 사 장기영, 송종익, 황창하 

결의문통과 

호후 3시 다과회 아메리칸대학총장댁에서 저녁 7시부터 

회 장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집행부 재무 송종익 

사 회 자 

독
 

위교위위원부 법률고문 죤 따부류, 스태커 변호사 

안숙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특파원 김용중 

저술가 강사 죠지 피취 부인 

4현금 독주 김우룻와이 

창
 

여
1
l
 

사 

여
」
 

사 필리핀 주둔위원 법률 고문부 부원 우갈태, 

전 대한제국 황실고문 서재필 박사 

3월 1일(일요일) 1919년 독립선언 기넘일 

회 장 이승만박사 

축 도 파운드리 감리교회 목사 에푸 삐 해리스목사 

국 가 김부인메리앤 

독립선언서낭독 

연 사 전한황실고문밀사호머삐헐벗 

중미 의약원조국부회장모리스 웰리암박사 

중국 주미대사 호적 박사, 전임 미국주차 카나다대사 젬스 

크롬웰(신한민보 제공) 

또한 이승만은 1942넌 7월 6일 동양과 미주한인들에게 방송을 했는데 그의 방송 연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승만이오. 대한임시정부 대표원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모 

든 민족들에게 두어 마디로 권면하며 격려하고자 합니다. 공화를 위하여 피를 홀리는 모든 친구들이여 저 

왜적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오, 낙심 마시오.저 왜적이 백방으로 거짓 선전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것입니 

다. 저희가 지금 전쟁을 이긴다고 큰 소리를 합니다. 저희 군사는 세계에 이길 나라가 없다고 자랑합니다. 

저희가 얼마 만에 세계를 정복한다고 떠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곧이 듣고 낙심 낙망해서 싸움을 말 

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중략) 우리의 목적은 왜적을 토멸해서 모 

든 민족이 다시 평화와 자유와 부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모든 연합국 군병들이 벌써 태평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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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만하여 물과땅과공중으로 덮여 나가는중입니다. 왜국의 경성에 벼락불이 떨어지기를시작해서 차차계 

속 진행할 것입니다. 속지 말고 용진하여 싸워 나갑시다. 왜적의 승리가 잠시뿐입니다. 공화 연맹국의 준비 

가주야로증진하는중이니 우리는 백배나용기를내어 자유를위해서 싸웁시다. 장래가우리 것입니다. 주 

저 말고 나갑시다.”(신한민보 제공) 

1943년 9월 27일 이승만이 영도하는 동지회가 연합위원회로부터 탈퇴하자 1944년 연합위원회는 별도로 

워싱턴에 외교사무소를 설치하고 총무에 김용중, 외교원에 전경무를 임명함으로써 위성턴에서는 서로 다 

른 두 개의 외교사무소가 생겨 외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1944년 5월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개편하고 전승을 목전에 두고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당시 

구미위원부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내무위: 황창하(위원장), 황사용, 성기원, 나재환, 김홍기, 장인명, 조대홍 

교육위: 임창영(위원장), 김현철, 배민수, 김진홍, 김계봉 

경제위: 김세션(위원장)， 유일한, 김준성, 남궁염, 최용진, 진처선, 신제임 

정치위: 임병직(위원장), 이병두, 한표욱, 박범구, 이매리 

지방신문에 난 이승만의 기사를 보고 한족대회에 참가키 위하여 워싱턴으로 왔던 한표욱(당시 시라큐스 

대학생, 전 주미공사, 주태대사)은 그의 저서 "한미외교 요람기”에서 당시 이승만의 활동과 그에 얽힌 에피 

소드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승만 박사는 비록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국무성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성취하지 

는 못했으나 그를 돕는 훌륭한 미국인 친구를 많이 갖고 있었다.” 

워싱턴의 변호사 존 w. 스태커, 허스트계 통신사 INS(후에 UP와 합병해 UPI가 됨)의 제럼 월리엄즈 기 

자, 미상원 전담목사 브라운 해리즈 박사, 미 국방성 oss의 책임자 프레스턴 굿펠로 대령과 헐버트 박사, 

스코필드 박사 등이 그들이다. 

이 박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의 기간에 두 가지 눈에 띄는 성괴를- 거두었다. 

첫째는 미국 내 한국인의 신분문제. 이 박사는 평소 한국인이 미국 정부에 의해 일본인으로 인정 받고 있 

는것을무척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 후미국민은 일본인을적성국민으로규정했기 때문에, 

힌국인이 덤으로 얹혀 당한 고초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이 박사는 비들 법무장관을 찾아가 열변을 토했다. 

우리를 코리언으로 대접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박사의 이같은 항의는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법 

무성은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일본 여권을 거둬 가고, 대신 미 법무성 발행의 신분증을 주었다. 이후 한 

국인은 우호적 외국인(Friendly Alien) 취급을 받았고 카메라 소지도 허용되었다. 

둘째는 미 육군전략처 (OSS)와 접촉해 재미 한국인 1백 명을 선발, 미국 특수부대원으로 훈련시킨 다음 일 

본의 후방에 투입하도록 추진한 것이다. 일본의 패전이 앞당겨 옴에 따라, 한국인 특수부대가 실전에 가담 

할기회는놓쳤지만, 대전이 끝난뒤 일본점령시기에극동에 배치되어 여러 가지 임무를수행한바 였다. 이 

때 oss요원중에는장기영, 이순용, 김길준등이 포함되어 였었다. 이 박사는 이즈음 임시정부의 구미위원 

부를 확대 개편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많은 유학생을 포섭했는데, 나는 정치.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었 

다. 42년 말부터 이 박사는 미국의 주요 도시 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디 너 파티를 열어 미국인을 상대로 설득 

캠페인을 벌였다. 나는 그때마다 파티의 테이블 하나를 샀다. 파티 자금은 한국인이 십시일반으로 사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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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였다. 하루는이 박사가위성톤의 링컨 기넘센터 부근에 있는벚꽃나무의 원산지를알아오라고지시하 

였다. 그 벚꽃나무는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동경 시장이 묘목을 보내 심은 것인데,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자 

일부 흥분한 미국인들이 이미 크게 자라 거목이 된 나무를 도끼로 찍는 불상사를 빛였었다. 미국 내무성은 

국민 감정은 이해하나, 나무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는 태도로 더 이상의 도끼질을 못하도록 경비를 했다. 

나는 이 박사가 시키는 대로 유학생 정운수와 함께 의회 도서관에 가서 일본 백과사전을 뒤졌다. 놀랍 

게도 일본의 겹사꾸라가 조선의 울릉도에서 왔다고 씌어 있었다. 이 박사는 이 문헌을 들고 내무성을 찾아 

가 포토맥 강변의 벚꽃을 재패니스 체리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코리언 체리로 부르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아 

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 후 내무성은 코리언 체리는 곤란하고, 그 대신, 오리엔탈 체리로 부르기로 했다 

고 회보해 왔다. 이 박사가 섭섭해하자, 당시 아메리칸대학의 더글러스 총장은 이 박사에게 “우리 학교 교 

정에 코리언 체리를 심읍시다.”라고 제의하였다. 이 박사가 심은 아메리칸대학의 벚꽃은 지금 거목이 되어 

서 있다.” 

이승만의 워싱턴 체재 중 빠뜨릴 수 없는 사람 중의 하나가 로버트 올리버 박사(당시 미국 식량행정처 

장)다. 그는 1942년 9월에 당시 67세이던 이승만을 만나 큰 감회를- 받고 이승만과 한국독립을 돕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는 그가 1978넌에 발간한 건국의 비화에 자세히 실렸다. 

1942년경에 워싱턴에는 김용중의 재미한인연합회와 이승만을 대표로 한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가 있었 

다. 이때 학생으로는 정운수, 한표욱, 한영보, 정기원과 김이라는 학생을 합하여 약 6명이 였었다. 이 학생 

들은 학교에 재학 종이 아니고 정부에서 동양인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일하고 였었다. 그리고 임병직, 이 

원순, 장기영, 김세션, 정한경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1927넌 미국에 유학 

을 왔던 최재창은 서재필과 이승만을 직접 만나 본 유일한 생존인물인데 그는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회 

고하였다. 

"서 박사를 수차례 만난 때는 해방 전후 그가 80~82세까지의 시기로 펜실바니아의 미디아시에 있는 그 

의 의료사무실과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그의 집에서였다. 연령에 비하여 무척 건강하며 쾌활하고명랑한 

태도로 나를 맞아 주었다. 그의 진찰실에는 현미경 둥 간단히 설비가 되어 있었고 책상 옆에는 왕진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가방을 보며 나도 빈 몸에 가방 하나 들고 미국와서 고학으로 의과대학을 마칠 때 

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서재필의 고학 얘기를 듣고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웃음을 찹을 수 

없었다. 내가 서재필과의 면담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남을 의지할 생각은 말고 자기 진로를 자기 손으로 

개척하라.’는 말이었다. 나 역시 이러한 개척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하고 의지를 더욱 다짐했다. 

서재필은 또 ‘사람이란 자기 개인 생활은 자기 힘으로 개척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일인데 어 

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자기는 아무런 생활 방편도 없이 남의 땀 흘린 돈을 빼앗아 민족을 위한다 

고 떠드는 일이 있는데 이는 비양심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하였다. 나는 도 1929년경 뉴저지에 

있는윤병구목사의 농장에서 이승만을만났는데 이승만은당시 52세였고 나는 23세로서 버지니아의과대 

학 학생이었다. 나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를 밀고자 이곳 농장에 일하러 왔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곳 농장에서 약 2주간을 머물다 떠났는데 농장 주인인 윤병구와는 나이가 비슷하고 하와이 

시절부터 이승만과는 독립운동의 동지였다. 이승만은 이때 독신이었고 보기에 온화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 

였으며 그는 주로 정치 특히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였는데 당시 나는 학생 신분으로 고학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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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없어 정치 얘기에 흥미가 없었다. 이승만은 당시 수수한 의복에 농구화를 즐겨 신었는데 해방 후인 

1948년 경무대로 이승만을 방문하였을 때도 농구화를 신고 있어 그가 농구화를 퍽 좋아하는가보다라고 생 

각하였댜" 

8·15 해방 직전의 워싱턴 한인들 

이 와중에서도 이승만은 끗끗하게 구미위원부를 이끌며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국회를 향한 대미외교 

에 전념하였다. 이때 이승만의 최대의 관심은 상해에 있는 한국의 임시정부를 미 정부로 하여금 한국의 공 

식적인 임시정부로 승인을 받아내는 문제였었다. 

당시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이승만의 대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표욱을 통하여 알아 본다. 

"1945넌 2월 얄타회담이 발표되고 소련의 옴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 박사는 루즈벨트 대통령 

과 국무성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항의편지를 보냈다. ‘나의 걱정은 소련이 한반도에 침입해서 공산정권을 

수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 해방위원회가 조직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소련은 폴란드에서도 그랬다시피 이를 거점으로 한국에 침공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 

는 길은 당장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뿐이다.’ 이 같은 이 박사의 편지에 국무성은 그때까지도 한 

번도 회답을 주지 않았다. 해방 후 훗날 나는, 그때의 국무성 문서철을 찾아 본 적이 있었다. 이 박사의 편 

지가 모두 보관되어 였었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너무 논쟁거리라 희답 안 보냄. G.M. 이라는 코멘트가 붙 

어 였었다. G.M. 이란 그 문서 취급자의 이니셜인데, 바로 조지 매퀸이 장본인이였다. 매퀸은 한국에서 일 

한 미국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청소년 시절 간직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 

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국무성에 근무하는 동안 재미 한국지도자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만은 사실 

이었다. 이 박사는 5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창립총회가 열릴 무럽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내용은 루즈벨트에게 보낸 것과 비슷했으나, 임시정부 대표를 준비총회에 업저버로라도 꼭 참가시켜 

달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었다.” 

며칠 후 트루먼 대통령은 록하트 국무장관서리 명의로 구미위원부 의장(Chairman of Korean Commis— 
sion)이 이승만 박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 왔다. 

‘알타회담에서 비밀협정은 없었다. 한국 독립에 대하여서는 카이로 선언에서 밝힌 대로이다. 한국의 독 

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엔 준비총회의 참가 자격은 따로 없다. 하지만 참가하는 다른 망명정부는 각기 

자국 영토 안에서 주권을 행사했던 정부이다. 한국의 임시정부는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직접 통 

치한경험도 없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나왔다. 당시 국무성의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일본의 패망 소식을 빨리 알 수 였었던 김세션은 제일 먼저 이승만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댜 

“이 박사는 마침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지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전문을 보여 드렸더니 

활짝 웃으면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줄 성명서를 작성했고, 오 

랫동안 우리를 도와 주었던 유명한 기자 제롬 월리임즈에게 영문 성명을 쓰게 했습니다.” 

다시 한표욱의 당시 회고를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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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있는 한인들은 모두 이 박사의 집으로 몰려 들었다. 이 박사는 임병직, 장기영, 나와 나의 처, 

그리고다른측근들과함께 일본패망소식에 거리로뛰처나와함성을지르는시민들을구경하며 워싱턴 역 

근처의 차이니즈 랜턴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접심을 먹었다. 이 박사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도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미국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에 

서 민족주의자와공산당 간에 피를홀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 때는그 말이 무슨뜻인지 잘 이해 

가 되지 않았지만, 6·25를 겪으면서 나는 이 박사의 혜안에 새삼 놀라곤 했다. 이 박사는 귀국을 서둘렀다. 

임병직이 주로 국무성과 접촉, 환국문제를 교섭했고, 나는 이 박사 곁에서 실무 준비를 도왔다. 이 박사는 

임병직에게 대령이라는계급을주어 국방성과의 접촉에서 연락장교구실을하게 했다. 그러나이 박사의 환 

국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였다. 국무성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이 박사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유는미국이 임시정부를승인하지 않은만큼, 임시정부대통령인 이 박사가귀국하여 기득권을주장하면, 

한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만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oss건으로 인하여 이 박사를 호 

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국방성은 그의 처지를 동정했다. 특히 굿펠로 대령은 앞장서서 이 박사의 환국 절 

치를 주선했는데, 반공주의자였던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 점령군 사령관에게 영웅으로서 환대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무성이 끝내 조건을 붙여 이 박사는 

임시정부 지도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환국할 수밖에 없었다. 1945년 10월 16일 조국을 떠난 지 33넌 만에 

이 박사는 미 공군군용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14 - 워싱턴지역 한인사 



제 2 장 

한인사회 형성기(1946rv1970) 

한인사회의 형성기는 1950년 전후에서부터 1970년대 이전을 말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개관(1949)과 

6·25 동란의 발발을 전후하여 워싱턴에 한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년대 전후에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4~5백 명의 한인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이때 생긴 한인단체들이 한인친목회, 한국유학생회, 한미 

부인회, 장학회 등이었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한 것도 이 시기이다. 

당시 한인들의 대부분은 거 리에서 한국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가워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동란 중의 조국 

걱정하며 엘리트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기대를 안고 지냈다. 이처럼 한인사회의 형 

성기는 6·25, 4·19, 5·16 등 격변을 맞아 모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자랑스런 한 

인들’ 이 주력을 이루면서 워싱턴 한인사회의 싹을 퇴웠다. 

1. 주미 한국대사관 개관 

해방 후의 주미한국대사관의 개관에 얽힌 얘기를 한표욱의 한미외교요람기를 통해 알아본다. 

한표욱은 이승만이 다시 귀국한 뒤 미시간대학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거의 끝내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 

을 무렵 이승만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귀국 계획은 당분간 보류하고 다시 소식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바란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 

다. 그런데 며 칠 후 다시 전보가 왔다. 

"장면 박사가 곧 주미대사로 가니 워싱턴으로 가서 장 박사를 보좌해 일해 주기 바란다.” 

장 박사는 1948년 12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한국” 이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파리의 유엔총회 

대표로 참석하고 귀국 중, 다음 1월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아 바로 워싱턴에 부임하였다. 이 박사의 지시를 

받은 나는 지체없이 워싱턴으로 왔다. 제일 먼저 장기영의 아파트를찾아가‘도대체 어떻게 외교관생활을 

해야 할지’를 상의하며 며칠을 보냈다. 장 대사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물자구매담당관(참사관)으로 유학생 

출신의 김세션이 임명되었다. 

장대사, 김 참사관, 한 1등서기관, 이렇게 셋이서 대한민국주미대사관을창설한것이다. 나는청소만빼 

고모든 일을혼자다 해야하는딱한 처지에 직면하였다. 당장 대사관 건물을구하고장 대사의 숙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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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공관은 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스태거 변호사가 워싱턴 DC 서북 5번 

가에 있는자기 소유의 컬럼비아빌딩 1층의 방 3개를재공하였다. 

한국대사관 업무시작 

가까스로 임시공관을 마련한 주미대사관은 엉성하나마 업무를 시작하였다. 김세션 참사관은 원면, 곡물 

수입 관계만 맡고, 모든 정무는 장면 대사와 내가 맡았다. 대사관의 1층 방 셋은 장 대사가 하나, 내가 하나 

쓰고, 가운데 방은 미국 여비서 2명이 사용하였다. 김 참사관에게는 2층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 주였다. 

공관의 집기는 원래 그 건물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썼다. 장 대사는 워드민 파크 호텔에 방을 하나 얻어 숙소 

로 정했고, 나는 뒤퐁 써클 뒤퐁 플라자 호텔 7층에 방을 얻어 집사람과 살림을 차렸다. 장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것은 1949년 5월 25일이었다. 장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영문)는 내가 직접 썼 

고, 그 제정사는 국무성보에 게재되었다. 당시 장 대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와 있었으나 몇 달 후 부인 

과 가족이 왔다. 대외 체면상 장 대사의 승용차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운전사는 위키라는 흑인이었는 

데, 어찌나 성실한지 4넌 후 그가 심장마비로 죽자 대사관에서 그의 조카를 후임 운전사로 쓸 정도였다. 

장 대사와나는 걸음마를 배우는자세로 열심히 일에 임하였다.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외교가의 파 

티에도 참석해야 했다. 파티는 장 대사와 함께 갈 때는 그의 승용차에 편승했지만, 혼자 가는 경우에는 택 

시를 타야만 했다. 이렇게 팔방미인(?） 노릇을 약 1년쯤 했을 때, 2명의 직원이 총원됐다. 최운상(전 주자매 

이커 대사), 오일육(오세창의 막내 아들)이 3등서기관, 구매관으로 이성범(현 범양사회장), 박원규가부임 

하였다. 

대사관 건물구입 

남의 건물을 임시로 빌어 쓰고 있는 주미 대사관의 딱한 처지를 잘 알고 였던 이 대통령은 49년 여름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사관을 구입하라는 훈령을 보냈다. 워싱턴 지리에 밝은 나는 틈나는 대로 복덕방을 찾아 

다니며 마땅한 건물을 물색하였다. 드디어 외교 공관이 운집해 있는 매사추세츠 23번가 세리던 서클에 위 

치한 3층건물을발견, 10만달러에 매매계약을성립시켰다. 바로지금의 주미 총 영사관건물이다. 원래 집 

주인은 프랭크 호건이라는 1920년대의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셰익스피어 컬렉션을 제일 

많이 소장하고 였던 사람으로, 건물 안에 도서관도 갖추고 있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뒤뜰에는 

진달래 꽃이 만발했었다. 우리는 원래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를 수소문해서 10만 달러를 더 들여 증축해 대 

사관과 대사관저를 한 건물에 마련하였다. 

2. 한국전쟁 발발과 한인사회 

6·25 동란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종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였다. 미국을 위시하여 

서방 세계는 남한을 지원한 까닭에 이곳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은 6·25를 치루면서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 

져 있었지만 그 역할의 종요성이나 숨가쁘게 돌아가던 상황전개는 실로 전쟁터나 다름 없는 긴박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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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서 6·25 발발 후 한국대사관의 옴직임과 극소수인 한인들의 가슴졸임을 들어 본다. 도다시 한표 

욱의 증언이다. 

6,25 동란 발발 

워싱턴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9시, UP통신의 워싱턴 지국 야근 기자인 도널드 곤잘레스로 

부터 내 집으로 전화가 왔다. 외교관 생활에는 파티가 많아 자주 저녁 외출을 했는데, 그날은 우연히도 집 

에 였었다. 거기에다가 아내도 임신 6개월이였다. 우리 부부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결혼 후 6년간 아 

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어 왔었다. 

곤잘레스 기자는 "당신 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아는 바 였는가?”라고 물었다. 순간 나는 곤잘 

레스 기자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곤잘레스 기자의 음성을 

들으니 , ‘진짜로구나.' 하는 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근거 가 있는 얘기냐?” 고 물었다. 곤 

잘레스 기자는 "지금 막 서울 발신으로 당신 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고 였다는 보도가 들어왔는데, 당신 정 

부로부터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기사는 바로 6.25 동란 발발을 제일 처음 세계에 알린 UP의 재크 

제임스 기자의 특종보도였다. 나는 더 상세한 보도가 들어오면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전희를“ 끊었다. 

나는 우선 이 정도로 장 대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매일 저녁 칵테일 파티다, 디너 파티다 해서 두세 군 

데를 다니던 장 대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약속이 없었던지 관저에 있었다. 20여 분 간에 일어난 

간략히 보고하고는 곧 공관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 밤 10시쯤 대사관저 에 도착하여 장 대사에 게 전화로 보 

고한 내용을 상세히 되풀이했다. 

장 대사와 나의 심정은 ‘침통’ 바로 그것이였다. 미 국무성의 연락을 받고 장 대사와 내가 국무성에 도착 

한 것은 밤 10시 40분경 이 었다. 러스크 차관보가 장 대사와 나를 밀실로 안내하였다. "방금 무초 대사로부 

터 전보가 왔는데, 북한이 남침한 것이 사실” 이라고 밝히고 "한국 정부에서 무슨 연락이 있는가?”고 물었 

다. 장 대사는 "없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러스크 차관보는 "우리 나 

름으로 대책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서울의 대사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도 무슨 연락이 였으면 알려 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마.” 고 약속하고 밀실을 나왔다. 장 대사와 나는 먼저 들어올 때 복도에 서 있던 기자 

들을생각하고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할지를상의하였다. 우리들이 만든답변 내용은북괴의 침범은우 

리의 도발 없는 침략행위(Unprovoked Aggression)이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였으며, 모든 전쟁 계획, 조정, 

지원을 소련이 했다. 미국은 시급히 군사적 직접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하고 밤 12시쯤 대사관으로 돌아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경무대로부터 온 국제전화였다. 내가 수화기를 들였다. 틀림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 

리였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많은 것으로 보아 긴급 국무회의가 경무대에서 열리고 였는 것이 아닌가 짐 

작되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필립, 어떠냐? 저놈들이 쳐들어 왔어. 우리 국군은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우리 힘으로 격퇴할 

수 였을지 걱정이다. 우리는 끝까지 씨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였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원조가 시급히 도 

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 장 대사 였느냐?" 75세 노인의 목소리치고는 힘이 였었다. 나는 대충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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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목소리만으로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의 음성에는 분명히 자신감이 엿보였다. 

장 대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요지의 지시가 있었다. 이것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통신이었는데 

이 대통령은통화의 끄트머리에 "정일권장군과손원일 제독에게 빨리 귀국하라고그래.”라고 일렀다. 당시 

정 장군과 손 재독은 워싱턴에 무기원조를 교섭하러 왔다가 귀로에 하와이에 체재 중이였다. 

3. 한인단체의 출범 

한인친목회 

한반도에서 6·25의 참화가 일어났던 1950년 봄 워싱턴에는 도합 22명의 힌국-인들이 살고 있었다. 대사관 

직원과 가족 7명, 교포와 학생 15명이 전부였다. 당시 한국정부의 구매관으로 대사관에서 일했던 박원규는 

모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인 6월 초순 어느 날 워싱턴 DC 내에서 전차를 타고 F스트리트에서 

내리는데 동양사람 젊은 남녀가 전차를 타려고 기다라고 있어 “한국사람이지요?"하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상대도 반가워하며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근처 음식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때 한국사람끼리 서 

로 만나는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젊은이들은 오레곤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이던 고병철과 그의 

부인인 한국계 2세 ‘루비’ 였다. 

힌국동포들은커녕 동양사람처럽 생긴 얼굴조차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웠던 50년에 워싱턴에 산한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과수원을 경영해 상당한 재산을 모아 영자 신문을 발간하던 김용중, 한미문화협회를 만들 

어 미국유학을 지망하는 모국의 학생들에게 미국대학 입학을 주선하던 김창순, 힌국의 장로교 장학생으로 

유학 왔다가 학업을 중단했던 강택모, 세탁소를 경영하던 민 모 등이였다. 학생으로는 고병철 이외에 양기 

백 안근, 전주만, 이종훈, 이춘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몇 명 안 되는한국인들이였지만한인들끼리 서로잘 연락도 안하는사이로 한국인을만 

나는 것조차 꺼려하는 한인도 있었다. 학생들과 한인들은 한결같이 대사관이 그들을 냉대한다고 불만을 드 

러내는 실정이었다. 이들을 만나 본 박원규는 자신이 20세도 되기 전부터 해외 생활를 해왔고 일제치하 때 

도미 유학하면서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온 경험을 회고, 시대가 변했다고 동포애도 사라져 버린 것을 

매우 허전해했었다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처럽 찬바람이 블던 워싱턴의 한국인들이 서로 연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모국 땅에서 일어난 

6·25 동란이었다. 물론 헌국：중란의 소식은 미국 신문을 통해 상세히 보도됐고 영화관에서도 한국전쟁 뉴 

스영화를 상영해 이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일과처럼 됐지만 자기 가족이나 고향의 소식이 다급 

한 한인과 학생들은 대사관에 연락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애썼고 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빈번 

해졌다. 

이해 8월경 대사관에는 최운상, 오일륙, 홍성욱 등 3등 서기관이 새로 부임해 왔고 또 다른 외무부직원 

3명도 훈련자 도착했으며 9월의 새학년 개학 때 4,5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입학해 와 워싱턴의 한국 

인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때까지 학생들과 자주 접촉해 온 박원규는 이들을 12월 9일에 모두 모이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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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는 대사관의 홍성욱과 구매사절단의 이성범, 학생들은 조지워싱턴대학의 고병 

철 이춘령 이종홑 아메리칸대학의 양기백, 전주만, D.C.사범대학의 안근 등 도합 9명이였다. 

다괴를 나누며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이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친 

목희를 조직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 일부 반대도 있었으나 다수의 동의로 ‘한인 친목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칙은 뒤에 마련키로 하고 우선 회장으로 가정을 갖고 있는 고병철을 뽑아 소집 책임자로 삼고 매 

주 토요일마다 모이기로 하였다. 이것이 워싱턴에서 처음 조직된 한인단체이고 뒷날 워싱턴 한인회의 모 

체가된 것이다. 

한국동란이 점차 치열해지는 데 따라 미 국방부산하육군 지도국이 과거 일본어로 되어 였던 한반도의 

지도를 한국말로 고치려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 아는 힌국」 사람 2,3명을 재용하는 등 51넌에는 워싱 

턴 지역의 교포 수가 50여 명으로 늘어나 매주 토요일의 모임을 매달 한 번으로 바꾸었다. 

이어 53넌에는회원수가장년만도 1백 명을넘어 회칙을마련해야된다는소리가높아져 이 단체의 이름 

을 입성턴 재류 한인회’로 바꾸기로 하고 회칙을 마련했다. 전문 8조로 된 간단한 회칙은 그 제1조에 명칭, 

이어 제2조에 "본회는비정치단체로서 교포들사이의 친목과복리를도모하여 우방국민들과의 친목을목적 

으로 함"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였다. 

사무실은 임시로 워싱턴 DC 내 19가 3200번지로 삼았으며 사무실 운영기관으로 위원 5인을 두어 그 가운 

데 1인을 회장으로 뽑도록 되어 였었다. 회원은 워싱턴 부근에 체류하는 한국계는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고 5조에 규정했다. 회비는 연 5달러, 이것이 워싱턴지역 한인사회 최초의 성문현법인 셈이다. 

10대부터 선거로 

당시 한인회의 희원들은 거의가한인교인들인 관계로 한인회와한인교회가 일심 동체로 거의 모든행사 

는 교회를 중심으로 합동으로 거행되였고 한인회 총회도 교회의 야외 예배 후에 계속하여 회장도 이 자리 

에서 뽑았다. 그러나 회장직을 모두가 사양하는 바람에 선거라기보다 억지로 자리를 떠맡기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희원들과 교회 수가 차츰 늘어나는 데 따라 총회도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열게 되고 1968넌도 10대 

회장 김동진이 선출됐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다. 10대 한인회까지 한인회는 별다른 잡음없이 회칙 

에 명시된 대로 친목의 구실을 총분히 다했다. 

1950년대 초 워싱턴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자기 집을 마련한다거나 자기 자동차를 산다는 것조차 거의 

업두도 못낼 일이였다. 당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유학생들은 모두가 고학생들인데다가 귀국을 전제 

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애당초 꿈도 꾸지 않았고 또 워싱턴 시내에는 전차가 다녀 그런대로 살만했기 때 

문이였다. 이러한 실정에 박원규의 가족이 1951년 5월 7일 워싱턴에 도착하고 1천5백 달러를 주고 중고차를 

샀으며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1만 2천 달러짜리 자택까지 마련했으니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일 

이였다. 애초에는 아파트를 얻으려고 나섰으나 2남 2녀를 거느려 식구가 너무 많다고 거절당해 하이얏츠빌 

에 방 3개의 독재 집을 얻었었는데 월세가 120달러로 이 돈이면 집을 살 수도 였을 것이라고 하여 1천 1백 

달러를 다운페이 한 뒤 월 110달러씩 내기로 하고 집을 산 것이다. 

이 때 박원규의 장남은 15세 였는데 비가 오는 날이 면 자꾸 눈물을 흘렸다. 당시 피 난 수도 부산에 남겨 두 

고온친구들을생각하면자기의 워싱턴 생활이 너무나과분했기 때문이었다. 박원규가한인들이 사이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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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도록 스스로 앞장서 힘써 왔고 서울서 뒤늦게 온 아내 이순영도 남들과 함께 허물없이 어울리며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 자연히 이들의 집은 당시 워싱턴 한인들이 모이는 센터의 구실을 했다. 

당시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려면 가장 큰 일거리가 김치였는데 이순영은 워싱턴 DC 안에 단 하나밖에 없 

던 15가에 위치한 일본사람의 동양식품점 하나우미에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갔다고 지난날을 회고하 

고 있다. 이처럼 서로 어울리기 시작했던 워싱턴 한인사회는 60년대 초 들어 한국인 인구 수가 5백 명 정 

도로 늘어났고 1년에 한 번씩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포토맥 강변의 벨 헤븐 공원에서 야유회를 여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상 되는 150명에서 200명 이 모이는 것 

이 보통으로 당시 한인사회 최대의 축제였었는데 17대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낸 고응표는 이 자리는 못 보 

던 새 얼굴이 눈에 띄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모두가 한 가족 같았던 당시 한인사회의 모 

습을알리고있다. 

당시 한인사회는 거의 모두가 가난했고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장 한인사회의 유지 처럼 대접 

을 받은 사람은 풀타임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한국인이였다고 고응표는 전했다. 당시 동양인의 이민을 가 

로막는 이민법이 업연히 살아 였었을 때이고 한국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1백 명 정도 

였으며 유학생들은 공부만 끝나면 바로 귀국해야 하는 신세였으니 신분과 생계가 모두 보장되는 직장이 그 

만큼위력이 있었던 것은당연했다. 

취직도 어려운 이때 이미 가게를 차린 한인사회 비즈니스의 선구자는 유학생 출신의 이회자로 59년에 이 

미 D.C. 내 펜실베니아 애브뉴 603번지에서 햄버거 가게를 연 것이 그것이다. 가게라야 넓이가 사람 키를 약 

간 넘는 9자 폭에 길이가 15자 정도의 구멍가게 중에서도 구멍가게였는데 영주권이 없어 미국인 친구의 이 

름을 빌려 시작한 장사지만 주위에 경쟁자가 없어 장사는 잘 됐다. 이때쯤 북버지니아 포트 벨보아 미 육군 

공병기지에 공부하러 온 한국군의 공병장교들이 주말이면 부대 안의 식당이 열리지 않아 아예 굶든지, 아니 

면 개밥을 사다 먹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이처럼 돈을 아낀 것은 귀국할 때 조금이라도 미제 물건을 더 많 

이 사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에 자리잡고 살게 된 한국인의 거의 모두가 유학생 출신들이었다. 53년에 도미 유학했던 서준 

택은 58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당시로서는새로운분야였던 경영학석사학위(MBA)를받았는데 당시의 유 

학생들이 모두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 미국에서 배운 것으로 기여해야지.’라는 강박관 

넘이 떠나지 않았고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객지 같은 심정이 떠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주변 사람들 

이 "집을 사면 손님 같은 기분이 없어질 것 아닌가?”라고 총고해 주어 그대로 해 보았으나 그것도 별 효과 

가 없었는데 한 20년쯤 살다 보니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순 미국 음식에 맛이 들더니 슬그머니 미국에 정 

이 들더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아버지가 "며느리감만은 미리 알려 달라.”고 신신 당부해 자신은 아메리칸대학을 나온 양숙희와 결 

혼할 때 그러한 당부를 지켰고 이러한 뜻을 미국에서 기른 자기 아들에게도 당부했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아들이 미국 여성을 데려와조심조심 결혼이야기를 꺼낼 때 가슴이 덜킥 내려 앉았으나바로 그 벽안의 며 

느리가 김치를 거침없이 먹고 만두까지 빚어 주는 게 그렇게 대견하고 정이 들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서준택은 한인회장으로 있을 때 한인회장 선거를 이사 3명이 하던 것을 직선제로 바꾸고 한인회의 비영 

리단체 등록서류를 영어로 만들어 총회에 부쳤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 3명이 “한국사람이 힌국팔}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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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창피하게 이게 뭐냐?”라고화를내 실패한 일이 였었다. 알고보니 이들은한국에서 사업차워싱턴에 잠 

시 왔던 한국인들로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한국인이 끼어 당연한 일도 망쳐버리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인 

데 이 바람에 한인희의 등록은 훨씬 뒤로 미루어져야 했다. 이때의 회칙개정으로 서준택을 뒤이은 10대 한 

인회장 김동진은 처음으로 선거제도로 뽑혔다. 

이러한 유학생들과는 달리 당시에는 보기 드문 이민여권을 갖고 도미해 워싱턴에 자리 잡은 한국인으로 

장대욱이 였다. 그는 미국이 맥카란 이민법으로 동양사람들에게 겨우 이민의 문호를 열기 시작하자 바로 이 

에 응해 이미 54년에 이민여권으로 도미했다. 오하이오주에서 대학을 나온 뒤 그는 시카고 뉴욕 등지를 전 

전하다 60년에 워싱턴에 와서 국회도서관의 사서로 취직, 워싱턴에 자리잡고 이민 7년여 만에 가족을 한국 

에서 데려와미국이민 이산가족의 한을누구보다도 먼저 심하게 겪었다. 

노진환의 3선 개헌 지지성명 파동 

잠잠하던 워싱턴 한인사회는 11대 한인회장 노진환이 모국 대통령 박정희의 3선 개헌안을 공개 지지하 

고 나서는 바람에 큰 홍역을 치루었다. 이때 그 자신은 탄핵, 제명됐을 뿐 아니라 이때부터 워성턴 한인회 

장과학생회장자리는본국정치에 진출하려는사람들의 발판처럼 인식되는경향이 생겼고그자리를노리 

는 선거 운동도 치열해져 워싱턴 한인사회가 정치바람에 휩쓸리는 계기가 됐다. 

노진환은 자기 친구 4,5명과 함께 또 하나의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선언, 한인사회의 여론이 분분했는데 

한인회 이사와 몇몇 유지들이 장시간 노진환을 설득, 결국 그가 후퇴키로 함으로써 겨우 사태가 수습됐다. 

후임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는 69년 9월 21일 워성턴 DC 내 16가의 윤리협회 (Ethical Society)회관에서 거행 

돼 로광욱이 경쟁자 이조원을 물리치고 12대 회장이 됐다. 이날 선거장에는 워싱턴 한인사상 가장 많은 4백 

여명의 한인들이 나와 선거관리 위원장인 최재창의 사회로 선거가 진행됐는데 두 후보가 각기 한인회 운영 

에 관한 소신을 밝힌 뒤 바로 투표에 들어갔었다. 

로광욱은 한인회의 회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규모의 확대와 조직의 강화를 위해 회칙을 개정키로 

하고 조성윤, 박계수, 임동규, 정준영, 안홍균 등으로 구성된 회칙개정위가 만든 초안을 기준으로 희 

개정하였다. 이때 한인회 명칭을‘워싱턴 재류한인회’에서 ‘워싱턴 한인회’로고쳤고과거에 8개 항이던 것 

15개 항으로 늘려 권리와 의무 규정을 추가했으며 18세 이상의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키로 하였다. 한 

인회가 부지런히 활동한 이해 12월의 한인사회 망년회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열렸는데 그때까지로서는 

가장 많은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한인회는 69년 11월 회보 창간호를 발간, 한인 

희의 활동과 한인사회의 동정도 알렸다. 

워싱턴 한인 유학생회 

한국사람으로 도미 유학한 사람의 수는 일제 때는 극히 드물어 1921~22학년도의 예를 보면 도합 68명 

뿐이였다. 이 숫자는 6·25가 일어났던 50~51학년도에 302명, 4·19가 일어났던 60~61학년도에 2,310명으로 

대체로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 대만, 일본의 뒤를 이었다. 일제시대 때부터 유학생들은 거의 미국 

의 서부, 중서부, 동북부 지방으로 집중돼 해방 후에도 워싱턴지방의 유학생 수는 다른 지역보다 적어 50년 

도에 양기백, 이춘령, 고병철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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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워싱턴에 한국대사관이 있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초청받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자주 들르 

게 되면서 워싱턴지역의 대학들이 점점 더 모국에 널리 소개되고유학생의 수가늘어나기 시작했다. 워상턴 

지역의 유학생수가 30명 정도 됐던 1955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학생회가 창설됐다. 박정수, 강희갑, 김정 

홑 박종기, 윤영교 등이 발기해 초대 회장에 박정수, 부회장에 김정훈이 선촐됐다. 

횃불 一 주소록 발간 시작 

학생들 간의 친목을 최대의 목표로 출범한 학생회는 일반 한인 모임인 한인회가 한인들의 수가 적어 자 

연히 활동이 소극적 이고 교회활동에 치중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생수가 계속 늘어 해마다 여는 연말 

파티는 점점 더 성황을 이루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워싱턴 한인사회 전체의 행사가 됐고 학생회가 워싱턴 지 

역의 힌국인 주소록까지 만들어 사실상 한인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활동을 펄처 나갔다. 또 학생회는 회지 

로 60년대 초에 월간‘횃불’을 창간, 회원들의 동정은물론 대사관과한인사회 전체의 옴직임도 알려 주는 

한인사회의 유일한 간행물로 그 구실을 다하였다. 

학생회가 만든 1958년도 주소록을 보면 학생 아닌 사람은 제2대 주미대사 양유찬과 주미공사 한표욱, 그 

리고한인으로는목사황재경과박원규의 이름만이 실렸을뿐이었다. 학생으로는아메리칸대학 43명, 조지 

타운대학 17명, 조지워싱턴대학 13명, 가톨릭대학 12명, 워싱턴선교대학 10명, 메릴랜드대학과 하워드대학 

각각 8명, D.C. 사법대학 6명, 그리고 한국정부가 미국에 보낸 정부연구생 17명 등 도합 138명의 이름이 실 

렸다. 뒤이어 학생회가 제5대 강희갑 회장 때 제5호로 만든 59~60넌도 주소록에는 머리말에 "종래와는 달 

리 교포와주미 힌국대사관직원 일동도포함시킨다.”고알리면서 각대학별 학생 주소와함께 대사관직원 

18명, 미국회 도서관에서 일하는 한인 3명, 미국의 소리 방송국의 8명, 일반 교포 16명 등 도합 174명의 워 

싱턴지역 한인들의 주소를 수록, 이때부터 학생회의 주소록은 한인 모두의 주소록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뒤 

이러한 학생회의 주소록은 워싱턴 한인사회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라 80년대에 한인회로 이관될 

때까지 꾸준히 발간되었다. 당시 학생회의 주소록은 아무런 한글 인쇄 시설이 전혀 없던 때로 모두 영문 타 

자로 이름과 주소 등을 치고 영문이름 밀에 한자 이름을 일일이 쓰는 식이였다. 

주미대사로 모국에서 한국동란 발발 직후부터 4·19 학생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장장 9넌 

17일 동안 장기 근무의 기록을 세웠던 양유찬은 경상도 태생으로 일찌기 보스톤에서 공부해 하와이에서 의 

사로 자리 잡았다가 기용됐는데 유학생들에 대해 유독 관심을 많이 쏟아 여권연장 시비로 학생들이 대사관 

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았던 당시에도 대사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했다. 미국에서 고학한 그는 

남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는 인간미를 갖추었고 다른 한국 공무원들과는 달리 상하의 구분없이 누구 

와도 터놓고 지내며 게다가 재담을 즐겨 기자들도 그의 말재주에 반해 버릴 정도였다. 

양유찬은 자기가 연설하러 나가는 자리에는 한국 유학생들, 특히 워싱턴지역에 많은 정치 외교학과 학 

생들을 초청해 함께 데리고 나가 미국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외교 현장의 한 모습을 실습시키는 기회까지 마 

련하기를 잊지 않았다. 고는 물론 영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키가 작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나가 

연설할 때는 발판을 깔고 올라서서 말을 했는데 재치였는 그의 이야기에 미국 기지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 

았다고 한다. 이즈음 워싱턴지역의 대학에서 공부했거나 한국 외무부가 연수생으로 워싱턴의 각 대학에 보 

냈던 초급외교관들 가운데 최광수, 이상옥, 최호중, 연히구\ 윤영교, 신동원, 박정수, 오세웅 등 여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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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뒷날 외무장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처럼 인기 있는 대사 양유찬이 해마다 연말이면 대사관저에 학생들을 모두 불러 베풀어 주던 떡국 파티 

는 한국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드물었던 당시의 유학생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최대의 잔치였다. 

김현태 · 이희자 — 유학생 결혼 1호 

1960년대 초 워싱턴지역의 유학생 수가 300명 션으로 늘어났어도 서로 왕래는 여전해 거의 모두 잘 아 

는 사이였는데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학생과의 비율이 한때는 20:1까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올 정 

도였다. 따라서 새로 여학생이 워성턴지역으로 유학오면 남학생들의 관심이 자연히 이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가 주소록을 만들면 여학생들도 함께 일했는데 남학생들은 주소록 제작을 돕는다며 나왔으 

나 여학생들을 만나 보고 그들이 해 주는 밥도 얻어 먹으려는 경우도 허다했다. 파티를 열어도 같은 현상이 

계속됐다. 이석희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망년회를 시작했는데 워싱턴 D.C. 내 코넥티컷 애비뉴의 중국식당 

에서 열린 파티장에는 대사관 직원 전원과 학생 등 300명이 몰렸다. 이 중에는 뉴욕에서 달려온 학생들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워싱턴과 뉴욕이 서로 왕래하는 관례가 생겨 크리스마스는 워성턴에서, 송년회는 뉴 

욕에서 하는 전통까지 세워졌다. 

파티뿐만 아니고 운동도 타지역에 가서 원정경기까지 할 정도로 학생회의 활동이 적극적이였는데 이석 

희 학생회장 때의 체육부장 이덕준이 앞장서서 만든 워싱턴 유학생 야구팀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시카 

고까지 원정경기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워싱턴으로 와서 하워드대학 경기장을 빌려 야구와 축 

구시합을벌여 젊음을즐기기도했다. 

유학생들의 남녀간의 균형이 크게 어긋나는 가운데 유학생끼리 결혼하는 일이 잇달았는데 50년대 후반 

에 김현태가 메릴랜드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2일 후 같은 대학에 다니던 이희자와 결혼한 것이 워싱턴지역 

에서는 유학생 결혼 제1호로 기록되었다. 김현태는 가톨릭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는데 오랜 고학 

생활의 후환으로폐병에 걸려 59년에볼티모어시 교회의 수용소에 수용되는불운을겪었다. 이 어려운시기 

에 부인이 햄버거 장사를 시작해 생활을 버티어 나갔고 뒤에 그도 이에 합류, 그에게는 ‘햄버거 김'이란 별 

호가 붙였다. 이들 부부는 70년대 들어 밀려들기 시작한 많은 이민한인들에게 장삿길을 터 주는 등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장사를 시작한 선배로서 한인업계의 대부 노릇을 착실히 해냈다. 

결혼한 유학생들은 애를 낳으면 한국말을 가르처야 된다고 누구나 강조하면서도 한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어 현실은 "나도 돈벌고 공부하기에 정신없는데 애들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가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자녀들이 성장한뒤 "왜 어렸을때 한국말을제대로가르쳐 주지 않 

았는가?"하고 원망을 듣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자기가 영어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자기의 자 

녀들에게는 모국어를 가르치기는커넝 아예 영어만 쓰도록 한 일도 이때부터 이미 싹렀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짝을 찾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대학 동창 등 미국 여성들과 결혼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시시피주 같은 곳에서는 백인은 아시아 사람과는 결혼을 못한다는 법이 남아있는 시대였 

고 메릴랜드주 대학근처에서조차흑인들은 방을 얻기가 어려운 때로서 인종의 갈등으로 미국인들과의 결 

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 었다. 반면 한국에 가서 결혼한 뒤 다시 돌아와 공부를 끝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귀국한 학생들이 모국에 주저 앉아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는 등 결혼 문제가 일생의 방향을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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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던 쪽으로 바꾸게 한 경우도 허다했다. 60년대 중반쯤 워싱턴지역 유학생들 가운데 결혼한 학생과 미혼 

인 학생의 비율은 약 반반 정도로 짐작되었었다. 이처럼 남녀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당시 ‘소포결혼'이라 

는 말도 나돌았는데 한국의 부모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골라 우선 사진을 보내고 이 어 본인을 미국에 보 

내 이 것이 마치 사람이 아니 라 소포를 보내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것은 과거 미국 

이민 선배들의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시대의 사진 결혼과 같은 것으로 이에 대해 이미 미국식 사고방식에 

젖은 유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코리언 타이거스 창단 

워싱턴 학생회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63년도에 학생들이 만든 야구팀 ‘KOREAN TIGERS' 학생회 체 

육부장을 오랫 동안 지낸 이덕준이 앞장서서 주장으로 뛰었던 이 팀은 미국팀과도 경기를 갖는 보기드문 한 

국 학생팀으로 첫 해의 전적이 8진 8패이던 것이 다음해에는 19전 7승 12패로 크게 향상됐다. 이 팀은 워싱 

턴에서 외국인들로 조직된 유일한 팀이라는 점에서 당시 워싱턴의 프로 야구팀으로 활약했던 업성턴 세네 

터스’ 의 매니 저가 학생팀을 워성턴 DC 스타디옴에 초청, ‘시카고 화이트 삭스' 팀과 시합을 갖도록 알선하는 

등 관심을 끌었다. 이 덤은 타지방에도 가서 입장료를 받으며 그 지방의 미국팀과 경기를 가져 그 지역 한 

인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50, 60년대의 워싱턴 DC는 범죄의 걱정이 별로 없이 살기 좋은 곳이였는데 유학생들은 16가와 파크로드 

가만나는마운트프레센트지역에 많이 몰려 살았다. 이 지역은이미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몰려서 사는워싱 

턴의 이색지대로 알려 진 곳이 었다. 이때의 유학생들은 이승만정권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학비를 3개월에 한 

번씩 180달러를 받는 것이 고작으로 자연히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고학생이였다. 때문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던 곳이 D.C. 의 공공도서관, 그러나 여기에서 일해도 1학점에 22달러 

씩 하는 학비를 벌기 힘들어 오세웅, 한광년 등은 낮에는 택시 운전으로 돈을 별고 밤에는 대학원 야간부에 

다니는 힘겨운 유학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유학생 자신들은 한국에서 유학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겨우 떠나는 힘겨운 자리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 

심과 엘리트 의식이 대단했다. 이들은 유학 와서는 돈도 없고 여권도 제한이 많아 공부밖에는 할 것이 없어 

너도 나도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할 정도였는데 막상 공부를 끝내고 귀국해 보아야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 

아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고 귀국을 포기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65넌도 

에는 워싱턴지역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박사가 많이 탄생한 해였는데 조지타운대학에서 김홈락, 동원 

모, 메릴랜드대학에서 김정건, 김재빈, 아메리칸대학에서 박정수, 이범준 부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현신 

애 등 7명이나되였다.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고난 뒤 귀국할 계획을 밝힌 졸업생은 박―이 부부뿐으로 3명이 이미 미국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로 됐고 1명이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며 1명이 미정으로 였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유학생들의 직장과 앞날에 대한 고민을 여실히 반영했다. 또 이들의 학위는 정치, 행정, 국제 

문제가 도합 5명인 데 비해 이공계는 2명뿐으로 워싱턴지역의 유학생들이 정치적인 학문 쪽으로 편중된 추 

세가 분명했고 이해의 졸업생 수도 박사 7명, 석사 6명, 학사 2명으로 다른 지역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보 

여 워싱턴지역은 이미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 특히 정치학 계통의 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들이 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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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는인상을주었다. 

62년도에 제7대 워싱턴 학생회장을 지낸 오기창은 조지타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인 위스칸신주의 마케트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장까지 지낸 뒤 85년 워성턴의 가톨릭대학의 부총장 

으로 20여 넌 만에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그의 워싱턴 복귀는 한국인 최초의 부총장이 탄생했다고 해서 화 

제가 되었다. 그의 부인 조봉완도 역사학으로 시키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메릴랜드 대학의 부학 

장을거쳤다. 

유학생회의 퇴장 

정치에 민감한 워싱턴지역의 유학생들은 5·16 군사혁명이 4·19 학생혁명을 말살해 버린 데 대해 분노하 

기도 했으나 박정희가 선거를 통해 민선 대통령으로 재집권하자 그 명분을 받아들여 그런대로 새로운 체제 

를 인정, 학생회와 대사관의 사이도 무난하게 유지됐다. 이에 따라 새로 워싱턴에 부임한 대사는 워성턴 한 

인사회 주력인학생들에게 초청장을보내 대사관저에서 저녁 대접을하는것이 관례처럼 됐다. 65년 3월6일 

내각수반 출신의 주미대사 김현철이 한국의 경제에 관한 연설회를 갖기로 하고 화부 한인교포회와 학생회 

가 공동명의로 교포, 학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모임에서 교포 회의 신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도 아울러 가질 정도로 일반 한인들과 학생들의 사이에는 별 구분이 없었다. 

학생회지인 횃불'은 이 강연의 전문을 게재하였고 반면 학생회는 회지 발행이나 체육회 개최비, 정기총 

회비 등의 예산을 ‘재외국민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사관에 신청해 이 돈으로 학생회가 유지됐다. 안홍 

균이 10대 학생회장이던 65년 3월 학생회가 대사관에 신청한 그해 상반기의 예산은 도합 1,050달러였는데 

대사관 지급분 이외에 기부금, 학생회비 등 도합 650달러를 가산해 총예산 규모는 1.700달러였다. 내역은 

회지 횃불의 간행비가 660달러, 심포지움 비용이 510달러, 배구, 탁구, 야구, 정구 등 갖가지 운동희 개최 

비 530달러 등이다. 

워싱턴지역의 학생회가 대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65년 5월 모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존슨 미 

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워싱턴에 올 때 잘 나타났다. 당시 5월 8일자로 ‘와성톤지방 교포회 학생 

회’ 명의로 ‘교포, 학생 제위’ 앞으로 보낸 초청장은 다음과 같은 글귀로 되어 있었다. “내주 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건국후두 번째의 공식 방문차워싱턴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5월 16일 ‘윌리암스버그’에 도착 일박 

후, 17,18 양일에 걸쳐 워성턴에 체류하며 미국 고위층과 회담을 갖게 되였습니다. 특히, 5월 17일 정오 12시 

에 박대통령은존슨 대통령과동도, 펜실바니아스트리트에서 파레이드를한후 영빈관‘부레어 하우스’에 

들게 되였읍니다. 이에 와성톤에 거주하시는우리교포, 학생 제위께서 이‘파레이드’에 나오셔서 우리 국가 

원수의 내방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대미국 외교활동에 정신적 지원을 보내도록 여러분께 요망합니다.” 

이 안내장은파레이드의 일시와장소를 5월 17일 정오부레어 하우스앞이라고 밝히며 한인들의 많은침 

여를촉구했다. 

이때 학생회는 모국의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의 현황을 설명하고 여 

권수속의 간소화, 외환의 관대한 조치, 귀국 후 취업대책, 모국 도서의 원활한 공급 등 평소 쌓여온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일관해 호소했다. 이처 럼 워싱턴 한인사회의 주력으로 활약해 온 학생회는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민바람으로 일반 이민들이 몰려들어 한인사회 자체가 숫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데 따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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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한인사회에 대한학생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였을뿐 아니라그들이 다니는 대 

학에도 이민온 한인들의 자녀들이 진학, 그 수가 계속 늘어나자 자연히 학생들의 사회 자체도 변질되어 갔 

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학생회가 조직되거나 강화되고 워싱턴지 역 전체 유학생들을 대표하던 학생회는 자 

츰 기능이 약화돼 86년도 이후에는 명맥이 끊어지고 그들이 유지해 온 워싱턴 한인사회의 주소록 발간 업 

무도 85~86넌도 한인회에 넘 기고 4반세기 에 걸친 활동을 마감하였다. 

워싱턴 지구 한국 유학생 역대 회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55~56 박정수(사망) 66 조웅규(한국) 75 손병찬(한국) 

57 윤영교(사망) 손동원(한국) 76 현종민(한국) 

58 김정훈(LA) 67 김정원(한국) 77 강철은(한국) 

59 박동선(워싱턴) 68 이응환(한국) 78 장영환(워싱턴) 

60 강희갑(워싱턴) 69 유병환(LA) 79 김연환(워싱턴) 

61 이석희(사망) 70 김태홍(한국) 80 강길로(워싱턴) 

62 오기창(워싱턴) 71 윤해구(한국) 83 이정락(워싱턴) 

63 정인택(사망) 72 김주영(한국) 84 이영미(워싱턴) 

64 조창현(한국) 73 이현민(뉴욕) 85 홍귀철(워싱턴) 

65 안홍균(워성턴) 74 마동성(한국) 86 김영찬(한국) 

한인학생회 

워싱턴 일원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주립대와 각종 유명 사립대가 많아 한인학생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학생뿐 아니라 1.5세대와 2세대 등 차세대의 수가증가하며 한인학생 층은유학생 층과동포학생 

층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한인학생들은 대학별로 유학생 모임과 동포학생 모임으로 나뉘거나 함께 모임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명실상부한 전체모임은 2001년 12월 워싱턴 지역 7개 대학, 대학원 한인학생으로 구성 

된 워싱턴 한인학생총연합회(WUKSA, Washington D.C. United Korean Student Association)가 결성되며 

나타났다. 2004넌 현재 이 모임에는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 아메리칸대, 조지메이슨대, 메릴랜드대,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칼리지 오브 아트, 존스홉킨스 국제학 대학원 등 7개 대학의 한인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 한인학생총연합회는 유학생과 1.5세대 등이 찹여한 학부(대학) 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 등으 

로 구성됐으며 교내에서 한국 관련 심포지업,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다음은 한인 학생 총연합회 및 각 학교 회장단이다. 

>워성턴 한인학생 총연합회: 박재성 회장, 윤상희 부회장(이상 대학원)， 나종봉 회장, 스텔라 정 부회장(이 

상학부) 

>조지타운대 한인학생회: 유현주 대학원 회장, 김경우 학부 회장 

»조지워싱턴대: 양창훈 대학원 회장, 강선희 학부 회장 

》조지메이슨대: 장수덕 대학원 회장, 나종봉 학부 회장 

>아메리칸대: 박환범 회장 

»메릴랜드대: 양승열 대학원 회장, 존 김 학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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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 국제학 대학원: 김지강 회장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칼리지 오브 아트: 신보라 회장 

>고문: 전철욱, 안정민, 박상준 

한미부인회 

(1984넌에 한미부인회 명칭을 한미여성재단으로 변경) 

워싱턴지역에서 한인회 못지 않게 오랜 역시를스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인 단체가 있다면 40여 넌의 역사를 

가진, 1963넌 7월 7일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 6명이 모여 발기했던 한미부인희를 들을 수 였을 것이다. 당시 

의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요, 세계정치의 1번지일 뿐, 거리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동양인들 

에게는 이방지대였다. 이처럽 낯설고물선 객지에서 오로지 동포가그리워 한곳에 모였던 한인 여성들은 

전 에드워드를초대 회장으로뽑고 이 모임을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모임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 보자고 모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이 미국 정착기에 겪은 고통을 

그들의 뒤를 이어 워싱턴지역에 와서 살게 될 젊은 한국 여성들이 또다시 겪지 않고도 미국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였었다. 이러한 한국 여성들의 모임이 발족된 것은 미 전국에서 

도 워싱턴지역이 가장 앞섰다. 

전 에드워드초대회장시기에 이 여성단체가분명한목표를설정하고출발했던 것은 워성턴 한인회가친 

목단체의 성격으로출발, 오랫동안그러한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는좋은대조를이룬다. 미국사회 

의 좋은 접 가운데는 서로 돕기와 봉사 정신을 빼놓을수 없다. 이들 한국 여성들이 어떤 다른 한국인들보다 

도 앞장서서 이러한 장점을 본받아 이를 실천에 옮긴 선구자인 것은 분명하다. 초대회장 전 에드워드는 발 

족 당시 막상 단체는 만들였으나 모든 게 막연하고 앞날에도 어두운 장막만이 가로 놓여 있어 과연 이 모임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내다보기 힘들었다고 뒷날 토로하였다. 

그러나 발족 초기부터 회원들은 서로 외로움을 달랬고 도운 것은 물론 오갈 곳 없게 된 한국 여성들이 한 

국대사관에 찾아와어려움을호소했을때 이들을맞아적극도와주기를주저하지 않았다. 또옷가지를모아 

병원에 전하고 자원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식 사회봉사 활동도 적극 펼쳤다. 이들이 쌓아 온 미국사회 

참여의 귀중한 경험은 70년대 들어 미국 이민 바람으로 워싱턴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커다란힘이 되였다. 자신이 초청해 데려온 가족들뿐만아니라다른모든한국 이민들의 미국 정착을도와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영어 통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마련, 장보 

기, 살림장만, 자동차운전면허, 직장주선 등 초기 이민에 다급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였다. 

유학생 출신의 이기춘은 1967년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와 보니 소수의 유학생,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한미부인회는 두드러진 존재였으며 한인사회의 모범이었 

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70년대 이후 업청나게 늘어난 워싱턴의 한인 이민사회는 이 단체 회원들의 희생 

과 봉사가 아니였더라면 그 성장이 한결 더 힘들고 더디었을 것이라며 이들이 한인사회 전체에 기여한 공 

높이 평가하였다. 

70년대 초에 이미 워싱턴에 자리잡은 한인 노인들 중에도 이들이 부모들을 위한 추석 잔치를 마련하는 

등 노인들을 대접하려고 꾸준히 애쓴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한인사회의 행사가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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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단체의 창시자인 전 에드워드를 비롯해 준 도슨 등 리더들이 앞장서서 노인들을 모두 자기 차에 태 

우고 일일이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을 두고두고 고마워하고 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은 생활의 기반을 잡기 

위하여 밤늦도록 일하는 것이 보통이였고 자기 부모들을 모시고 다닐 만큼 시간이나 지동치어] 여유가 없 

는실정이였다. 

한미여성재단 여성보호소 설립 운영 

한미부인회는 발족된 지 20년이 막 지난 1984년 3월 19일 이름을 한미여성재단(OKAW: Organization of 

Korean-American Women)으로 바꾸어 이 모임의 성격을 더욱 선명히 내세우며 미 연방정부에 봉사와 교 

육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등록,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발하였다. 이때 마련한 이 단체의 사업은 (1)불우한 여 

성들을 위하여 핫 라인’ 무료전화를 가설, 상담해 주는 일 (2)남편의 학대로 집을 나온 여성들을 위하여 보 

호소를 만들어 돌보아 주는 일 (3)교육 문화 프로그램 마련 (4) 영 어강좌 개설 (5)한국에 였는 혼혈아들의 미 

국 이주지원 등 한인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었다. 

이 재단이 ‘핫 라인’ 전화를 많이 활용하도록 호소해 한글과 영문을 섞어 만들었던 전단의 내용은 이 여성 

들의 마음을 간략하게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전단은다음과같다. “한미여성 여러분께, 이민생활에 의문 

이나 걱정있을 때, 혹은 말친구가 필요할 때 전화해 주세요. 1-800―527-0KAW(무료전화)” 한미여성재단 

(구한미부인회)은 1989년 1월 그동안 회비와 갖가지 모금행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모아온 돈 4만 달러를 들 

여 북버지니아 데일 시티에 여성보호소를 마련하였다. 이 모임에 참여해 온 수백 여명의 회원들이 오랜 세 

월 동안 꿈꾸어 오던 집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 단체 자체의 회관은 업두도 

내지 못하고사무는 역대 회장들의 집을전전하는보따리 살림이고 800번 전화도 회장의 집에 설치하는불 

편을견디어 가면서도남들을돕기 위한집부터 먼저 마련한것이었다. 

한미여성재단은 1993넌 4월 17일 창립 30주넌 기넘행사를 갖고 그동안에 성취한 실적을 축하하고 새로운 

앞날을 다짐하였다. 애리조나주 튜손에서 사는 초대회장 전 에드워드는 이 자리에 축하의 편지를 보내어 애 

초에 막막하게 출범했던 이 모임이 이제 미국의 수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까지 여러 회원들이 바친 

희생과노력을높이 찬양, 많은한인들에게 새삼지난날의 감회를되새기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워싱턴에 

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한미부인회의 시범은 그 뒤 미 전국으로 번져 자신이 방문하는 여러 지역마다 한국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였다며 워싱턴의 여성들이 미 전국의 이민 

사에 기여한 공을 크게 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의 영향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에까지 미쳐 

그 활동이 눈길을 끌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창립 30주넌 기넘행사에는 많은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하였고 현국디]사관의 공사 반기문과 총영 

사 권종락도 축사를 보내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아울러 미 육군 범죄수사대 사령관인 피터 베리 소 

장이 한국 근무 당시의 경험을 섞어가며 축사를 했는가 하면 북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의 군수 탐 데이비 

스도 찹석, 이 단체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날 3번이나 회장직을 연임하는 캐렌 케이터는 세상이 모두 변 

하는 가운데도 이 모임이 30년 전에 마음 먹었던 초지를 일관,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것이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도 이를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해 많은박수를받았다. 

이 잔치에는 회원들의 남편인 많은 미국인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물론 미군 의장대가 미국기를 들고 

28 - 워싱턴지역 한인사 



입장하는가 하면 행사가 영어로 진행된 것이 다른 한인사회의 행사와는 크게 다른 점이었다. 다른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혼혈아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 12가구 30명을 미국으로 데 

려왔다. 이후에도 계속 불우여성보호처소 건립·운영 기금을 모으고 아메라시안(혼혈인)들을 위한 스폰서들 

올구해 40여 가족의 미국 이주를 지원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혼혈인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부여 

하도록하는 법안의 미 국회 상정이라는첫관문을통과, 이 법안의 통과를위한운동을전국적으로 별이고 

였다. 회장실비아패튼은"국제결혼 여성들은 이민 백 년을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한사람들이다.”고 

힘 주어 말한다. 이는 업 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재단은 2003년 4월 창립 40주년 

기넘행시를 갖고 과거의 실적을 뒤돌아보고 축하하고 미래를 다짐하였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재단의 40주 

년을 기리는 기넘선포를 하여 재단의 성취와 공현을 축하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여성 상담소‘희망의 집’을통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보호하고 피해자가필요로 하 

는 정부기관에 연결해주고 무료상담과 무료변호를 알선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협과 곤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였도록 도움을 주고 였다. 

2004년 한인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세칭 ‘오 브라이언(O'Brien)사건’으로 추방 위기에 처한한인여 

성을 구명하는 법동포적 캠페인에 앞장서 참여, 이 여성의 석방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 

부하며, 이어 2005년 한미여성재단 회장에 선출된 노라 스탬퍼 회장은 창립 이래 역대 회장단과 회원들의 

업적 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더 알찬 재단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 자원봉사, 

상담원 교육 세미나, 경찰보호 세미나, 가정폭력예방 세미나 등에 참여하거나 이와 같은 행사들을 주최하 

거나 성원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한인사희에서는 ‘웅담 함정수사사건’으로 알려진 함정수사로 미국의 수럽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 

한 법규들을 몰라 많은 한인들이 법에 저촉 처벌을 받게 되자 여성재단은 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항의서 

한을꾸준히 보내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미국 법에 대한무지로 인한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 

는 뜻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관한 세미나를 한미여성재단, 버지니아 수럽국, 북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 

주최로 갖기도 했음은 워싱턴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에도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재단은 철저한 회원들의 회비제로 운영되며 여성보호소의 기금도 마치 자기 집 살림을 알뜰하게 꾸 

려가듯 회원들과 특히 역대 회장단이 오랫동안 치곡치곡" 모아온 돈으로 ‘큰 든’을 마련했다고 한다. 여성재 

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활동영역을 넓혀 미국 전국과 전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 재 

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톤 여성회 

워싱톤여성회는 1982넌에 창립된 여성단체이다. 초대 회장에는 워싱턴의 올드 타이머의 한 사람으로 한 

미부인회 회장, 워싱튼 한인회와 미주 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등을 역임했던 수영 위테커(임수영)을 선출 

했다. 워싱톤여성회는 단체의 목적과성격을‘문화와장학'사업으로 실정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로 삼고 발족하였다. 회원의 자격도 정규 회원으로는 미국 

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여성이나 외국여성, 그리고 정규회원 

의 딸들로 규정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반 한인여성들도 포함시켜 종래의 개넘보다 그 범위를 넓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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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었다. 

여성회의 첫 사업으로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한미 미스 주니어 패전트"를 주최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문화사업으로는 한국민속화가 이한동과 동양화가 이옥동을 한국에서 초청하여 미술전 

시회를 가졌다. 기금모금 쇼를 갖고 수익금을 알츠하이머 (Alzheimer) 단체에 기증했으며 그 이외에도 여성 

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기넘행시를- 7}졌고 케네디 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연세 트리오를 한인들과 미국 

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여성회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출신 미국인들(Asian-Pacific American)의 전 

통 문화 친선행사에도 참여했고 한국전 참전기넘비 건립기금이나 스미소니안 한국유산보존기금 모금에도 

앞장섰었다. 창립 이래 여성회는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돕기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했는데, 예로서 2001년 9·11 사태와 2002넌 힌국의 홍수로 인한 피해자들 돕기 참여와 2005년 여 

름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모금활동에 열성적 

으로찹여했다. 

2003년도에는 여성회의 활동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 정식으로 IRS에서 501(c)(3)의 비영리단체로 허가를 

받았으며 명칭도 Washington Korean Women's Society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 여성회가 추구 

하는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재확인했는데, 첫째는 미국 속의 한국 문화증진 홍보와 보존을 위한 활동, 둘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과 한인계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 셋째는 새로 미국에 도착한 여성회 회원 

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사회에 잘 적응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들이다. 

워싱톤 여성회는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자축하고 기넘하는 기넘사업의 일환인 한국문화 상징 조형물 

건립과 워싱턴지역 한인사 편찬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참여했으며, 여성회는 힌국어]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 

들에게 장학금으로 일 년에 4,000불씩 송금하여 혼혈인들의 교육을 돕고있다. 

문화사업으로 계획 추진했던 행사는 2006년도 4월 2일과 9일 양일 간에 걸쳐 가졌던 음악회다. 이 음악 

회의 목적의 하나는 한국 동두천에 있는 Amerasian Christian Academy에 속한 10여 명의 훈혈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있었는데 이를 위해 지역 유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필 

하모닉 (Washington Metropolitan Philharmonic)과 공동주최로 모금 콘서트를 4월 2일에는 Church of the 

Epiphany에서 4월 9일에는 NOVA 대학 Rachel M. Schlesinger Concert Hall에서 가졌는데 모자르트의 진 

혼곡(Requiem) K. 626과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의 애국가와 힌국흰성곡-(Korean Phantasy)이 소개되였으며 

한인 소프라노 박미용과 바리톤 김학준 등이 출연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필하모닉 지휘자 Ulysses S. 

James가직접 지휘한이 음악회에는수백 명의 한인들, 미국인들은물론그밖에 많은음악애호가들이 참 

석 성황을 이루었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상기 혼혈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졌다. 음악회를 위하여 

혼신을 다했던 회장 숙자 나이드렁거와 준비위원장 양은숙은 "워싱턴 여성회의 회장단과 회원들은 이 음악 

행사를 마음 벅찬 기대를 갖고 준비했으며 한인 동포사회와 미국과 그 밖에 친구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 

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워싱턴 여성회의 연종행사는 봄철 회원가족 야유회와 12월에 였는 크리스마스 Dinner Banquet이다. 여 

성희는 뉴스 레터를 매월 영문으로 발간하고 매달 월요회를 가져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든독히 하는 일과 

저명한 한미인사들을 초청하여 전문가들의 지식을 제공받아 자아 발전에 노력하고 였다고 회원들은 여성 

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한다. “이제 여성회는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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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본회의 설립자 겸 초대 회장 수영 휘데커는 힘주 

어말한다. 

창설 이래 20여 개 성상(星霜)을 거치며 그간에 이룩한 성취와 업적을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현 

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온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여 한인 공동체와 한국과 미국 

사회에 계속 유익을 끼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한D|장학재단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에 와서 공부한한국유학생들은거의 모두가고학생들이었다. 이들을도와장 

차 모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자는 뜻에서 60년대 말에 워싱턴지역에서 시작됐던 장학사업은 마침내 

미국의 전국 조직으로 기반을 굳혀 갔다. 

장학회는 워싱턴의 원로 박원규가 시작했으나 그 뒤 유학생 출신의 한인들이 후배들을 위해 적극적으 

로 참여한 것이 커다란 원동력이 되였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좀처럼 찾 

아 보기 힘든 일로 워싱턴 한인사회가 미국의 모든 한인사회에 남긴 훌륭한 업적의 하나이다. 선배 유학생 

들이 이처럼 후학들을 위해 힘을모으게 된 것은자신들이 바로 고학생 출신이였던 것이 결정적 동기였다. 

제7대 장학 회장을 지낸 서준택은 자신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 

했는데도 4학년 마지막 학기에 12집을 더 취득하는 데 필요한 120달러가 없어 앞길이 캄캄했던 지난날 

두고두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그가다니던 교회의 목사가찾아오더니 주머니를모두 털어놓는 데 1달러 짜리가 여기저 

기서 쏟아져 나왔다. 알고 보니 이 분이 그의 딱한 사정을 교인들에게 알려 이들에게서 한 푼 두 푼 모금해 

준것으로 그는 이것으로 겨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때의 고마움이 너무나 뼈에 사무처 그는 뒷날 한국 학생 

위한 장학사업에 적극 앞장서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유학생 출신의 이석 

희와 김재욱이 각각 1만 달러의 큰 돈을 낸 것도 꼭 같은 이유에서였다. 

장학재단의 발족 : 워싱턴지역 한인학생회는 67년 12월 5일 워싱턴 시내 팀스터스' 회관에서 망년회 겹 

장학금 기금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뉴욕지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음악가들 가운데 정명 

화, 김영욱, 백건우, 김선길, 김남윤등을초청하였다. 음악회는크게 성공했으나순이익은 325달러뿐이었 

댜 학생회장 이응환은 당시 학생회의 고문이던 박원규에게 음악회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장학회를 조직해 

달라고부탁했다. 

박원규는 한인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고학하는 자기 동료들을 도와 주려는 갸륵 

한 마음씨에 감탄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바로 한인사회의 몇몇 유지들과 연락해보니 모두가 한결같이 찬성, 

뜻을 함께하는 박원규, 계은순, 김응창, 박관부, 이성호, 이웅환, 최순복, 최제창 등 8명이 68넌 2월 16일 한 

국식당 서라벌에 모여 만장일치로 ‘재미 한국학생 장학회’를 만들었다. 창립 이사들이 도합 2,700달러를 기 

부했고 한인 유지들 중에서 전규홍, 임길재, 이석희가 각각 1,000달러씩 희사해 용기를 얻은 장학회는 총무 

이웅환을 서울에 보내 모금활동을 별이게 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성공이였다. 김성환의 6,000달러를 비롯 

해 이병철, 김성곤, 구자경, 조중훈이 각 3,000달러, 김종필 2,000달러, 조석래, 남궁연, 정주영, 김창원, 김 

인득 박용학, 이한원, 최성모가 각 1,000달러, 최준문 600달러, 박원방 300달러 등 도합 28,900달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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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된 것이다. 주미대사를 지냈던 당시의 국무총리 정일권은 이들이 기부한 한국돈을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 

로 송금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모금한 돈으로 70~71년 사이에 학생들 56명에 대여장학금으로 도 

합 22,700달러를 빌려 주었다. 이 대여장학금은 2년 이내에 무이자로 갚는다는 조건이었다. 또 일시불 장학 

금으로 36명에게 도합 11,400달러를 지출했다. 

장학회를 이끌어 가던 한인들은 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첫 전국 중앙이사회를 71년 6월 

워성턴의 윈저파크 호텔에서 열었다. 여기 참석한 지역이사들은 워싱턴지역에서 김응창, 필라델피아지역 

에서 이규환, 디트로이트지역에서 이춘재, 달라스―포트워트지역에서 동원모등 20여 명이었다. 이 모임에 

서 비로소 이 재단의 현장이 채택됐고 아울러 모금방침, 융자방법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갖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장학회는모금도잘됐고 체제도 정비돼 순풍에 돛단 배처럼 무난하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일 

단 대출한 첫 번째 장학금은 2넌 뒤에 회수된 것이 불과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학사업의 꿈은 

난항하기 시작하였다. 장학회는 한국 연예인초청 순회공연으로 기금을 모금해 보려고 1차 공연이 71년 8월 

부터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거행되었다. 

한인 인구가 가장 많아 기대도 가장 컸던 로스엔젤레스 공연은 대성황으로 1,800여 명이 입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지에서 수익금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나 수익금의 전액을 장학회에 보내기로 다짐했던 로 

스엔젤레스 한인회장 석 소니아와 회계가 사표를 내는 소동 끝에 결국 송금되어 온 돈은 500달러뿐이었다. 

뉴욕에서도 1,200여 명에 수익금이 2,000여 달러로 전해졌으나 장학회에는 단 한푼도 송금되지 않았고 시 

카고에서도 입장인원이 800여 명이었으나고작 250달러만이 장학회에 송금되어 왔을뿐이였다. 장학회 관 

계자들은 갖가지 궁리 끝에 한국에서 발간되는 월간잡지를 수입하여 여러 지방에 팔아 기금을 마련키로 하 

고 정기 구독자를 800명 확보하였으나 시카고에서 서점을 경영하는 한 한인이 똑같은 잡지를 염가로 판매 

해 장학사업은 난관이 거듭됐다. 뿐만 아니라 장학회는 학생들로부터도 도전을 받았다. 73넌 9월 워싱턴 학 

생회가 장학회의 기금모금과정, 사업현황, 세무보고 등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 항의를 제출, 이사장 검 회장 

인 박원규가 조목 조목 해명서를 만들어 답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웅수는 한국군 장성 출신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 가톨릭대학 교수로 일해 그 이름이 알려 

졌는데 그의 각별한 노력으로 모국의 포항제철에서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의 기금을 획기적으 

로 늘려 장학회가 기반을 잡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 돈의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마련 

될수있었다. 

김웅수는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시를- 통해 "우리의 사업이 성공될 때 우리 이민사회도 미국 사회 

에서 타민족 출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였는 자치능력을 자부할 수 였을 것”이라고 강조, 이 장학사업 

을 후학들을 돕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람들의 해외 이민의 앞날을 가늠하는 자치능력 여부의 시험대 

로 파악, 한 단계 더 높은 중대한 과제로 보고 남다른 정 열을 쏟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 이사진의 

수가 2배로 늘었고 이사 한 사람이 매년 200달러 이상을 책임지게 해 그 수입만으로도 10여 명에게 장학금 

을 줄 수 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가 취임사에서 "스스로가 돕겠다는 성실한 이상과 분담된 희생의 자세 

가 중요하다.”고 다짐했던 것을 실천한 것이다. 

제5대 회장단은 적지않게 늘어난 기금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모금, 재정, 장학 등 각 분야별 행정체 

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들의 임기가 끝난 85년에 이 재단의 기금은 15만 달러나 늘어난 16만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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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해 장학 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다. 현재(2005) 홍희경이 위성턴 지역 회장으로 크게 수고 

하고였다. 

지역 장학회 탄생: 이후 재단의 발전은 순풍에 돛단 듯 펄처져 85년에는 LA에서 서부지역장학회, 91년에 

는 아틀란타에 남부지역장학회, 92년에는 시카고에 중서부장학회, 최근에는 뉴욕에 동북부 장학회가 발족 

모두 200만 불이 넘는 기금으로 매년 수백 명의 한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이사 

회가구성돼 지역 장학회를관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 나이가 든 세대들 중에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에 망명 중이던 이승만 

이 일제의 막바지 전쟁에 지질 대로 지친 고국의 동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 잘 들으시 

오.”라고 방송한 것을 기 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의 패망을 예고하고 

조국 광복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던 이 국제방송은 분명히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또 1950년 한국 동란 때에 

는 북한군에 점령당한 서울 등 곳곳에서 지하에 숨어 살면서 유엔군의 인천상륙 소식을 몰래 라디오로 

고 감격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처럽 모국이 절박했을 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해 주던 정보 매체는 바로 워싱턴에 였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댜 이 곳에서 일한 힌국인들은 한국 방송계에서 귀중한 기둥이 되었고 그 중에는 워싱턴의 한 

인사회에서 이민 선구자로서 자리를굳힌 한인들도 적지 않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이 있은 지 석 달도 재 안된 1942년 2월 24일 미국 정부가 뉴욕에서 창설했던 이 국 

제 방송망은 나치 치하의 독일 국민들에게 보내는 독일어 방송으로 출발하였다. 

첫 방송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매일 이 시간에 우리는 미국과 전쟁에 관한 뉴스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뉴스는 좋을 수도 였고, 나 

수도 였습니다. 그러나우리는 진실만을보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 첫 마디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방송에서 무언의 보도지침으로 생생히 맥을 이어 오고 였 

다. 이것이 또한 격동기일수록 온 세계가 이 방송에 더욱 귀를 기울여 온 이유이기도 하다. 

창설 6개월만인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초대 아나운서는 유경상. 그 뒤 목 

사이자 이 방송의 아나운서인 황재경은 6·25의 참화 속에서 앞날이 캄감하던 한국사람들에게 줄기차게 희 

망의 소식을 불어 넣어 주였다. 그는 마치 영어를 하듯 독특한 억양의 힌국밀”을 파도 소리가 밀려 닥치는 

것 같은 전파 소리에 실어 보내어 세계의 움직임을 알려 주면서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이 방송은 한반도 

의 휴전 다음해인 1954년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했는데 이 곳에서 일하는한국사람들은당시 유학생 중 

심의 한국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전문직 취업자들이었다. 황재경과 함께 워싱턴 한인교회를 이끌던 목사 

김성덕은 이 방송의 프로듀서로 활약했고 유기홍―신애나 부부, 박경호, 최동현, 한기빈, 홈용기 등이 모두 

이 방송의 터를 굳힌 워싱턴 한인사회 형성기의 사람들이었다. 이 방송을 거처 간 사람들 가운데는 황성수, 

박준규, 봉두완, 오세응, 이범준등널리 알려진 정치인들이 있고해방이듬해 20대에 KBS의 아나운서로출 

발한 한국 방송계의 원로 홍양보는 칠순이 되도록 이 방송에서 40년 동안이나 일해 방송 반세기의 기록을 

세우며 워싱턴의 올드 타이머가 되였다. 이계원, 민재호, 장기범, 강찬선, 송한규, 이광재, 김영호, 김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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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거의 모두 6·25 발발 다음해인 1951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일하며 워싱 턴과 인연을 맺었고 그 중에는 

워싱턴에 눌러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였다. 

‘진실만을 방송한다’는 보도지침대로 VOA는 한국의 8·15와 6·25 뿐만 아니라 그 뒤 4·19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유신, 10·26 사태, 광주민주항쟁, 6·29 선언, 문민정부의 출범 등파란만장한모국의 소용돌이 속 

에서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던 시대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재빨리 전해줌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 해외의 단파방송을들으면 간첩이라고위협, VOA를듣는것이 마치 범죄처럼 다 

루어지면서 박정희가유신을선포한 1972년 이 방송의 종계는 대부분중단되었다. 그 뒤 이 방송을통하여 

김대중 납치사건이 보도되자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중계하던 한국의 기독교 방송마저 종계가 끊어졌다. 그 

때의 소위 ‘지하 청취자'들은 1993년 모국에 문민정부가들어선 뒤에도 계속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고 있는 

데 이들 종에는 군인, 공무원, 대학교수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소리’ 가 사용하는 40여 개 언어 가운데 한국말 방송을 맡은 한국과의 과장으로 1985년에 처음으 

로 한국계의 한인섭이 임명되었다. 동양계 이민 1세 가운데서는 처음 였는 일로 워성턴의 한인사회에 푸근 

한 자부심을 안겨 주기 에 족했다. 

VOA는 미국 국내를 상대로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한국어 방송의 청취 대상은 7천만 남북한 

주민들과 종국의 250만 조선족, 70만의 재일교포, 그리고 5대양을 누비는 10만의 원양어선의 선원들과 세 

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다. 종국 상해에 사는 한 70대 노인은 "지난 40넌 동안 한끼 밥은 굶었 

을지언정 정확하고 공평한 미국의 소리 힌국어 방송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고 도박또박 한글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와 이 방송에서 일하는 한인들을 감동시켰다. 워싱턴에서 한인섭을 필두로 노시창, 이덕영, 정 

희라, 고석태, 임용균, 문철호, 반필식, 소병화, 하상도, 조승연, 강원희, 김희진 등 14명의 한인 전문가들 

이 만들어 한번도를 향하여 메아리치는 미국의 소리 전파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한 

인섭은역설한다. 

한인교회의 출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세계의 중심부로서 한인들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워싱턴 교계 

의 역사는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한인사회의 기틀 확립과 

발전에 따라 한인 교회의 태동도 1940년대까지 소급할 수 였다. 1942년부터 1943년 어간恨潤])에 미국 육 

군부에 근무하던 한인들이 종심이 되어 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관계되는자료들을살펴 보 

면 1942년경의 워싱턴 거주 한인은 15명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미 육군부에 근무하는 인시들이 

였다. 당시 한인교계의 지도자로는 목사 한영교와 배민수, 그 밖에 안순화, 이원순 등이 있었다. 이들은 자 

연발생적으로 개인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친교도 나누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로 발전하기에는 역부 

족이었으며 기도처소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때 ‘워싱턴 한인교회’ 라는 이름 

사용하기도하였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대부분의 한인들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소그룹 기도처소는 자취를 감추는 듯 하였다. 1948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워싱턴에 주미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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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되자 워싱턴의 한인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1950년에는 한인 숫자가 100명을 초과하 

게 되었다. 이때에 뜻 였는 교인들이 하와이, 뉴욕, 시카고 등지의 한인교회의 발전 모습을 보면서 한인교 

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1951년 봄에 하와이에서 목회하던 김태목 목사가 워싱턴에 이주하자 이 

지역의 박원규와 함께 교회설립을 추진하여 1951년 10월 14일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부한인감리교회’ 

의 첫예배가드려졌다. 

1955년에는 김창순 목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한국침례교 진흥본부의 후원을 받아 교회를 개척, 

1956년 5월 6일 ‘제일한인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오늘의 ‘워싱턴한인침례교회’로서 이 

지역 2호 교회이며 미국 최초의 한인 침례교회이다. 

1965년 7월 4일에는 당시 하워드 신학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던 강경옥 장로와 박원봉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유학생들과 일부 교포들을 포함한 11명이 하워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이 

지역 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인 ‘화부한인장로교회’가창립되었다. 오늘의 ‘워싱턴한인장로교회’로서 이 지역 

에서 3번째로 세워진 교회이며 워싱턴 최초의 장로교회이다(화부한인장로교회가 설립될 당시 워싱턴의 한 

인의 숫자는 800명으로 추산됨). 이후에 한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교회의 숫자도 급증하게 

되었다(위에서 기술한 3개 교회들을 위시하여 그 이후 설립된 교회들의 역사는 제3장 4.한인들의 종교 활 

둥에 기술되어 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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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민 러시(1971~2005) 

1. 이민 러시와 한인사회 변모 

한인 이민의 급증 

1883년 보빙사절단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첫발을 들여 놓은 뒤 한인들의 미주 이민사는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라를 잃은 시기였기에 일제시대의 한국인 이민사는 정확한 통 

계도 나와 였지 않다. 미 이민귀화국(INS)도 한국인의 미국 이민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넌부 

터야본격 집계하기 시작했다. 

미 상무부 산하의 센서스국에 따르면 하와이와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주 본토의 한인 인구는 한일병합이 

있은 1910년 당시 462명이었다. 이어 1920년 1,224명, 1930년 1,860명, 1940년 1,711명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하면 미주 인구는 더 늘어난다. 한인들의 집단이주가 시작 

된 1903년부터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강탈한 일본이 당시 조선인의 이민을 중지한 1905년까지 총 7,226명이 

하와이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주의 한인은 1910년 1명, 1920년 10명, 1929넌 11명, 

1939년 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부분적인 한인 인구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1903년부터 1928넌까 

지 한인들이 매년 몇 명이나 미국으로 이주했고 이 중 어느 주에 몇 명이나 정착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통계 

는 밝혀진 게 없는 실정이다. 

해방 이후 국권을 되찾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힌국전]의 미국 이주도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이민귀화국 

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넌 이후 2001년까지 53년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은 총 82만 6천 

348명이다. 한국전쟁은 신천지 미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겼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모두 3만 7천063명 

의 한국 여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과 국재결혼한 여성들이었다. 또한 이 시기 

6천293명의 전쟁 고아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 약 15넌 동안 고아와 국제결혼 여성 4만 3천여 명이 태 

평앙을 건넌 것이다. 유학생들도 이 시기 약 6천 명이 도미했다. 힌국저! 의사들의 미 취업도 러시를 이루었 

다. 1965년은 아시안들에게 꽁꽁 닫혀 있던 미국의 이민문호가 열리며 한국인의 이민 행렬이 봇물을 이루 

기 시작한 시발점이었다. 

미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960년 한인이민자 숫자는 1,507명이었다. 이어 1965넌은 2,165 명, 66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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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명, 67년 3,956명 68넌 3,811명 69년 6,045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 70년대 접어들어 

서는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디아스포라[이산(離散)]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미 전체 한인 인구는 107만 7천여 명이다. 동북부에는 미국 내 전체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24만 7,397명 이 살고 있다. 그러나 센서스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인들과 불법 체류자들도 

많아 실제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지역 한인회와 언론사, 각 재외공관의 추산치는 212만 

3천 명으로보고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인구는 70년대 이전은 공식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언론과 한인회 등이 추산 

한 인구는 1945년 10명 1950년 50명, 1960년 400명 1970년 3,000명, 1975년 20,000명, 1980년 35,000명, 

1985넌 50,000명, 1990년 80,000명, 1993년 100,0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2003년은 유동인구와 불법 체 

류자 등을 합해 약 13만~18만 명으로 어림짐작한다. 그러나 센서스 통계는 이보다 적다. 1980년도의 경 

우 메릴랜드 15,100명, 버지니아 12,600명, D.C.300명으로 모두 2만 8천 명이었다. 1990년에는 메릴랜드 

30,300명, 버지니아 30,100명, D.C.는 1,000명으로 전체 6만 1천400명이 워싱턴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메릴랜드 3만 9천155명, 버지니아 4만 5천279명, D.C. 1천095명 등 총 8만 6,396명 

이 거주하고있다. 

한인 이민의 유형과 시기구분 

미국에 이민 온 한인도 시대별 상황에 따라 변천했다. 50~60넌대가 6·25 사변에 따른 전쟁고아와 국제 

결혼한 여성, 유학생들이 주류였다면 70년대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생계형 이민이 많았다. 88 올림픽 이후 

부터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이민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90년대 이후는 부유층과 교육형 이민자들의 

증가 및 IMF 사태 이후의 생계형 이민이 증가한 이중적 특색이 두드러졌다.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해방기인 40년대는 이민이 사실상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만 해도 정기적인 항공 

편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출국을 한다는 것은 업두도 내지 못할 때였다. 따라서 부유층, 정부 

관계자 등이 주를 이뤄 이민 귀화국 자료에 따르면 1941~50년에 107명이 이민을 왔다. 50년대는 미군과 결 

혼한 여성과 6·25 직후 시작된 한국 고아의 미국 입양이 러시를 이뤘다. 또 수백 명 정도가 국비장학생 신 

분으로 건너왔다. 60년대는 미국 정부가 이민 쿼터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민문호 확대법을 68년부터 본격 

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와 같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이 시작됐다. 따라서 이때부터 미군과 결혼한 여 

성들이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초청할 수 있었다. 60년대 한국인 이민자는 50넌대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면 

서 3만 4천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 한인 이민자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재미였는 사실 하나가 발견된다. 

1958년 이래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으며 동시에 어린 아동 비율도 높았다는 것이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1958년 남자는 425명인 데 비해 여자는 765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 중 9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638명으로 어린이 입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였다. 이 중 5세 이하는 남 

아 217명, 여아 267명으로 입양이 저연령층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이뤄지고 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20세~29세까지 성인의 경우 남자 46명에 여자는 322명으로 국재결혼한 여자들의 도미가 주를 이루고 있 

음을 반영한다. 1965년의 경우 남 404명에 여자 1,761명으로 역시 여자들의 도미가 많았다. 이 같은 여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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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계속 이어지나 이민이 본격화된 70넌대 이후 조금씩 남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75년 남자 11,868명 

에 여자는 16,494명으로 아직은 여자들이 더 많다. 이는 1960년대까지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 

민자 수가 많고 1962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에 입양된 고아들이 무려 45,142명으로 연관이 깊다. 1970년대 

이후에도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당시 남자 이민자들이 배우자를 한국에서 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으로분석된다. 60넌대 들어 제대한군인과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혜택을받는사람들이 늘면서 의사, 간호 

원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도시의 빈민지역에 외국 의시들이 고용되였고 한국 의사들도 마취과 등 여러 

분야에 진출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기술자, 행정요원으로 미국 회사에 고용됐던 2만 5천 명과 

1963~1974년 사이 서독으로 갔던 광부 7천 명, 간호원 1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 시기 미국으로 재취업 

을 위해 건너왔다. 과학기술지들도-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메릴랜드의 미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1964년 

임종식이 첫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한인 연구원들이 증가해 국립보건원에는 1990넌 초 2백 명이나 근무했 

다. 94년에는 170명 종 142명이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였다. 

1965년 이민법 개정을전후한이민자들은중산층출신이 압도적이었다.1965넌 전체 한인들종미국으로 

입국할때 세관에서 직업을보고한사람들가운데 84%는힌국에서 전문직, 관리직, 판매직, 사무직 등과같 

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였었다. 워싱턴의 경우도 대사관이나 주재원, 유학생 등의 인구가 대부분이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1970년에는 81%로, 그리고 1975년에는 65%로 하락하였다. 

1970년대 중동 오일 쇼크 이후 불경기가 계속되자 미국은 외국 전문직 노동자들의 이민을 억제하기 시작 

하였다. 그 방편으로 취업이민의 비율을 줄이고 가족초청 이민의 비율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 초청 

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에 의해서 이민가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들 

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70넌대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힌국전!의 집단 이민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현재 올드 타이머로 불리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70년대 이민을 떠나왔다. 

특히 72넌 4월 대한항공이 LA—서울 정기 항공로를 개설한 것은 한국인들의 이민이 폭증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됐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 대 도착할 때마다 승객 10명 중 6명이 LA에 정착하고 나머지는 뉴욕과 워 

싱턴, 시카고 등 타 지역으로 흩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업격한 외환규제 정책을 실시, 이민자들은 말 그대로 몇 백 달러만 갖고 맨주먹으로 이 

민생활을시작했다.1970년대에는미국으로이민 가는것이 하나의 ‘특권’이기도했다. 80넌대는초중반여 

전히 이민이 활성화됐으나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으로 이민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여건과 한국인들의 자신감 

은 이민에 대한 관심을 식게 했다. 

이민귀화국의 통계는가족초청과취업이민에 힘입어 매넌 3만명을넘던 미주이민이 87넌의 3만 5,849명 

을 정접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90년대의 한인 이민 감소는 90년대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모 

국으로의 역이민도 늘었다. 92넌 4월의 LA(4·29 폭동) 흑인폭동과 94넌 지진을 겪으면서 서부 지역에서 한 

국으로의 역이민자가 급증했고 모국의 풍요도 역이민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한국이 IMF 사태로 경제상황 

이 어려워지자 2000년과 200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1넌의 경우 1991년에 이어 10년 만에 한인 이민자가 2만 명 대를 회복했다. IMF사태로 한국인들에 대 

한 이민문호가 좁아지면서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한 후 주저앉거나 개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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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했다. 이민자의 유형도 생계형 이민보다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과 

생활여건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30~40대 전문직, 종산층들의 이민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업청난 사교육비, 

교통체증과 공해 등을 피해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미 이민법의 변천 

미국에서는 이민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이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이래 미국은 이 

민자들에 의해 국가화해왔다. 초기에는 원주민인 인디언과 유형온 영국 범법자들, 종교의 자유와 나은 삶 

을 찾아온 청교도들이 중심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가세하며 복합적인 나라로 모습 

을 갖춰갔다.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번영을 찾아 이 신천지로 몰려들면서 현재는 120여 소수 민족이 거주하 

고 있는 다민족 국가의 틀을 갖췄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과 1968년 민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소수민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아시 

안 출신 인구는 1970년 140만 명 에서 2000년 1천190만 명으로 7배가 증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종국과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 인도에 이어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다음 

은 베트남과 일본이 뒤를 잇고 였다. 소수계가 증가하며 미국의 인종정책은 앵글로 색슨의 유럽계의 주류 

중심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합되는 방식으로 틀을 잡았다. 즉 미국사회의 특성이 

마치 샐러드에 섞인 야재 마냥 각기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의 엉킨 맛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겔러드 볼(Salad Bowl)' 정책이다. 

미국은 이민이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위한 주요한 산업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큰 방향성 아래 미국의 

이민법은 변화돼 왔다. 건국 초기 미국은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다. 

1798년, 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힘을 주였지만 2넌 만에 폐 

지되였다. 주 정부에서 이민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민 

을 통제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한 건 1875년 이후였다. 1924년에는 사실상 동양계 이민을 금지하는 쿼터 시 

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는 이민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들에 최저 100명을 할당하고 그 이상은 1890년의 미 연 

방 정부 인구조사시 각 출신국별 미국 내 거주인구의 2%로 하여 각국별로 이민 허용 수를 할당하는 내용으 

로 돼 였다. 여기서 귀화 불능자들, 즉 황색 동양인계들은 자연 이민수 할당이 불가능해 사실상 동양계 이 

민은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24넌 제한적 이민법은 1965년 자유화된 이민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였다. 1952년에는 맥 

카란 월터 (McCarran―Walter)라는 새 이민법이 통과됐댜 이 새 이민법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자 

와 미 거주자의 가족에게 기존 할당제의 한도 내에서 이민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비록 아시아 

계에도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긴 했으나 이는 유럽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다. 그럽에도 연간 100명 

이내의 할당에 한인 1세 이민자들의 귀화권이 인정된 의미를 내포하고 였다. 지금은 작고한 장대욱 같은 이 

가 이 법에 따라 워싱턴에 들어온 케이스다. 1960년대에 와서는 인종 차별법인 국적법으로 인해 비자의 70퍼 

센트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에, 2퍼센트가 아시아에, 1퍼센트가 아프리카에 발급되고 있었다. 

이 시기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며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베트 

남 전쟁에서 이 국적법을 사례로 든 월맹정부의 비판도 거겠다.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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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국적법 같은 이민법이 있어 인종차별하는 나라로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였 

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스푸트니크 총격도 미국을 강타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한 후 미국 내에 과학 기술자등 인재를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61년 대통령에 취임한 존 F. 

케네디는 의회에 교서를 보내 이민귀화법의 자유화를 촉구하였다. 케네디가 서거한 후 존슨 대통령 당시인 

1965년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유색인종 이민을 반대해온 공화당과 보수단체들도 크게 반 

대를 하지 않으면서 국가별 차별 이민 쿼터제가 폐지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아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연 

간 17만 명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2만 명까지 이민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과 숙련공들 고리고 시민권자의 자녀, 형제들에 우선권을 주였다. 피 

부색깔과 관계없는(Color―blind) 자유로운 이민정책이 시작되면서 한국인 이민의 문이 다시 열렸다.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했고 과학자, 기술자, 의사, 간호원 등 기술 노동자들이 

미국행을 서둘렀다. 이후 이민법은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65년판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1986년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재용하는 고용을 불법화했다. 또 결혼을 하는 배우자에게 임시 영주 

권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였다. 1996년은 AEDPA법으로 즉석 추방이 생기고, 강력범의 정의를 넓혔으며, 추 

방자의 구제방법을 대폭 규제하는 등 이 민문호가 좁아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9·11 테러 이후의 반(反)이민물결 

2001년 발생한 미증유의 9·11 데러사태는 미국사회가 반이민물결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알카에다 테러범들에 의한 9·11 사건은 한인들에도 불똥이 튀였다. 테러범들이 외국인 신분이었던 접은 외 

국인들에 대한 비호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연일 반이민 규제를 쏟아냈다. 
연방 이민귀화국은 관광, 상용비자(Bl,B2) 입국자의 체류기간을 종전 최장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시켰다. 

2002년 4월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학생비자(Fl)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학교 입학 전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미 입국 뒤 적당한 학교를 물색해 학생비자로 전환, 장기체류를 해온 최근 한인들의 이 

민관행에 찬물을 끼얹였다. 이는 한국 방문자의 감소로 이어져 학원 및 이민업계, 여행업계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민귀화국은 2003년 1월부터 외국 유학생 감시 시스템인 세비스(SEVIS)를 가동해 외국유학생들 

의 주소나 신상정보, 모든 학사일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학생비자 전환은 2003년 초부터 다소 완 

화돼가는추세다. 

이민귀화국이 발표한 2002년 11월 각종 이민승인 및 거부율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서류 

승인율이 25%나 줄어든 반면 거부율은 25% 늘었다. 각 주 정부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반이 

민물결에 합류했다. 버지니아주는 2003년 불법 체류자들에는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 1월부터 발효됐다. 섀 법안은 운전면허 신청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혹은 법적 하자가 없는 비이민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메릴랜드주도 불법 체류지들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이 제출됐 

으나 2004년 2월 주 하원 본회의에서 95 대 42로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를 재상정할움직임이 

다. 경찰에 이민자들을 수사하고 감금할 수 였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도 부결됐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등은 히스패닉 등 이민자단체와 연대, 반이민법안 저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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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사태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와 동남아, 아랍계에 집중 

됐으며 2001년 메릴랜드 주에서만 47건이 발생, 미국 내에서 네 번째 아시안 증오범죄 빈발지역으로 조사 

됐다. 버지니아는 12건, 워싱턴 D.C.는 1건이 발생했다. 공항에서의 검색도 강화됐다. 2004년부터 덜레스 

공항을 비롯한 국제공항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자들에 지문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였다.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방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추방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01년 회계연도 중 미국의 각 공항과 항만 등에서 추방된 한인은 455명으로 나타났다. 덜레스 공항에서 

도 2003년 대한항공 편을 이용, 입국하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강제 출국된 한인이 19명이나 됐다. 사 

유는 과거 체류기간 위반과 소지한 비자와 방문 목적이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여중생 장갑차 사망에 따른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미 성향이 높아지 

자 역으로 미국에서도 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기름을 부은 것은 CBS-TV 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인 ‘Sixty Minutes(60분)’가 2003년 초 ‘양키 고 환 이란 특집물을 방영하면서 미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고 

조됐다. 

당시 미국은 9·11 이후폐쇄적 이라크전을수행하며 프랑스등유럽과갈등을빚는등국수주의적 분위기 

가팽배할 시기였다. 이로 인해 메릴랜드 락빌의 한식당삼우정 앞에 주차해 놓은식당용 밴을 5~6명의 미 

청소년들이 콜라병 , 주스병으로 마구 두들긴 일도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주인이 다가가 이유를 물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이 식당은 이어 식당 유리가 깨지고 주차한 승용차에 총격을 당하는 

수난이 이어졌다. 반한 기류는 노 대통령의 방미와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결정으로 수그러들였다. 

왜 미국 이민이 급증했나 

미 군정과 힌국조I쟁 등을 통해 미국이란 신흥 강대국과 맺은 인연 이후 한국인들의 미 이민은 꾸준히 이 

어져왔다. 많은 수의 남한 여성들,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전쟁고아, 혼혈아, 입양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 

다. 이 같은두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한인 이민의 2/3를차지하였다. 고국에서 누릴 사회적 권위와출세 

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온 적지 않은 수의 유학생들도 미국에 눌러 앉았다. 

한인 이민이 본격화된 1960년대 말부터 이민에는 고국에서 한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한 배출요인과 미 

국으로 끌어들인 흡인요인이 있다고 할 수 였다. 배출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구조와 비정상 

적인한국사회다.1960년대 이후한국의 경제발전, 도시화가이루어지면서 교육받은중간계층이 폭넓게 형 

성됐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졸 출신들이 자신들의 교육에 걸맞은 직업을 총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서 1970년대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1965년부터 1980년 사이 4년제 대졸 출신 남성들의 실업률은 28%에 달했다. 이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기 

대와현실사이에는괴리가생기면서 대응책으로나온것이 미국으로의 이민이었다. 일부는서독광부로또 

는 중동 건설 노동자로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간호사로서 외국 정부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러 나갔다. 이들 

가운데 많은수는 계약이 끝난후한국으로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착하였다. 고용불안은 취약 

한한국 경제구조상수시로발생하는것이다. IMF 사태 이후 젊은이들의 취업난과직장인들의 실직이 극심 

해지면서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 ‘사오정 (45세 정년)’ 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 

둑)'니 하는신조유행어가나돌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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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이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이 사회의 불확실성도 이민을 부추겨왔다.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위협,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연고주의, 많은 인구와교통혼잡, 치솟은부동산가격과치열한경쟁, 합리가존중받 

지 못하는 분위기,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각종 비리 등은 국민들을 모국으로부터 해외로 등을 떠밀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극심한 경쟁적 교육문제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도 하나의 종요한 

동기를 부여했다.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과외나 학원 등에 매달리게 되면서 아이들의 종압 

감은 물론 중산층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였다. 아예 고통스러운 통과의 

례를 피하기 위해서 더 넓고 저렴한 대학교육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다. 2000년 들어 교육형 이민 

은 기러기 가족 등 신조어를 만들며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취업난과 한국사회에 대한 염증 등 

으로 이민 행렬에 20~30대까지 가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의 50%가 ”가능하면 이민을 가겠다.”고 답하 

기도 했다. 젊은이들의 이민열풍은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외국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가 등을 떠미는 건너 편의 중심에 미국이란 나라가 였다. 미국은 인력공급이란 그 자체의 필요 

성에 의해 한인 등 이민자들을 흡인했다. 1960넌 중반 의료보건 분야에서 인력 총원의 어려움을 겪자 한국, 

필리핀, 인도 등과 같은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의사나 간호원들을 받아들였다. 도 소련이 유인 우주선 개발 

을 선점하자 제3세계에서 많은 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회들은호戶f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더욱 넓은 직업의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였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워싱 

턴 한인의사회와 미주한인의사회를 만든 최제창은 그의 1996년판 저서 ‘한미의학사’ 에서 70년대 초 이미 워 

성턴에 3백여 명이란 많은 한인 의사들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1953년 휴전 이후 전쟁 중 미국의학을 접촉했던 교수들은 낙후한 일본의학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 유 

학을 떠났다. （중략) 이와는 달리 60년대 도미한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에 정착해 영주하고 였다. 당시 도미 

한 의사 수는 2천5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70년대 초에는 미국에 4천3백 명의 한국인 의사가 있었다. （중략) 

70년대 초반에는 워싱턴지역에 3백 명쯤 되는힌국?인 의사가 있었다.1974년 2월 2일 버지니아북부에 있는 

벨 헤븐 컨트리 클럽에서 워싱턴 한인의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때 참석한 의사는 120명이었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은 미국으로의 한인이민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가족 초청 취업 

이민이 줄을이었다. 근본적으로미국의 풍요와자유로움은한국인들을불러들인 첫 번째 근본요인이다. 폐 

쇄적이고 사회 연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불공평하게 비치지는 한국에 비해 미국은 개 

방적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비쳐졌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상대적으로 살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좌절을 딛고 아메 

리칸 드림을 꿈꾸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교육제도도 흡인 요인으로 꼽힌다. 전인교육과 저렴한 

교육비 등이 한국의 과외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부모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것이다. 

역이민도 생겨나 

이민생활이라고하는것은이국땅에서의 새로운삶의 개척이지만한편으론국외자로살아가는삶의 이 

유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에게 모국은 육체적으로는 결별이지만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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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떼어놓을수 없는필연의 관계다. 많은수의 이민자들은 미국땅에 살며 설움과고초를 겪으면서 이 

민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한편으론 성공해서 남보란 듯 돌아가리란 금의환향의 꿈도 버리지 않는 

다. 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왜소해지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역이민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미국 이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그러들었다. 서울올림픽 이후 매년 

2~3만 명을 헤아리던 이민 행렬은 90년대 들어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미국 이민 

생활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주춤해졌다. 오히려 미국으로 이민와 살던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이 신풍속도로자리잡기 시작했다. 미국의 불경기와백인들의 소수민족과이민자들에 대한배척과차별, 혹 

인폭동 등이 TV나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이 기회의 나라란 믿음을 약화시켰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의 실생활을 좀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한국 중산층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안정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미국에서의 낮고 주변적인 것들과 더 는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 모 

국을 방문한 재미동포들을 가리켜 ‘미국 거지’란 말이 유행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누추한 의복과 경제적 여 

유가 없는 모습에 오랫동안 동경의 나라에 사는 재미동포들이 거지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민 12년 만인 

1990년 한국을 방문했던 000씨는 “사람들의 씀씀이와 유행을 타는 의상, 휘황찬란한 밤거 리 등 너무 달라진 

서울에서 놀랐다."며 “미국에서 왔다니 측은하다는듯바라보는분위기에 총격을받았다.”고돌아본다. 

또한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한인 두뇌들을 더욱 필요로 하면서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을 찾아서 역이민하는 경향도 커졌다. 

1995년 5월 7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를 반영하듯 "근면과 성실로 미국의 도시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해온 한국인 소상인들이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수가 도산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을 

떠나고 있댜"고 보도하고 있다. 

90년 미 이민자는 19,922명으로 처음으로 2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미 이민법의 영향도 있었으나 91년 

12,754명, 92년 11,473명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외교통상부 백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역이민 행렬이 초 

반 약 1천 명에서 86년 2,060명을 넘고 87년 2,669명, 88년 3,813명, 89년 4,667명으로 매년 30% 이상 폭증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90년은 4,882명, 92년 6,687명을 기록했다. 당시 이민을 떠난 이들의 절반이 넘 

숫자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그러니 80년 이후 93년까지 역이민자 수는 약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된댜 90년대 중반부터 역이민 행렬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미국 이민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역이민 길에 오른 한인 수를 2천61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는 같은 기간 미국 이민 길에 오른 공식 한인 수 5천244명에 비하면 두 명 중 한 명이 되돌아 간 셈이다. 역 

이민 사유는 이민지에서 생활 부적응이 24.2%를 차지했다. 부머랭 유쓰(Boomerang Youth)라 블리는 한인 

1.5세와 2세들의 모국 취업 케이스는 19.5%로 2위, 노령으로 고향산천을 찾아가는 역이민은 16.8%로 세 번 

째로 많았다. 60~70년대 이민 온 1세대들이 은퇴한 후 자식들도 장성한 데다 고국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 

아진것이다. 

최근 들어 역 이 민이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998년 IMF 체제 이후 쏟아진 불법 체류자들의 유턴. 고국 

에서의 급작스런 실직 등으로 무작정 도미한 이들이 강화된 이민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취업이나 신분에 어 

려움을 겪다 경제적 안정을 찾은 고국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 락빌에 사는 소 모 

씨(여 , 47)는 "5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부터 영 어까지 설움이 말도 못했다." 며 ‘‘말이 통하는 내 나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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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다.”며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역이민자의 많은 수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데다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대한항공이 워성턴―서울 간을 직항 운항하면 

서 모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한층 좁혀졌다. 영주권을 만 뒤 모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이들도 늘고있다. 

왜 워싱턴에 몰리나 

워싱턴은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미국 내 도시로 꼽히고 있다. 2002년 3월 미국 내 외국 태생자 

는 전체의 11.5%인 3천250만 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볼티모어 지역 거 

주 이민자는 12.9%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메릴랜드주는 15위, 버지니아주는 19위로 이민자가 

많다.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와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세 가정 종 한 가정이 이민자들이 

다. 이처럼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이 워싱턴에 몰리는 이유는 뛰어난 주거, 교육환경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등이 꼽힌다. 

주거환경은 많은 통계에서 페어팩스, 몽고메리, 하워드 카운티 등은 미국 내 살기 좋은 카운티의 상위 순 

번에 오르고 있음에도 증명된다. 한인들에는 특히 사계절이 서울치럽 뚜렷한 데다 수림이 풍부하고 자연재 

해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또 D.C. 라는 도시와 전원생활을 할 수 였는 교외가 혼합된 지역 

이란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워싱턴의 경제적 풍요도 지적된다. 2000센서스는 90년대 워싱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를 감안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계층은 지 

난 10년간 40% 증가했다. 워싱턴 일원에서의 석사학위 소지자는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늘어났다. 이 지역 

의 전체 주택 5재 중 1재는 1990년 이후 지어졌다. 그만큼 성장하는 지역이란 셈이다.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는 가구 당 중간소득이 8만 1,050달러로 미 전국 1위의 성 적표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덜레스 공항이 위치한 레스턴, 헌던 일대에 자리잡은 최침단 정보산업으로 외지 사람들을 불 

러들이고 있다.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 학군은 한인들에 특히 인기다. 대학입시 주관기관인 칼리지 보드의 

2003년 SAT시험 결과 페어팩스 카운티는 전국 평균 1,026점보다무려 84점이 높은 1,110점의 접수를 기록했 

다. 하워드 카운티도 1,096점을 기록, 높은 접수를 보여주였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매넌 선정하는 전 

국 최우수 고교 100위 안에 14개 교가 들어 있어 명문 학군임을 입증했다. 조지메이슨고, 우드론, 웃슨, 요크 

타운, 월터 존슨, 우튼, 처칠, 위트민고등이 100위 권 안에 들었다. 워싱턴이 이 같은명문학군으로부상한 

데는 연방정부, 의회가 밀집한 데다 국립보건연구소(NIH)같은 연구기관, IT 및 유전공학 등 침단산업의 발 

달로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부모들이 몰려 있는 데다 예산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점이 꼽힌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주민의 42%가초급 대학(칼리지)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며 주민 5명 

중 1명 꼴로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칼리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비율은 워싱턴 지역 

이 미국의 대도시 권역 중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높으며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따라서 워성턴 지역 이민사회는다른 지역 이민사회와자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갖고 있다. 2000센서 

一己 기초로 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에는 이민자들만 모여 사는 게토(빈민 

가)가 별도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민자들 대부분은중산층주거 지역에 분산돼 거주하고 있다. 

이 지 역 이 민자들의 인종 구성은 36%가 아시아와 종동 출신이 며 라틴계는 39%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아시아계가 26%, 라틴계가 52%라는 점에서 이 지역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비종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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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가 1위이며 한국은 2위, 인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과 인도 출신 이민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미국 내 10대 도시보다 워싱턴 이민사회가 안정돼 였음 

을 반영한다. 2000년대 들어 경기침체와 테러 위협, 국경순찰 및 비자발급 강화 등 불법입국 단속에도 이 

민자들의 워싱턴 유입은꾸준히 증가하고 였는실정이다. 이에 따라주택난, 교통난등사회문제가집접 심 

화되고 였다.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 공공시설, DMV같은 기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고충 

도늘고있다. 

정착과정의 특징 

불굴의 의지로 대해를 건넌 이민자들은 갖은 어려움을 딛고 개인사를 풍요롭게 하는 한편 모국의 역사 

와 국경을 전세계사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그러나 정착 수십 년의 과정에는 인종차별과 소수계란 소외감, 

문화적 차이, 경제적 생존이란눈물어린 사연들이 내재돼 였었다. 70년대 태평양을 건넌 이민자들의 대부 

분은 워싱턴,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1980년 인구자료에 따르면 한국계의 

대도시 지역 거주비율은 89%에 달한다. 이것은 이 시기 이민자들이 대도시, 대졸, 전문직 또는 화이트칼라 

직종출신의 신중간 계급의 성원들이 많다는사회경제학적 특성에 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대학교육과 직 

장을 위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주로 거주했던 이들은 미국에서도 대도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쉽게 적응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3넌 사회학자인 권오균 박사가 워싱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 

태조사에서 약 96% 이상이 이민 오기 전 대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70% 는 수도 서울 

에 거주, 한국의 도심지역에서 미국의 도심지역으로의 이주라는특징을보여준다. 

직업 선택에서도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소수계와는 차이가 였다. 영어를 잘하는 인도, 파키스탄계 사람 

협업을통해 미국의 주유소 시장과모텔 시장에 뛰어들었다. 베트남계는한인들이 하찮다고 여기는공 

무원 등에 많이 진출했다. 미국사회의 종심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몰론 한인들도 특히 연방 정부가 밀 

집한 워싱턴은 공무원 진출자가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취업이 비교적 쉬운 데다 안정되고 혜택이 많은 

우체국 공무원이 한인들에게 인기 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순노동 

으로출발했다. 비교적 손쉽게 직장을구할수 있는 청소와봉제공장, 세탁소다림질, 식당주방, 건축잡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노동의 경험이 없는 데다 학력이나 경력 수준에 비춰 노동 일을 감당해 내기 

는 쉽지 않다. 경험을 쌓고 그래서 신분이나 기회가 되면 3~4년의 과도기를 거쳐 소규모 가게를 얻어 자영 

업에 뛰어든다. 통상 100명 이하의 고용인을 둔 업체를 스몰 비즈니스라 하면 이 중 5인 이하의 소기 업은 가 

족 기업 또는 자영업이라 부른다. 한인들의 자영업은 업종이 다양하다. 세탁소, 픽업 스토어, 델리, 케리아 

웃, 그로서리, 컨비니언 스토어, 옷이나구두수리집, 식당, 자동차수리, 바디 샵등 약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거나 단시간에 익힐 수 였는 업종이 주이다. 

1965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민생활을 정착하는 데 가족과 같은 일 

차적 집단의 유대가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 관리 및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 때문에 

가족 내지는 친척이 참여하는 가족형 사업이 많았다. 한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부부가 매달려 초 

인적인 노력으로 자립과정을 밟아갔다.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영화에 비치는 한인들의 이미지는 흔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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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주인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돈을 모으게 되면 덜 힘들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주 

유소, 리쿼 스토어, 뷰티 서플라이, 세븐일레븐 같은 체인점들 직종으로 전업하는 사례도 많았다. 1980년대 

말 이후는 미국에 이민 올 때부터 큰돈을 갖고 오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워싱턴에 오자마자 1~2년 

이내에 가게를 사서 장사를 하기도 한다. 

신천지에서의 한인들 

50~60년대 유학생들이 주로 한 일은 핫샵(Hot Shop)이나 탑스(Tops)라는 간이식당 아르바이트였다. 드 

라이브 쓰루에서 주문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게 일이다. 아니면 식당 그릇닦기, 수리나 청소, 유나이티 

드 파슬 서비스에서 소포 분류, 택시운전이 주종이였다. 훗날 귀국해 국회의원을 지낸 오세응은 유학시절 

D.C에서 택시운전으로 학비를 조달했다. 당시 워싱턴에 갓 도착한 유학생, 이민자들은 미국의 풍요로움과 

이질적인 문화에 모두들 놀랐다. 70년대 초 이민 온 한 한인은 "슈퍼마켓이란 데를 가보니 우유, 수박, 콜 

라, 야제 고기, 깡통, 과자 등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미국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카트에 음식을 잔독 신고 

다넜다. 누가 저 많은 걸 다 먹을까 의아할 정도였다. 주차장의 규모도 업청났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미 

국이란 나라에 새삼 놀랐다.”고 회고한다. 

당시만해도 미국생활이 힌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였다. 가난한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접한문화 

적 총격은 당연한 것이였다. 1964넌 유학차 도미, 회계사로 일해온 계창호는 한국과는 또 다른 사회 모습 

이 너무 신기했다고 한다. 

"통행금지가 없는 것이나 나이든 여자들도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모습, 10대 아이들이 길에서 담배 피우 

모습, 노인들이 하루종일 공원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은 너무도 생소했다. 더구나 죽은 후에도 천당, 지옥 

을 따로 가는지 흑인, 백인묘지가 길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은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남의 일 

에 간섭하지 않고 길을 가다 부딪히면 서로 입스큐즈 미'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마음에 들였다.” 

이민 초기 한인들을 가장 괴롭힌 건 미숙한 영어였다. 한 한인은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콜라(콕)를 시키 

면 계속 커피를 주였다 한다. 전화 받기도 기피대상이였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전화가 걸려오면 서로 

눈치를보며 받지 않았다. 개밥일화도빠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슈퍼마켓에 개가그려진통조림이 있길래 

‘아, 미국은 개고기 통조림도 다 파는구나.'하며 사서 맛나게 먹었다. 얼마 뒤 아는 사람이 왔길래 그걸 대접 

한다고내놓으니 “이 집에는개도안보이는데 웬개밥이 나와있느냐?”고해 속이 뒤집힐 뻔했다는분들도 

있었다. 어떤 노인들은 덜레스 공항 대신 달라스에 내려 워싱턴의 가족들이 텍사스까지 달려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을 드나들기 편리해진 요즘과 달리 당시는 모국에의 그리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70~80년대는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인이나 아시안들이 많지 않아 미국인들은 신기 

하게 처다볼 때였다. 특히 아이들은 문화적 차이로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다툼 

이 벌어지곤 했다. 이는 비단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학생들과의 총돌도 잦았다. 

메릴랜드의 초기 한인촌인 켄트 빌리지에서의 일이다. 한국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흑인 학생들의 텃세가 

시작됐다. 힌국 아이들이 당수를 한다는 소문도 있는 데다 소위 처음부터 잡아 놓아야지 하는 영웅심이 싹 

튼 것이다. 흑인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한인 여학생의 머리재를 잡아당기고 괴롭히면서 자연스데 싸움으 

로 번졌다. 한인 아이들이 중과부적侍쟁尹不敵)에 밀리면서 스쿨버스 타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학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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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알고 흑인 아이들에 경고를 주였다. 그러나 흑인들은 한인 학생들에게서 양파와 마늘냄새가 나서 버 

스를 같이 탈 수 없다며 대들고 나왔다. 결국 한인 어른들이 대책을 논의한 끝에 흑인 학생들과 대화를 통 

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무마됐다. 

인종차별은 외곽으로 갈수록 심했으며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1987년 버지니아의 옛 도시 리스버그에 태 

권도장을 낸 최응길은 "동양인이 마을에 왔다 갔다 하니 백인 주민들이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 했다.” 며 

“전화에는 거의 매일 고! 차이니스란 메세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술회한다. 인종차별은 지금은 많이 약화 

됐지만 인종 융합이 이루어진 수도권을 벗어나거나 백인들의 전통적인 동네에서는 잔존하고 였다. 

식당과식품점 

아무리 이민생활이라지만 그래도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50~60년대는 쌀과 김치 등 한인들의 기 

본 식품은 구하기조차 힘들였다. 마침 D.C. 15가에 일본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상점 ‘하나 

우미'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한인들은 이 일본 가게에서 쌀과 간장, 단무지, 우동국수, 나무젓가락 등을 샀 

다. 또 차이나타운의 메이화룽이란 식료품상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샀다. 수퍼마켓 A&P란 곳에서도 쌀과 

양배추를 팔았다. 당시 쌀은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들어 있었는데 안남미처럼 끈기가 없고 푸석푸석했다. 

밥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고총 중의 하나는 김치였다. 어떤 이들은 양배추를 절여 고춧가루를 뿌려 대용으 

로먹었다. 

72년 이민 온 조삼래는 한국에서 떠나기 전 마늘과 고춧가루를 다져 비닐에 꽁꽁 싸서 가방에 담아 왔다 

한다. 미국에 도착해 슈퍼마켓에 가보니 아시안들이 별로 없어서인지 배추를구하기도힘들었다. 그래서 혹 

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배추뿌리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깍두기를 담아 먹었다 한다. 

쌀과김치문제가해결된 건 최초의 한인 식품점 코리아하우스가문을 열면서부터였다. 최정섭이 75넌쌀 

과 야채 등을 구비해 놓고 북버지니아 알링턴에서 도매상점을 시작하면서 한인들의 밥상이 달라졌다. 이어 

루트 7에 정육점, 알링턴에 김치집, 루트 1에 명동식품이 시간을다투며 생겨났다. 한인식품점은한인 인구 

증가와비례해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며 70년대 중반 2기 시대가열렸다. 2기는알링턴권역에서 벗어나외 

곽으로영역을넓혔다. 이때쯤한인들의 거주지도워싱턴 D.C. 에서 점점 외곽으로멀어지는추세였다. 75년 

동아식품이 페어팩스 시티에, 폴스처치에 우리식품, 웨스트 스프링필드에 고향식품이 개장하는 등 80년대 

까지 북버지니아에만 약 13개가 영업을 했다. 식품점들은 뉴욕의 한인 도매상들과 일본 도매상인 JFC에서 

물건을 공급받았다. 그러다 리 브라더스가 볼티모어 인근에 개업하면서 공급선의 70%를 바꾸었다. 당시 식 

품점은 한국의 동네 슈퍼마켓 수준이었다. 아직도 성업중인 동아식품 강남중 대표는 말한다. 

"김치에서, 야채, 생선, 라면 등 기본 식품은모두구비했지만규모는 현재와는 비교가 안됐다. 그래도 이 

민자들에 향수를 전하고 애환이 서린 곳이었다.” 

그의 말대로 초창기 슈퍼마켓은 이민자들의 삶과 꿈, 그리고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다. 그곳 

에 가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고향 냄새가 묻어있는 향토식품이 향수를 자극하고 달래 

주었댜 그래서 더러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북돋워 주기도 했다. 최정섭 사장이 운영하 

던 최초의 식품점 코리아 하우스는 80년대 중반 명운을 다했다. 그 대신 새로운 주인이 애난데일에 점포를 

여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소매상 40여 곳, 도매상 2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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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어났다. 한인식당은 1962년 김문찬, 김인찬 자매가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개업한 문 가든(Moon 

Garden)이 최초다. 

그 후 70년 장진팔 김정두 등이 동업으로 D.C. 의 Windsor Park Hotel(현 중국대사관)에 서라벌 식당을 

개업했다. 이후 한인 인구가 늘면서 한인 식당도 하나 둘씩 생겨났다. 1974년경에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29번 도로 선상에 동락식당이 문을 열었다. 박규억이 운영한 동락에서는 그해 12월 워싱턴 약사회의 첫 정 

기총회, 실업인협회 총회 등이 열리는등행사장으로 애용됐다. 76년 식도원, 80년대 들어서는한일관, 비 

원식당, 우래옥, 이조식당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힌국일보 발행 한인업소록에 따르면 2004년에 한식당은 

워싱턴 지역 62개 , 볼티모어에 19개나됐다. 최근에는미국인들사이에 스시 바람이 불자 일식당을운영하 

는 한인들도 크게 늘었다. 일본계 요리사의 부족으로 이 지역 일식당의 대부분이 한인들이 운영한다. 

자영업에 뛰어들다 

언어장벽 때문에 애당초 초기 이민자들의 사무직종 취업은 힘이 들었다. 기술 이민이 늘면서 베트남을 거 

처온이들을비롯한많은기술자출신들은자동자수리공, 용접공, 에어컨, 중장비 기술자로직장을 얻었다. 

한국서 공무원이나 회사원으로 일하다 온 이들 중에는 학원에서 단기 취득한 자동자 기술자로 수속을 받아 

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메캐닉 (mechanic, 정비사)샵에 취업했으나 타이어를 바꾸거나 엔진오일을 갈 수 

도 없어 그만둔이들도더러 였었다. 전매청, 건설부에서 일하다 1974년 이민온김태경도이른바기술학원 

출신 이민자케이스다. 그는돈이 있어야되는진급풍토와군대식인상사와총돌하다우연히 소공동지하도 

에서 "당신도 이민 갈 수 였다”는 광고용지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다방을 찾아갔다 한다. 

이민 에이전트가 중장비 면허를 따오라 해 3개월 걸려 면허를 취득했더니 다시 자동차 정비면허를 따라 

해 정비학원에 다니며 우여곡절 끝에 3급 정비사 자격을 취득했다. 기계 한 번 제대로 작동해보지 못한 엉 

터리 정비사로 미국에 도착했다. 고용한회사를찾아가니 마침 불경기라재용할수 없다고 해 차라리 엉터 

리란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니 잘됐다싶었다고술회했다. 70년대 초에는그로서리, 리쿼스토어, 델리, 세탁 

소를 차리는 등 자영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 한인은 이미 70년부터 편의점인 세븐 일레븐을 운영하였 

다. 한인 이민자하면 떠올리는 가발장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흑인 인권운동의 발흥과 값싼 인조모발의 개발로 미국에 가발 붐이 일면서 뷰티 서플라이로 진출한 한 

인들의 많은 수가 큰 돈을 벌였다. 세탁업에도 하나 둘씩 뛰어들었다. 장의사에 이어 영업 시작 후 3년 이 

내에 문을닫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업종으로불리는세탁업은큰불황을타지 않고 안정성이 높아 인기였 

다. 세탁업은 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문을 닫기에 교회 출석이 많은 한인들이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 

는 매력,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재고 처리의 부담감이 없는 접, 필요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서플라 

이 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점들이 장점으로 꼽힌다. 2000년도 워싱턴 지역 한인 세탁업소 수는 약 2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들이 전체 업소의 90% 이상을 장악한 것이다. 또 ABC―TV(채널 7)이 가장 우 

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싱턴 지역 세탁소 22군데를 선정했는데 한인업소가 20군데였다. 한인들의 근면 

성,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한인상권이 점차 커지면서 도매시장에 진출하는 이들도 늘었다. 워싱턴 D.C. 의 뉴욕 애비뉴와 플로리다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플로리다 마켓은 대표적인 한인 도매상권이다. 흑인 동네에 위치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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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워싱턴 일원에 식료품과 잡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D.C. 시내 가판대의 관광기넘 티셔츠와 성조기, 한 

인식당에서 내놓는 소주와 일식, 서양식 레스토랑의 야채 등 대부분은 이곳을 거쳐 공급된다. 1984년 9월 

21일 메리온베리 당시 시장이 참석한가운데 캐피탈시티 마켓이란명명식을가졌지만사람들은아직도플 

로리다 마켓이라 부른다. 

플로리다 마켓의 한인 진출사는 현재 삼왕 프로듀스를 운영하는 최상오가 1974년 첫 그로서리를 열며 썼 

댜 80년대에는 한인업체가 50여 개로 늘었다. 규모가 커지자 88년 박재선을 회장으로 최상오, 최정섭, 익 

산시장으로 진출한 조한용 등이 ‘후로리다 마켓 상조회’ 를 결성할 정도였다. 초기 이 시장의 상권은 유태 

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상인들이 장악하고 였었다. 최상오 대표는 “기존 상인들이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에 가격담합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장벽을 쌓고 한인들의 진출을 막았다."며 “조선고추처럼 악바리 근성으 

로 이겨냈다.”고 회고한다. 

현재 이 마켓에는 강식품, 워싱턴 캐쉬&캐리, DC 캐쉬&캐리 같은 식품접, 도매상과 워싱턴 홀세일, 송 

스잡화 같은 잡화점들이 성업 중이다. 또 자연두부와 삼성두부 같은 두부공장, 나씨 한방원, 잔치떡 전문 

인 DC 방앗간 오복떡집, 꿀을 취급하는 영신양봉원 등 한국전통의 가게들이 입주해 있다. 새벽에 문을 여 

는야시장손님들을위해 순대국, 센드위치를파는고향집 식당이나 영스레스토랑같은 업소도 있다. 이 마 

켓의 공용어는 영어와현글이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여 "빨리빨리"란한국말은 히스패닉 짐꾼과아프리카 

출신 새 상인들에도 표준말이 됐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한인 커뮤니티도 성장하여 플로리다 마켓도 큰 변화를 겪었다. 애난데일과 센터 

빌 메릴랜드등지에 대형 한인 슈퍼마켓들이 등장하며 소매거래는듬해지고상인들끼리 거래하는 전문도 

매상으로 입지가바뀌었다. 한인업소도 전성기 때보다 10여 개가줄었다. 그러나 70~80년대 잇따르던 강도 

사건은 경찰의 24시간 교대근무 등으로 많이 줄어 안전이 향상되고 였다. 

할렘가로 가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 한인들이 찾아간 곳은 D.C. 의 흑인 빈민가였다. 흑인촌 

에 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건 70넌대 중반부터다. 6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흑인 민권운동은 1968넌 마 

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불이 붙었다. 이른바 흑인 폭동으로 미국의 대도시들의 상당 지역들에 흑인들이 

들어오면서 백인들은 결국 교외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대형 백화점과 수퍼마켓들도 소비자들을 따라 외곽으 

로 이동했다. 도시로몰려든흑인들의 경제력은 빈곤했다. 대다수가차를소유할능력이 없었다. 자연히 먼 

거 리의 슈퍼마켓 대신 걸어갈 수 였는 동네 가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동네 마켓을 개척해 이미 

짬짤한 재미를 본 유태인들은 더 이상 흑인촌에 있을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 시기 한인들은흑인폭동으로유태인들이 빠져나간자리를메워 나갔다. 그러면서 한흑간의 공생과갈 

등의 역시를 배태하기 시작했다. 한인들이 할렘가를 찾아간 이유는 간단하다. 거칠고 때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하는반면돈벌이는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SE 지역 아나코스티아강 인근에서 스타마켓을운 

영하는 김규홍은 "백인들 상대로 편하게 장사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한다. 이왕 

고생할 거면 흑인촌에 들어가 일찍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는 각오였다. 

한인업소들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구멍가게 수준부터 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한 대형 업소도 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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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모은 상인들은 몇 군데 업소를 동시 경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작은 가게에서 부부가 아침 

부터 밤늦게까지 매달린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가족경영 방식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학력이 

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일에 종사하면서 맛보는 좌절감에 고객인 흑인들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 흑인 10대 

청소년들은 가게 안에 몰려와 물건을 훔쳐가고 걸핏하면 놀려대기 일쑤다. 거스릅돈을 속이고 좀도둑들은 

물건을훔처 감추고주인이 꺼내놓으라면 방귀뀐놈이 성낸다고오히려 난리를떨었다. 그렇다고 일일이 상 

대하기도 힘이 드니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매일 매일을 보낸다. 흑인들도 할 말은 있다. 한인들이 무독독하 

고 자기들을 도둑 취급하며 멸시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 대신에 들어와 폭리를 취하고 흑인 종업원을 고 

용하지 않으며 흑인 지역사회에 전혀 봉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덜어놓는다. 사실 이들의 지적이 모두 

린 건 아니였다. 안전도큰 위협이었다. 수시로 발생하는강도에 해마다수 명이 다치고죽어 나갔다. 그래 

서 대부분 업소는 가게 안에 방탄유리를 설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도 90년대 종반 이후 경찰 단속의 강화, 도심 재개발 등으로 안전 사고는 많이 줄었다. D.C. 한인 업 

소는 2002년 이 지역을 찾은 이현주 주미대사관총영사의 표현처럼 ‘한인사회 부(富)의 근원’이다. 흑인촌 

의 한인 업소들은 스스로 이민자의 삶을 일으키는 한편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에 살을 찌웠다. 한인들은 여 

기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애난데일 등지에서 저녁식사나 술 한 

잔을 걸치며 ‘검은 돈’을 쏟아내는 것이다. 워싱턴 D.C. 에서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한인상인들은 한때 

D.C. 내 자영소매업자의 65%를 점유할 정도로 막강한 상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후 이어진 미 경기침체와 9·11 테러 사건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각종 

규제로 어려음을 겪고 있다. 시 의회의 주류 판매시간 단축, 시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 D.C.주민대표로 구 

성된 자문기구인 ANC의 압박 등이 한인 상인들을 옵아메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푸드 스탬프, 웰 

페어를 삭감하면서 주 고객인 흑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마른 것도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였다. 

직업의 분화와 늘어나는 한인업소들 

70년대 덜레스 공항은 워싱턴 한인사회 활력의 상징이었다. 공항에는 힌국서 오는 가족, 이민자들을 맞 

션참 한인들로 붐몄다. 이 무렵 공항에 마종 나온 사람의 주소와 직업이 새 이민자의 주소와 직업이 된 

다는속설도생겨났다. 

한인들이 많아지자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화됐다. 부동산 에이전트 1호는 1974년경 최동현(미국 

명 도날드 최, 언론인 문명자의 남편)으로 전해진다. 장남호, 이용기는 메릴랜드에서 미국회사의 파트 타임 

으로 근무했다. 부동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는 현재 동네방네 부동산을 운영 종인 이태권이다. 한국 

인 의원 개업은 1958년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내고 훗날 미주 한인의사협회를 만든 최제창이 시초다. 20년대 

유학자 도미했다 귀국한 최재창은 1950년 재도미했으나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미국 정착을 결심하고 워 

싱턴 근교에서 개업했다. 회계사 사무실은 계창호가 71년 봄에 연 것이 처음으로 추정된다. 한인 여행사도 

생겨나 70년대 이성호(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가 유라시아란 간판을 내걸고 운영했다. 뉴 아메리카, 코리 

아 서비스, 선 여행사 등이 모두 70년대 영업했던 여행사들이다. 

80년대 이후는 직업 분포가 더 다변화되었다. 1989년 메릴랜드주에는한인 3만 2천280명이 살았다. 이들 

의 직업 분포를 보면 기능공이 5,781명으로 최다를 자지한다. 다음은 학생 5,529명, 기술자 5,060명,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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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명, 사무직 3,152명, 주부 2,849명, 전문직 2,250명, 서비스업 138명, 문예인 76명, 종교인 60명, 제조 

업 53명 순이다. 기타도 3,893명을 차지한다. 1989년판 한국일보 한인업소 전화부는 한인업소가 얼마나 많 

아졌는지를 알려준다(참고로 한인업소 전화부는 85~86년판이 제1호로 당시는 리치몬드, 페닌슐라 지역 업 

소들도 함께 소개됨)． 이때는 애난데일에 한인타운이 형성되던 시점이다. 

한인사회의 변천을 설명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한식당 수는 24개였다. 이 중 애난데일의 가보자, 비원, 

스프링필드의 삼오정, 락빌의 삼우정과 우래옥은 아직도 영업 중이다. 당시 한인들의 주거지역을 반영하듯 

식당의 위치는 알링턴이 가장 많았다. 금호정, 파레스 레스토랑, 상록수, 서울가든, 우래옥, 진고개, 호반이 

있었다. 폴스처치는 뉴명동장, 대한관, 동락, 명동 파레스, 비원, 워싱턴회관 등이, 알렉산드리아는 꽃집식 

당, 란식당, 청보가 영업했다. 수도권메릴랜드 지역에도 락빌의 금산옥, 리버데일의 삼선옥, 삼우정, 실버 

스프링의 한우정, 한일관이 였었다. D.C에는 조식당이 노스 이스트의 5가에 위치해 였었다. 미용실은 볼티 

모어를포함, 23개가운영 중이었다. 

2000년은 비즈니스에서 양적, 질적으로 신기원을 이루었다.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내 전체 한인 비즈니스 

13만 5천571개, 중국계 25만 2천여 개와아시안 인디안에 이어 세 번째를차지하고 였다. 연간매출액도 

459억 3천여만 달러로 3위를 기록 중이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비즈니스 수는 1만 1천 개다. 한인 업소당 평 

균 매출액은 25만 7천여 달러다. 지역별로는 버지니아의 한인 비즈니스가 5천169개로 총 매출액은 9억 7천 

255만 9천 달러였다. 메릴랜드주는 비지니스 5천8백 31개, 매출액 12억 8천999만 9천 달러로 메릴랜드가 비 

즈니스에서 우위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D.C. 의 경우 1997년 기준 한인 소유 사업체의 수는 927개 

로 집계됐다. 업소당 평균 연 매출액은 25만 7천 달러였다. 

한국일보가 발행하는 2004년도판 업소록은 워싱턴지역 한인업소 총 4천6백여 개로 집계하고 였다. 

이 통계는 한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업소와 개인사업지들만을: 파악한 것으로 미국인 대상 업소는 포함되 

지 않은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당 수는 모두 162개 , 자동자 매매와 정비업소는 321개, 개업 변호사 95명, 회계사 

사무실 79개, 의료업 317개로 조사됐다. 또 여행사 28개 , 보험업 123개, 건축업 156개 업체, 미용실 1백여 

개, 태권도장 80개 등이다. 

이민의 연륜이 쌓이면서 한인 비즈니스와 직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90년대 후반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 등 신직종인 서비스업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바람으로 부동산과 융자업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30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만 37%가 늘어난 것이다. 사상 최저의 이 

자율과 부동산 구입 및 재융자 붐으로 융자인은 136명으로 조사됐다. 학원업도 한국으로부터의 조기 유학 

생의 증가와 과외교육의 열기로 119개가 성업중이다. 한국일보 업소록은 최근 몇 년간 한인 업소수가 평균 

15~30% 팽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신비즈니스 시대 

한인 추산 인구가 10만 명이 훨씬 넘어선 2000년대 들어 한인 사회도 과거 수공업적인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화, 주류사회 진출 등의 특징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였다. 

한식당들의 전문화도 그 종의 하나다. 한식에 중식, 일식 등을 모두 갖춰놓고 백화점식(式)으로 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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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던 식당들은 점차 LA, 뉴욕식의 간판을 달았다. 북창동 순두부, 김가네 김밥, 곰바우 설렁탕에다 종전 비 

원식당에서만 취급해온 활어집도 바다횟집, 장어시광어동, 파도횟집 등이 잇달아 개업했다. 한인인구가 많 

아진 데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입맛도 까다로워지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메뉴를 내세워 공 

략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전무했던 한인시장을 겨냥한 대형 은행들의 진출도 잇따랐다. 2002넌 팬아시아은 

행(현재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애난데일에 첫 지점을 열며 워싱턴에 1호를 기록했다. 이어 종앙은행, 나라은 

행 웰스파고은행 등 5개 금융업체가 한인 상대로 애난데일에 진출, 영어 미숙으로 은행 문턱에만 가면 답 

답해하던 한인들의 속을 풀어주였다. 그러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애난데일의 미 은행들도 한인 직원을 

배치, 증원하는 등 지갑이 두둑한 한인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70년대 이민자들이 고령화하면서 가업을 잇는 한인 2세들이 늘고 있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아버지가 평 

생을 일궈온 가업의 존폐 국면에서 2세들이 주류사회 직장을 버리고 세탁소, 지동-차 정비업, 하드웨어 스 

토어, 신발 수선 등 다양한 업종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키우는 유턴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자녀들의 가업 잇기가확산되면 1세의 경험과자본, 2세의 유창한 영어와창의력, 도전정신이 결합해 새로 

운 이민경제사를 써나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한인경제계는 대형식품점의 잇따른 등장으로 전기를 맞는다. 이해에만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샤 

퍼스 규모의 한인 운영 대형식품점 5개가 문을 열었다. 먼저 창문을 제조 판매하는 홈킴 그룹을 운영하던 

김종일 회장이 버지니아 매나사스에 지구촌(글로벌) 수퍼마켓을 개접했고 이어 이듬해에는 우드브리지에 

2호점을 냈다. 강식품(대표 강민식)도 수십 년의 경험과 축적된 자본으로 식품 소매시장에 뛰어들였다. 센 

터빌에 그랜드 마트란상호로 업소를 연 데 이어 메릴랜드 저먼타운, 게이더스버그, 애난데일, 볼티모어에 

놀라운 속도로 점포를 확장시켰다. 롯데와 함께 동양식품업계의 양두마차를 형성해온 한아름도 페어팩스 

시티에 다국적 프리미임 마켓을 지향하는 슈퍼 H마트란 4호점을 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아름은 1982넌 설립, 97넌 폴스처치접을 오픈하며 워싱턴 지역에 진출해 위튼, 엘리컷시티 등 4개 매 

장을 운영 종이다. 원래 워싱턴 지역 대형 동양식품점의 원조는 메릴랜드 콜럼비아에 본사를 둔 리 브라더 

스(회장 이승만). 1976넌 설립된 이후 90년대 들어 롯데 플라자란 이름으로 소매 업계에 진출해 현재 페어 

팩스 시티 등 4곳에 매장을운영하고 있다. 

새 식품점들은 대부분 5만 스퀘어피트를 넘는 대형화된 매장에 고객 타깃도 한인 중심에서 미국인과 다 

민족 중심으로 이전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유제품, 육류 등도 구비해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했다. 종전 

에는 한인 그로서리에서 장을 본 후 다시 미국 그로서리에서 2중으로 장을 보던 불편을 없앴다. 매장 분위 

기도 업그데이드 시켰다. 특히 슈퍼 H마트는 백화접을 연상시킬 정도의 깨끗한 매장으로 쇼핑문화를 한 차 

원 높이며 백인들까지 끌여들였다. 한인 식품점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공멸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대 

두됐으나 저렴한 야재와 성성한 생선 등 기존의 미국 그로서리와 자별화하며 아시안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한인 식품접이 다민족 마켓으로 자리를 잡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2003넌 1월 13일자에서 ‘한인상점 

의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기도 했다. 신문은 "최근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에 문을 연 한인 소유의 슈 

퍼 H마트는 과거 부부 종심의 소매상으로 대표됐던 한인 비즈니스에 인종적 진화가 일어나고 였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며 미국 사회에 동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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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2004년에는 워싱턴 한인들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식당업과 식품업으로 자산과 경험을 축적한 한인들이 늘어나는 히스패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2003년 문을 연 그랜드마트 애난데일 점을 들었다. 

이 업소는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베트남, 히스패닉, 중국, 인도, 아랍계 등 6개 소수계 언론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전했다. 

2. 한인 인구 증가 

한인 인구 개관 1970~2000 

인구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한 조사는 미 상부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센서스다. 1790년 시작된 센 

서스는 인구 비례당의희를구성하기 위한목적으로비롯됐지만이름, 성별, 나이, 가족관계, 인종, 주택, 소 

등 개인과가정에 관한종합적인 정보를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0센서스에서 미국 전체 인구는 2억 8천1백4십 2만 1,90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워싱턴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는 메릴랜드주에는 5백45만8천 명, 버지니아주는 7백29만3천 명이 산다. 지 

난수십 넌 동안매년 평균 2%씩 감소했던 워싱턴 D.C. 인구는 57만 2천59명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각 카운티별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릴랜드주는 몽고메리가 전체 인구 87만 3천341명이다. 이는 90년보다 12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80만 1천515명 , 앤 아룬델 카운티 48만 9천656명 , 하워드 카운티 24만 7천842명 , 프 

레더릭 카운티 19만 1천515명, 찰스 카운티 12만 546명 등이다. 버지니아주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96만 9천 

749명으로 지난 10년간 15만 명 이상이 인구가 늘었다. 또 프린스 윌리임 카운티 28만 813명, 라우든 카운 

티 16만 9천599명 , 알렉산드리 아시 12만 8천283명 등이 다. 

그러면 이 지역에 한인들은 얼마나살고 였을까. 센서스통계는 1980년도의 경우메릴랜드 1만 5천100명, 

버지니아 1만 2천600명, D.C.300명으로 모두 2만 8천 명이었다. 10년 만인 1990년에는 한인 인구가 두 배 

가량늘었댜 메릴랜드 3만 320명, 버지니아 3만 164명으로 비슷한수준을보이고 였다. D.C.는 814명으로 

전체 6만 1천400명이 워싱턴 일대에 거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70~80년대의 이민열기가 식으면서 90년대 

는 10년 만에 약 2만 5천 명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는 107만 6,872명으로 파악됐다. 워싱턴지역은 메릴랜드 3만 

9,155명, 버지니아 4만 5천279명, D.C. 1,095명 등 총 8만 6,39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워싱턴 지역 

의 한인 인구는 미국 내 LA, 뉴욕 및 뉴저지 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워싱 

턴 인구를 앞서던 시카고 등지를 제쳤다. 2000년 한인 공식 이민자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4천 

279명 뉴욕 1천773명, 뉴저지 1천65명, 메릴랜드 968명, 버지니아 895명, 워싱턴 706명 등의 순이었다. 워 

싱턴 지역이 뉴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센서스 조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한인들이 상당수 있어 실제 한인 인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 

고 였다. 주미대사관은 워싱턴 지역 동포 현황을 1992년 7만 9천 명, 99년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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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말에는 13만 1천400명으로 파악하고 였다. 지역별로는 워성턴 D.C. 1천 314명, 메릴랜드 5만 

7천800명, 버지니아 7만 6천400명이다. 이 수치는 대사관 영사과가 재외국민등록 현황, 여권발급 통계, 한 

인회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집계로 비교적 근사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한인인구를 18만으로 추산한다. 

2003넌 미주이민 100주년 워싱턴 기넘사업회에서 실시한 ‘워싱턴 D.C. 지역 한인 의식 및 실태조사’ 는 

한인인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법을 도입, 눈길을 끌었다. 권오균 박사가 맡은 이 조사는 2002년 

버라이즌 전화회사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한인 인구를 2만 4천 

가구 중 무작위로 선발, 조사했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이 지역 전화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확보한 다음 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씨 100여 개를 이용해, 2만 4천 가구의 한인 명단을 확보한 것이다. 

버라이즌사에 의하면 이 명부에 등록된 가입자수는 이 지역 가구수의 95% 이상이라한다. 실제 인구의 근 

사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2 만 4천 가구에 가구당 평균 거주자 3.7명을 곱해 이 지역에 한인들이 약 

8만 9천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계산을 뽑아냈다. 여기에 명부에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는 5%, 즉 4천7백 명 

더 해 약 9만 3천700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 었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는 2000년 미 센서스의 한인 인구 수 8만 5천529명과 자이언트사가 발행해온 한인록에 나타난 

인구 약 9만2천 명과 대동소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추산치에는 한인 가정 등에 세들어 사는 유학 

생, 전화를 놓지 않은 일부 불법 체류자나 유동인구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면 실제 인구 수는 이보다 다소 많 

을 것으로 보인다. 홈미로운건 이번 조사에서 약 21%의 한인들이 2000년 센서스에 찹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권오균은 누락율을 감안해 2000년 조사 당시 이 지역에 2만 3천425명을 더한 10만 

8천954명의 한인이 실제 거주하고 였었던 것으로 보고 였다. 

지역별 인구분포 

2000센서스는 한인들이 어느 카운티에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그 통계를 잘 보여준다. 워싱턴 지역에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 카운티에는 2만 8천028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는 버지니아 한인의 61,9%를 차지한다. 아시아태평양계 소수 인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였다. 한인에 이어 인도계가 2만 5천700명, 베트남계 2만 3천044명, 중국계 1만 7천756명 순이었다. 2위 거 

주지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로 1만 5천130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이 D.C.와 가까운 북버지니아와 수 

도권메릴랜드지역에 거주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버지니아주는 페어팩스에 이어 프린스 월리암 카운티가 1천694명, 알링턴 카운티 1천 

572명, 알렉산드리아시 1천335명, 라우든 카운티 883명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남부의 리치몬드, 피터스 

버그지역에는 3천129명, 바닷가 근처 동남부지역인 노폭과 버지니아비치, 뉴폿뉴스지역은 4천071명의 한 

인들이 산다. 메릴랜드주는 몽고메리에 이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워드 카운 

티 6천188명 , 볼티 모어 카운티 5천249명 , 프린스 조지 카운티 3천843명 , 앤 아룬델 카운티 3천603명 , 볼티 

모어시 1천826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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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생활상 

한인들은 비교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언어 미숙 등으로 미국사회에서 겉돌고 있다. 센서스국이 

2002년 공개한 자료에는 워싱턴―볼티모어 지역의 5세 이상 한인 6만 9천855명 중 85.5%가 영어가 아닌 한 

글을 제1언어로 사용하고 였다. 이는 베트남계 92.4%, 중국계 85.8%에 이어 3위다. 일본계는 65.4%, 필리 

핀계는 71.1% 등으로 나타났다. 

리치몬드-피터스버그 지역 한인 조사에서는 5세 이상 3천233명 중 85.1%가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 

고 있다. 노폭―버지니아비치―뉴폿뉴스 지역의 한인은 전체 인구 3천677명 중 70.7%인 2천601명이 비영어 

권이었댜 그만큼모국어 비중이 높다. 한인들의 가정은비교적 안정돼 있다. 이혼율의 경우타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5세 이상 한인 이혼율은 남성이 2.7%인 691명, 여성은 4.2%인 1천405명이다. 현재 별거 

중인 남성은 267명, 여성은 423명이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인 한인도 446명으로 나타났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2003년 8개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는 한인들의 생활상과 

관련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설문에는 한인 130가구가 침가했다. 가족 구성에서 한인 가구의 

평균 인원은 4명으로부모와두자녀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한인어린이는 86.4%가아버지와어머니 

가 모두 였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반면 약 14%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어 한인사회 이혼율도 점차 

높아져 미국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당 총수입은 한인가구의 절반이 넘는 53%가 연평균 수입 4만~8만 5천 달러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 

루고 였댜 이 중 1만 5천 달러 이하는 3%, 2만 5천 미만은 12%, 4만달러 미만은 17%로 나타났다. 또 4~6만 

달러 미만은 33%, 6만~8만 5천 미만은 12%, 4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은 16%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 내에 

서 부유한 동네인 페어팩스 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수입 8만 달러에는 뒤지지만 다른 소수계보다는 비교적 

높은수입이댜 

주거상황은 자택 소유율은 53.5%이며 매달 집값으로 지불하는 모기지는 평균 1천557달러이며 렌트비는 

1천72달러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은 남성가장의 경우 주 41~50시간이 26.9%, 50시간 이상이 42.3%로 다른 

민족의 평균 31~40시간보다노동시간이 월등히 많다. 고용율은남자 91.2%, 여자 65.3%로맞별이 비율이 상 

당히 높다. 투잡 이상의 직업을 가진 한인도 남자 28.8%, 여자는 28.4%로 타 커뮤니티의 2배를 기록,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한인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축율은 미래를 위해 일정액을 저축한다는 한인들이 

54.4%로 나타나 근검, 절약 정신이 돋보인다. 타민족보다 최고 높은 저축율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남자 

는 58.4%, 여자는 41.5%로 타민족 커뮤니 티보다 학력수준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페어팩스를 고향의 자기 집처럼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한인들은 8개 소수민족 중 가장 낮은 75.4%가 

“그렇댜"고 대답해 주류사회와의 교류와 소속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페어팩스 카운 

티 폴스처치 지부가 8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인들의 교육수군은 세 번째로 높으나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인들은중요한뉴스와정보를한글신문매체를통해 얻는다는사람이 71.3%나됐다. TV와 

라디오도 각각 46.5%~50.4% 등모국어 의존도가다른 커뮤니티보다두드러지고 였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은 미 주류사회 진출에도 위축감으로 작용돼 미 시민권 취득의사와 지역사회 소속감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 

기록했다. 비록 미국사회에 살고 였으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주변부적 삶을 살고 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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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와 영주권자 

한인들의 귀화율은 시 기 별로 조금씩 다르다. 연방 이 민국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미 시 민 

권을 취득한 전체 한인은 총 13만 1천297명이다. 이는 미 전체 시민권 취득자 중 5.4%를 차지한다. 한인들 

의 시민권 취득은 80년대 절정에 달했던 이민 물결과 보조를 맞추며 덩달아 급증했다. 

1985년 회계연도는 1만 6천824명, 91년은 1만 2천266명, 92넌부터는 감소세가 두드러져 8천297명을 기록 

했다. 93년 9천6백11명, 94년 1만 1천89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5년 회계연도에는 1만 4천170명의 한 

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국가별로 볼 때 8위에 해당된다. 

99년에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 6천372명으로 전넌도보다 65.9%(6천506명) 급증했다. 이 수치는 

이민, 사회복지법 개정으로불이익을우려해 시민권 취득 러시를 이뤘던 96년 2만 4천693명 이후 최대이다. 

99년 중 미 전체 시민권 취득자는 83만 9천944명이다. 워싱턴, 볼티모어 한인사회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취 

득하며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총영사 한병길)의 2003년도 영사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적상실 또는 이탈신고 건 

수는 280건으로 전년도의 2백39건보다 17%가 증가했다. 재외국민등록 건수는 1천084건을 기록, 2002년의 

1천010건보다 소폭 늘어났다. 한인들의 미 시민권 취득 증가는 2세들의 성장으로 귀국을 포기하는 1세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9·11 테러 이후 영주권자 등 이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각종 사회보 

장프로그램 혜택도규제가강화되는것과 연관이 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재외동포특례법 제정으로한국 

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함이 없어진 점도 귀화지를: 증가시키는 이유로 풀이된다. 

한인의 경우 이민귀화국의 2001년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 742명 

이다. 이 중 69%인 1만 4,253명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변경을 시도했다. 이는 가족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전통적인 이민방식의 변화를 설명해준다. 체류 변경 당시 한인들의 입국비자는 상 

용관광비자(Bl/2)가 4천4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 2천209명, 취업비자 2천107명, 주재원 760명 순 

이다. 비이민비자가 미 영주권 취득의 편법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IMF사태 이후 지 

난 5년간 관광, 유학, 주재원 등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한 한인은 

4만 8,380명으로 집계됐다.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발행한 1998~2002 연방회계연도 이민통계연감에 따르면 97년 10월~98년 

9월 임시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인 6천56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99년에는 4천637명, 2000년은 8천 

498명, 2001년 1만 4천253명, 2002년에는 1만 4천380명이 영주권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했다. 

9·11 이후 취업이민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현지에서의 학생비자 전환이 힘들게 되자 소액투자를 통한 장 

기체류 방식이 합법적 이민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비이민 투자비자인 E-2비자는 약 10~20만 

달러의 스몰 비즈니스를 매입하면 신청자와 직계가족이 2넌간 체류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도 배 

우자 취업이 가능하며 자녀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였어 준 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 

기다. 국무부 자료는 2001넌 E―2비자를 받은 미주 전체 한인을 1,403명으로 집계했다. 

워싱턴의 경우 한국에서 E―2비자 참가단을 모집, 견학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최근 3넌 동안 10~15명 

단위의 견학단이 10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 위장입양이란 신풍속도도 생겨났다. 임산부들이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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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미국으로 건너와 태어나는 자녀들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끔 하는 게 원정출산이다. 편법을 통한 

위장입양은 한국에서 자녀들을 조기유학 도는 미국대학 진학을 시키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등 친척 

들에게 자녀를 입양을 시키는 편법이다.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로 구성된 한인사회에는 불법체류자란 음지가 존재해왔다. 미 이민국(INS)이 정한 불법체류자 

는체류기간을넘기거나, 입국목적과다른활동을하거나, 아예 밀입국한사람들을말한다. 

미 상무부가 2002년 발표한 미 전체 한인 불법체류자는 18만 2000명, 그러나 실제는 훌쩍 넘 길 것 같다. 

워싱턴의 경우도 IMF 사태 이후관광,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그냥눌러앉은한인들이 상당수 있다. 한인 언 

론에서는 이들 불법체류자 인구를 약 1만~2만 명 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체자들이 겪는 고생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다. 합법적 취업을 할 수 없어 대부분 청소, 식당 웨이트리스와 주방, 봉제공장, 세탁소 

다림질, 건축 잡부등 저임금 노동에 종사한다. 일부 악덕업주들은 불체자란 신분을 악용, 임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어 애를 태운다. 

90년대 말부터 소셜 시큐리티 발급강화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각종 주택 구입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 

도 감수해야 한다. 이민국의 단속이 언제 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운전을 하면서도 경찰차만 보면 숨이 

막힌다고 한다. 그래서 갖은 어려움 끝에 영주권을 취득한 불법체류자들은 그 카드를 부여잡고 설옴의 눈 

물을 쏟아내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1984년 브라질에서 재이민와 옷 수선접을 해온 김영자는 9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생활했다. "누가 고발해 이민국 단속반이 들이닥치기도 했고 아이들 대학 진학에도 말 못 

할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린카드를 받고 숨막히는 그 고통의 세월이 생각나 온 가족이 엉엉 울었다.”고 

술회한다. 

미 정부는 가끔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시켜 숨통을 퇴워준다. 1986넌 이민법 개혁으로 1982년 전에 미국 

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27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1990년까지 모두 합법적 인 영주권을 받았다. 클린턴 행 

정부 말기인 200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245(i)조항의 한시적 부활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일부가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일부는 학생비자로의 전환, 또는 스폰서를 구해 취업비자를 획득하면서 영주권 수 

속과취득을했다. 

9·11 이후 강화돼온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는 2004년 들어 변화가 예상된다. 1월 7일 부시 미 대통령 

은 미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미국을 자유롭게 출 

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자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 

표했댜 

부시의 이번 이민 개혁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 노동자의 일시적 합법화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저임금 노 

동자들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 고용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히스 

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1월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서 일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최소기간의 체류를 허 

용한 다음 영주권을 주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였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법 

안들이 시행된다면 공식 통계 18만 명의 한인 불법체류자들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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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입양아 

유학생들과 입양아는 한인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지만 범(凡)한인인구의 범주에 넣을 수 있 

다. 초기 한인사회를 형성했던 유학생들은 꾸준히 늘어왔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의 통계를 보면, 

2002~2003학년도 한국 출신 유학생 수는 5만 1천519명 1년 전의 4만 9천46명에 비해 5% 증가하였고 국 

가별 순위는 3위다. 한인 유학생들은 대학원생(47.8%）이 학부생(42.3%）보다 많으며 어학연수 등 기타 과정 

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 학생 수는 대학원의 경우 유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대학 과정은 동포 1.5세, 

2세들이 대부분이다. 

워성턴지역 유학생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 각 대학 , 대학원별로 구성돼 있는 유학생회의 추정치를 종 

합하면 약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메릴랜드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 

생만 해도 약 250명 가량이다. 이 학교에는 동포 자녀들을 포함하면 전체 약 1천500명의 한인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에는 대학원 유학생은 약 120명이며 학부를 포함하면 200명 가까운 유학 

생이 였다. 조지타운대 100명, 아메리칸대 100명 내외, 조지메이슨대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학비가 저렴하고 입학이 쉬운 커뮤니티 칼리지인 노던 버지니아대(NOVA) 애난데일, 알렉산드리아, 매나 

세스 캠퍼스에서 약 200명 내외의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한인학생회장인 양창훈은 

"동포 대학생은 물론이고 유학생 숫자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우리도 막연히 짐작만 한다."면서 "특히 동포 

출신들과는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해 어울리지 못해 짐작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유학생 중상당수는 취업 

난 등의 이유로 귀국치 않고 정착하는 사례도 많다. 미국인 가정에 어려서 입양된 한인들은 2002년 말 현재 

약 1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사회가 추산하는 전체 한인 이민자(200여 만 명)의 5%나 되는 수치다. 

베이비 붐 등으로 해외 입양이 러시를 이뤘던 80년대에는 미국에 입양되는 전체 외국인 중 한국 촐신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연간 약 6천 명이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된다. 90년대 들어 

2천 명 이하로 크게 줄었지만 94년까지는 미국 내 최대 입양아 수입국으로 기록됐다. 통계자료를 보면 90년 

2,620명 92년 1,840명, 94년1,795명 96년 1,516명 98년 1,829명, 2000년 1,794명, 2001년 1,870명 등 매년 

2천명 내외가 입양되고 있다. 입양이 시작된 1950년 이래 초기에는 오리건 주 등으로 집중됐으나 80년대 이 

후에는 입양기관이 생기면서 워싱턴 지역으로의 입양 문호가 열렸다. 

2003년까지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는 워싱턴 지역에만 약 1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81년 발족된 입양정보기관인 ASIA(대표 김응창)이 집계, 추산한 것이다. 한국의 동방사회복지기관 

과 연결된 ASIA는 그동안 연평균 110명씩 약 2천500명의 한국계 어린이들을 입양했다고 한다. ASIA 발족 

이전에는한국 어린이 입양기관이 워싱턴에는 없어 이 통계가사실상의 수치로평가된다. 워싱턴의 도다른 

입양기관인 가톨릭 자선협회에서도 홀트 아동복지희를 통해 연 20명의 한국 어린이를 입양해왔다. 

ASIA의 직원 송화강은 "입양인들은 이동이 잦은 데다 입양기관도 다양해 정확한통계를 낼 수 없다."며 “이 

미 성인이 되어 활동 종인 많은 입양인들이 직업 때문에 워싱턴에 거주하는 덕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 

턴한인 YMCA의 후신인 KAYA등단체들이 매넌 여는입양아잔치에는양부모와어린이 수백 명이 찹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인 어머니와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도 2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메릴랜드에 근 

거를 둔 훈혈인협회(2004넌 다문화가정협회로 개칭)는 보고 있다. 2002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는 약 13만 명 

으로 추산되는 한인국제여성들이 있으며 그 종 워싱턴지역에는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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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국동포(조선족)들은 워싱턴에 약 3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2년 1월 구정에 이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선족동포 총연합 임덕수 임시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 워싱턴지역에 거주하는조선족동포수는: 
3백에서 4백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백여 명 정도이다. 외곽 쪽에 

많이 가 있다. 이들은 차도 대부분 없다. 

^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 
목공식당 주방, 청소, 사이딩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한다. 

소 조선족동포들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거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는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뉴욕 워싱턴지 역으로 간다. 

^ 어떤 비자로 입국하나: 
대부분 친척방문, 출장, 관광등의 이유로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나, 비자연장이 안돼 비자가 말소되는 경 

우가 많다. 이런 이유에서 반 정도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 중국과 미국의 조선족의 생활을 비교하면: 
국가가 의료보험, 주택 등을 공급해주는 중국과 비교할 때 힘든 점이 많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노력 없이는 

모든 것이 불기능한· 것 같다. 

소 중국의 가족에게는 얼마나 송금하나: 

대부분의 사람이 적게는 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였다. 

소 중국동포총연합회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어렵게 살고 였다.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어 주기 위해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새로운 이주자들 

기러기 가족과 재이주자들이란 새로운 유입자들도 몰려들고 있다. 현대판 맹모삼천지교 행렬이란 새로 

운 이민유형은 90년대 후반 워싱턴에 등장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송금하고 

업마는 미국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들이 급증했다. 특히 명문 학군으로 소문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초중고 전입학생 수는 매년 300~600명선, 2003년의 경우 총 687명이 타주 및 한 

국 전입생으로 이 중 약 400명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로 파악되고 였다. 2001년은 총 800명 중 500명 정도가 

한국에서 온 초중고교생으로 분석된다. 메 릴랜드 몽고메 리 카운티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 200~400명의 한 

국 학생들이 전입해 오고 있다. 이들 두 카운티의 공립학교 전입생 숫자를 종합하면 워싱턴지역의 경우 연 

500명 ~1천 명 규모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친지집에 거주하거나 입양 방식으로 공부하는 조기 유학생, 기숙사에 기거하며 사립학교 

에 다니는 유학생들을 합하면 한국에서의 교육이민형 수는 많아진다. 교육업계에서는 자녀 양육을 맡은 

30~40대 임마를 포함해 약 3천~5천 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이른바 명문학군인 페어팩스 카운티의 랭글 

워싱턴지역 한인사 _ 59 



리, 맥클린, 버크 지역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센터빌도 각광받고 있다. 인위적인 가족해체와 아버지의 부재 

라는공백이 사춘기 아이들에 부작용을줄수 있다는우려감속에서도 기러기 가족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워싱턴 한인인구가 증가하는 도 하나의 사유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재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년 5백~8백 가정이 워싱턴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 이는 인 

구로 치면 2천 명에서 3천 명 선이다. 재이주자는 9·11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출 

신들이 가장 많다. 이어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텍사스, 시카고 등지에서도 몰려들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온 재이민자, 종국에서 온 조선족들도 상당수 달해 이들은 자체 모임을 갖고 였기도 하다. 

이처럼 워싱턴이 재이주지로 각광받는 이유로는 연방 정부가 위치한 워싱턴의 경제적 활력과 성장 가능 

성, 뛰어난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이 꼽히고 있다. 교육형 이민자들과 재이주자들의 많은 유입으로 주택과 비 

즈니스 매입이 많아지면서 워싱턴 한인사회는 활력을 얻고 있다. 

3. 한인타운의 형성 

워싱턴의 첫 한인타운인 켄트촌 

미국의 한인사회는‘끼리끼리 모여사는'대표적 민족집단이다. 미주 한인들의 수적 증가로 인해 LA, 뉴 

욕등 대도시에는 70~80년대에 걸쳐 대규모 한인타운이 형성됐다. 위성턴의 한인타운은 90년대 들어 윤괵스 

드러내기 시작했다. 

70넌대 이민 초창기 한인들은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에 더 많이 거주했다. 그러다 90년을 경계로 한인 주 

거지가 남하하며 버지니아의 비중이 더 커졌다. 한인들은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등을 거 

처 접점 남서부 교외로 빠져나갔다. 메릴랜드 랜도버에 위치한 켄트 빌리지는 첫 한인촌으로 기록되고 였 

다. 이 한인촌은 70년초 백남원이 자리잡으면서부터 형성됐다. 

이곳에는특히 베트남 미군부대 등에서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한인들이 많았다. 그것은볼티모어의 이민 

업자인 달리 콘이란 여자가 한국에 나가 조선호텔에서 주로 베트남을 갔다온 기술자들을 이민 수속해 바로 

이 빌리지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달리 콘이 고용계약을한자동차회사들이 모두 이 지역에 있는데다아파 

트가싸고 교통이 편리하다는장점이 작용했다. 자동차 정비공 일을주로한 베트남 기술자출신들은주말 

에는 홀아비들끼리 모여 싸구려 양주병을 기울이고 쿼터 따먹기 고스톱 판을 벌이며 무료함을 달랬다. 켄 

트촌의 한인 인구는 날로 늘어갔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민 가족들이 공항에서 택시운전사에게 “한국 사 

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자. “하면 운전사들은 두 말 않고 켄트촌으로 데 려왔다. 기존의 주민들과 연고가 

있는 이들도몰려 세대 수가늘어 한때 6백여 명이나될 정도였다. 

당시 아파트 매니저인 웨스트모어라는부인은갓 이민온한인들이 규칙을잘따르고부지런하다면서 입 

잘 받아주었다 한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주민들은 74넌 8·15 광복절 기넘식을 치르자고 뜻 

을 모았다. 패브릭 스토어에서 광목천을 사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두터운 마분지를 이용, 문양을 그 

려 태극기를 60장 만들어 집집마다 돌렸다. 그래서 광복절 아침에 한인 가정마다 태극기가 게양되는 일도 

있었다. 켄무어 하이스쿨 강당을 빌린 8·15 광복절 행사는 1부 기넘식, 2부 문화소개, 3부 영화상영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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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가까이 진행됐다. 

3·1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학교 강당을 빌어 이웃 동네 한인들도 초청, 약 700명이 기넘식을 갖고 고 

국의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대사관 공보실에서는 영화를 제공, 상영하기도 했다. 한인 주민들은 또 아파 

트 측과 상의해 회의실을 마련하고 한국도서를 진열했으며 태권도 교실, 영어교실도 운영했다. 켄트 친목 

희가 발족하면서 1973년 11월 17일 첫 계몽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의사인 문영호가 의료혜택, 신대식 목사 

가 미 법률상식, 계창호 회계사가 세금, 투자상식을 강의하였다. 이것이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민생활 정 

착세미나였다. 

2003년 작고한 당시 기독교 사회봉사센터의 정준영(전 워싱턴 한인YMCA총무) 같은 이는 길도 모르고 영 

어가 안 통하는 한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취업을 알선했다. 그래서 “그때 한국사람 치고 정씨 자동차 안 타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1976년 봄 켄트 빌리지는 기술이민의 전진기지로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당시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던 김대중 기자와 김용태 부국장이 동포들의 생활 

상을 취재한다며 방문한 후 ‘기술 이민촌 켄트 마을’ 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코메리칸의 밤과 낮’이란 시 

리즈물의 일환이였던 신문기사는 이 한인촌의 실상을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워싱턴의 D.C를 둘러싼 순환도로 변에 켄트 마을이 있다. 정확하게는 켄트 빌리지 아파트(Kent Village 

Apt)이지만 810가구 중 한국인이 130가구로 6백여 명이 집중 거주하고 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곳을 

켄트 마을이라 부른다. 켄트 마을은 기술 이민촌이다. 1971년에 한두 가구의 기술 취업 이민자들이 살던 것 

이 이제 언어, 교육, 문화 풍속이 특이한 한 그룹의 생활단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 순환도로 곁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편하고 아파트도 월 180달러로 싼 편이어서 새로 오는 이민들이 살기에는 적당한 곳이 

다. 

1971년 8월에 2가구, 72년 4월에 9가구, 6월에 12가구로 부찍부쩍 한국인 수가 늘어나 여기 였던 흑백인 

다른 곳으로 쫓아내게 된 셈이다. 켄트 마을은 90%의 한국인 가구 수가 기술자들이고 나머지가 대체 

적으로 세 일즈맨이다. （중략) 

굳이 나눈다면 한국에서 종류 이하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약 30%가 파월 기술자들이다. 이들 

이 기술 이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눈물겹다. 대부분 한국에서 2~3개월 기술을 배우고 오지만 미숙련공임 

에는 틀림없다. 이수해도 김태경 친목회장과 함께 공무원으로 취직했으나 처음의 고생은 뼈에 사무친다고 

회상하고 였다. 말 못하는 설음, 기술이 없다는 괄시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는 것으로 워싱턴 주변 기능공 사회에서는 정평이 나 있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용접이나 자동차 정비 같은 단순 기술은 금방 익힌다.（중략) 

어떤 한국인은 시간당 13달러까지 받는다. 켄트 마을의 사람들은 한국의 중류 이하 소득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대단히 검소한생활을하여 주 200달러씩 저축하는가정도상당수라한다. 어떤가정은 

연 2만 달러를 모아 대지가 넓은 개인주택을 사서 나간 사람도 있다. 주변의 미국인들은 켄트 마을 한국인 

의 급진적인 성장에 놀라 ‘켄트 마을의 기적’이라 평하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한다. 미국인의 눈에는 기적으 

로 비치지만 켄트 마을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만한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 

고 출근을 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퇴근한다.（종략) 

부인들도 물론 일을 하러 나간다. 철물상 상품의 진열, 재봉, 청소, 식당 종업원, 아기봐주기 등이 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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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직업이다.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중략) 

켄트 친목회는 1972년 2월 만들어져 지금 4대째의 회장직을 내놓고 있다. 처음에는 이 집 저 집 번갈아 

러 다니다 발전한 것이 이 친목회라는 것이다.（중략) 

이들의 단합된 힘은 경제활동에도 미친다. 주식인 쌀을 싸게 사먹기 위해 원산지인 미시시피로 가서 19달 

러 짜리 쌀한포대를 12달러로 사왔다. 먹고 남은 것을 내다 팔아 남은 이익 1백 달러는운영비로 보태 썼 

다. 켄트 자연미' 라는 포대까지 만들어 내다 파는 바람에 한국 식품업자들이 반발을 해서 그만 두었다. 

한국적인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모두 갖추려 한다. 누룩을 만들어 막걸리도 해서 마시고 제사 때가 되 

면 제사상도 차려 조상을 미국까지 모신다.（중략) 

중류 이하의 한국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체면 때문에 입어야 할 좌절감은 없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개인주택이라도 마련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다. 켄트 마을은 워싱턴 주변에 있는 기술 이민 전진 

기지 같았다.” 

이 보도 이후 켄트촌은 KBS TV의 ‘인간만세'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다녀가는 등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김형욱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와유신독재를 비난하는 의회 증언을했을 때는 켄트 친목회 명 

의로 김형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이 동네는 친 정부파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켄트촌은 70년대 후반까지의 이민 붐이 끝나고 한인들도 점차 내 집을 마련, 하나 둘 떠나면서 80년대 중 

반부터 그 명맥이 사라졌다. 맞벌이를 통해 기반이 잡힌 이들이 집을 사서 떠나면 동네 사람들이 이사를 도 

와주고 이사간 날은 오픈 하우스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여는 풍습도 생겼다. 한인공동체로서 워싱턴 이민사 

에 큰 족적을 남긴 켄트촌의 주민들은 2000년 켄트 클럽을 조직했다. 옛날의 정을 잊지 못해 현재 60여 명 

의 회원들이 모이고 였다. 

정부 아파트와 알링턴의 한인들 

켄트촌의 인근 랜도버 몰 근처에도 70년대 초기 이민자 대기소 역할을 하던 아파트가 였었다. 켄트우드 

아파트에는 10여 명이 원 베드룸 아파트를 구해 합숙을 했다. 언제 주인에 의해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 

면서도 매일 20여 명이 좁은 아파트에서 북적댔다. 사람이 많아지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식사 해결, 국이 

나 찌개를 끓일 큰 그릇이 없어 5갤런들이 기름통을 구해와 기름을 닦아내고 김치를 담고 찌개를 끓여 먹었 

다. 밥상도 따로 없었다. 식사 준비가 되면 신문지 위에 반찬을 놓고 먹었다. 그래도 이 아파트 출신 한인들 

은아직도 그 김치찌개 맛을 잊을수 없다고한다. 

켄트우드 아파트를 거처간한인들에는훗날 번지 수 3천 번을따 ‘3천 번 출신’이란 별명까지 생겼다. 이 

대기소의 사람들은취업을한후 나중에는 켄트촌둥근처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나갔다. 이 아파트와 켄트 

촌 한인들이 새로 이사간 지역은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어퍼 말보로, 랜함, 그린벨트 등이 많았다. 친구 따 

라 이사가는 식으로 아는 이가 먼저 이사간 동네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지역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많이 짓게 한 것도 한인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 

이되었다. 

이른바 ‘정부 아파트’에도 많은 한인들이 살았다. 대표적인 한인 거주 정부 아파트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위튼과 락빌에 걸쳐 있던 락 크릭 데라스(Rock Creek Terrace)아파트였다. 이 아파트에 한인들이 본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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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기 시작한 건 8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5가구의 한인 가정이 살다 85년에는 전체 524가구 중 한인만 

106세대에 500명까지 늘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데는 렌트비가 시종가보다 200달러 가량이 싸다고 소 

문이 난 데다 육군 월터리드 병원에 근무한 군인 송주섭이 총 160가정의 입주를 도운 노력에 힘입은 바 크 

다. 

한인들이 늘며 81년경에는 한인 입주자 친목회도 결성, 렌트비 인상을 저지시키고 영어 강습 등 활동을 

했다. 추석과단오잔치도네 차례나 열었다. 87년 마지막잔치 때는 347명이 모여 즐겼으나이후한인들수 

는 점점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인들은 메릴랜드의 포토맥, 락빌, 게이더스버그 등지로 흩어졌 

다. 워싱턴 D.C에서는 70년대 초반 16가의 한 아파트에 독신자인 젊은 한인 30여 명이 살았다. 이들은 싸 

이당 목수, 정비공 등 당시 비교적 수입이 팬찮은 직종에 종사하며 돈을 모아 일찍 집을 사고 가게를 차려 

정착했다. 

버지니아도 워싱턴 D.C. 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한인 거주지들이 발달했다. 그러나 북버지니아는 메릴랜드 

의 켄트촌처럼 집단 거주지는 없었다. 70년대 초반 알링턴 일대의 아파트는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살던 주 

거지였댜 알링턴 타워 아파트, 포트 마이어 육군 기지 옆 아파트, 페어링턴 아파트 단지, 폴스처치의 쿨모 

어 아파트, 50번 도로가의 제퍼슨 빌리지에 많이 살았다. 

이 지역이 선호된 데는렌트비가싸고한인들의 직장이 있는 D.C. 에서 가깝다는지역적 이점 때문이었다. 

당시 페어링턴 아파트에서는 누가 집을 못 찾아 주차장에서 한국말로 "아무개야!"하고 부르면 여기저기서 

내다볼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살았다. 알렉산드리아의 루트 1 주변에는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많았다. 페어 

팩스 등지에는 한인들이 거의 없을 때였다. 당시만 해도 워싱턴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어서 어디서 서로 마 

주치면 통성명을 하는 등 반갑게 굴 때였다. 올드타이머들은 정이 넘치던 시대라고 말한다. 

애난데일로, 교외로 

이민생활 10여 년이 지나며 기반을 잡은 한인들이 점차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겨 갔다. 80년대 들어 상당 

수 한인들이 애난데일, 페어팩스 시티, 스프링필드, 버크 등지로 이사했다. 이는 집값과 자녀교육 및 주거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백인사회의 대세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D.C. 의 흑인촌화는 백인사회와 한인들의 교외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 

령에 의해 민권법안이 확정되고 1968년 4월 흑인 민권운동의 기수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대도시는 흑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도시를 점령한 흑인들은 일하기를 

거부하고 정부에 실업수당, 생계보조비 등 각종 혜택을 요구했다. 

흑인들이 몰려오면서 도시는 슬럼화돼 갔다. D.C.도 조지타운 등 노스웨스트 일부 지 역을 제외하곤 대부 

분 흑인촌으로 변했다. 그러자 백인들은 떠나고 공무원들도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로 거처를 옮기었다. 

이에 따라 돈은 워싱턴에서 벌고 소비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하면서 D.C. 의 경제는 점점 엉망이 되 

고 주거환경은 나빠졌다. 백인들의 뒤를 한인들도 따랐다. 외곽으로 나오면 알링턴 등지보다 집값이나 렌 

트비가 더 싸다는 점도 작용했다. 소비자인 한인들이 접점 이동하면서 가보자, 동락식당 등 한식당과 직장 

들도조금씩 이전했다. 

애난데일은 2차 대전 이후 교외 주거지역으로 개발됐으나 당시만 해도 후미진 동네였다. 80년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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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의 개발붐을 타고 이 지역에 에버그린 콘도미니엄이 들어섰다. 3층 건물의 8개 동으로 구성된 상업용 

타운이었다. 폴스처치의 베일리스 크로스 로드 선상으로 빌딩에 입주해 있던 워싱턴 한인회가 88년 8월 이 

곳으로 새 회관을마련해 터전을옮기자같은 빌딩의 여러 한인 사무실도 덩달아 이전하기 시작했다. 부동 

산, 보험 , 융자, 의료원, 방송국 등 서 비스 업종이 주로 입주했다. 

94년 초 이 타운의 55개 사무실 중 한인업소가 절반인 27개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한인 상업지구로 바 

뀌었다. 이 시기 문을 연 한인식당만 10개가넘을정도로 애난데일은본격적인 한인타운화됐다. 이 지역이 

생업이 였는 D.C.와 가까운 데다 495번 벨트웨이 및 395번 국도에 인접했다는 지리적 이점이 한인상기들이 

몰리는 한 요인이 됐다. 애난데일은 비즈니스 공간으로 비약적으로 뻗어 나갔지만 한인 주거지역으로서도 

가능했다. 패트리엇 빌리지 (Patriot Village)는 초기 이민자들이 거쳐가는 대표적인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만 1백여 한인 가구가 산다. 아파트 곳곳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새어나오고 여기저기서 한국말로 아이들 

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한인 노인,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 

운다. 인근콘도미니임, 타운홈, 싱글홈에도수백 가구의 한인 가정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초기 이민자들은 한인타운인 이곳에 먼저 낮을 내린 다음 이민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장을 구한 후 

2~4넌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로 떠나간다. 패트리엇 빌리지는 그야말로 이민자들이 모이고 떠나는 대합실 

인솁이다. 

코리아 타운 애난데일 시대의 개막 

워싱턴 D.C. 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15분, 495번 벨트웨이 52번 출구를 빠져 나오면 만나는 이 도시는 행 

정구역상버지니아주페어팩스 카운티의 애난데일 시티이다. 행정구역은두 지역으로 갈린다. 북쪽은한인 

들에도 잘 알려진 페니 그로스(민주당)가 수퍼바이저로 있는 메이슨 디스트릭, 남쪽은 섀런 블러바(민주)가 

수퍼바이저인 브래덕 디스트럭이다. 인구는 약 5만 5천 명. 그러나 3백여 넌 전 이 땅은 북아메리카 대륙 대 

부분이 그랬듯이 허허벌판이였다. 건물도 동네 이름도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의 대지였다. 그러다 신천 

지의 꿈을 찾아 대서양을 건넌 앵글로 색슨계들이 버지니아 동남부에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고 북버지니아 

로 영역 확장에 나서면서 인적이 닿았다. 

백인들에게 땅을불하하기 시작하면서 첫발을내디딘 이는 영국출신 포목상의 아들, 변호사이기도한월 

리업 피츠휴다. 1685년, 그는 지금도 명칭이 남아 있는 레이븐스워스(Ravensworth)지역에 2만여 에이커를 

불하 받았다. 이후 대지를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개발, 대물림했다. 

개발자는 영국출신이었지만동네에 이름을부여, 생명을불어넣은이는한스코틀랜드출신주민이었다. 

예이츠가 고향 아일랜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니스프리의 호도(湖島)’로 노래했듯 그는 고향을 흐르는 애 

난 강(Annan River)어귀의 마을 이름을 타국 땅에 붙여 이민자의 향수를 달랬다. 골짜기를 뜻하는 ‘Dale’이 

뒤에 붙으면서 애난데일의 역사는 기지개를 켰다. 

이 작은 시골마을에도 외양간, 대장간이 들어서고 제재소의 기계 소리가 울리는 등 변화가 찾아왔다. 

1806넌에는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길이 놓였다. 오늘날 중심 도로인 리틀 리버 턴파이크(Little River 

Turnpike)다. 이로써 알렉산드리아와 페어팩스가 연결됐으나 요즘과 달리 돈을 내야 통행할 수 있었다. 미 

국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톨 로드였던 것이다. 2년 뒤인 1808넌에는 콜럼비아 파이크(Columbia Pike)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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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졌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 워싱턴의 교외 주거지역의 하나로 개발되고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집중 개발되면서 애난데일은 오늘날의 외양을 갖췄다. 

고대의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지금 워성턴 한인들의 길은 애난데일로 통한다. 80년대 말 이후 애난데일은 

제2의 변화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가 가장 먼저 머리에 새겨야 하는 동네로 탈바꿈했다. 

한인타운화는 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됐다. 68년 이민자인 올드타이머 이태권은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을 실감할 정도로 초창기 띄업띄임 들어선 한인업소가 9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급증해 요즘은 상가의 

70% 이상을 한인들이 차지했다.”라고 증언한다. 애난데일을 관통하는 236번 도로 좌우에서 큼지막한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서 돌출한다. 000한의원, 000안경, 00골 식당, 00여행사, 00횟집, 00떡집. 한국에 있는 것 

은 여관 빼고는 다 였다. 식당이 25개, 미장원만 18개에 이른다. 또 부동산, 융자, 은행, 목욕탕, 교회, 건축, 

결혼서비스, 광고디자인, 나이트클럽, 노래방, PC방, 떡집, 기원, 만화방, 법률사무소, 병의원, 한의원, 비 

디오 대여집, 사진관, 서점, 여행사, 이발관, 개스 스데이션, 제과점, 철물점, 청소업, 학원, 회계사 하다못 

해 접집, 에어로텍 탐정도 있다. 한국의 어느 소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이 작은 지역에 들어선 전 

체 한인업소는 3백 개가 넘는다. 애난데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진 것이다. 

한인업소가 급증하면서 상인들은 애난데일 한인상인연합회를 조직, 권익집단화하고 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5월 16일에는 워싱턴 포스트지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지역에 본격적으로 코리아 

타운(한인상가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에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의 인접지역까지 합친 광역 워싱턴지역의 한인 수는 대략 10만 명. 이 가운데 약 5만 명이 코리아타운 주 

변의 페어팩스 카운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리아타운은 바로 이 같은 ‘한국인'수요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 점차 지역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1990년과 2000넌 센서스를 비 

교하면 애난데일은 1천504명에서 3천651명으로 3배 가량이나 한인 인구가 늘었다. 이 지역 전체 인구 종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렇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2003년 10월 25일, 애난데일의 메이슨 디스트릭 파크에서 약 3천 명의 한인들 

이 참가한가운데 한인의 날축제를 열기도했다. 개막식에는탐데이비스하원의원등미 주류 정치인과한 

승주대사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각종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또 전통 혼례식, 어린이 글짓기대회, 그림대회, 축구대회, 노래자랑, 청소년 가요제 등 한마당 잔치를 벌 

였댜 한인들은 콜럼비아 파이크 선상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퍼레이드에 잠가, 조선시대 어가 

(御鵬행렬을재현하기도했다. 대형 성조기와태극기를앞세운한인 행렬은풍물놀이, 민속무용단, 미스워 

싱턴, 태권도 팀, 재향군인단의 뒤를 어가가 수놓았다. 

또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 당시 2천여 명의 워싱턴 동포들은 애난데일에 모여 집단 응원전을 펄처 마 

치 서울의 야외 웅원전을방불케 했다. KBS 위성방송가로 24피트, 세로 18피트짜리 초대형 스크린을통해 

직접 생중계되는 축구경기를 지켜보며 한인들은 ‘대한민국’을 외쳐댔다. 한인타운화하면서 부작용도 만만 

찮다. 특히 지 역 주민들과의 관계 단절 등은 극복해야 할 접으로 꼽힌다. 

"코리아타운의 형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주 

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적처럼 한인들은 애난데일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부상했지만 주민들에 한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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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배타적인 이민자 그룹이다. 애난데일지역 타운미팅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한인들에 덜어놓는 불만은 

한결같다. "왜 한인업소는 영어 간판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느냐? 식당 종업원들이 영어를 못 해 음식 주문 

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한인들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에 소극적이라고 본다. 

수백 개의 비즈니스가 였고 수천 명의 한인이 애난데일에 살지만 매달 열리는 커뮤니티 미팅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얼굴을내미는한인은극소수에 블과하기 때문이다. 애난데일 상공회의소탐크로포드회장은"상공 

희의소 가입 한인은 10명도 재 안된다."며 "언어소통의 불편, 문화적 차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 

서 비롯될수도있지만자기 입장을당당히 전달하는책임은한인스스로에 였다.”고꼬집었다. 

달라지는 한인사회 

새 천년을 맞아 애난데일도 변화의 종심에 서 있다. 더 젊어지고, 미국인들의 발길이 늘었고, 한인타운 

화가심화되어 가고 있다.1.5세, 2세들이 애난데일에 몰려드는현상은과거에는볼수 없었던 일이다. 우선 

그동안 1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한식당에 20대 고객들이 발길이 잦아졌다. 몇 넌 사이 명가매직, 워싱 

턴백화접 같은 팬시용품점, 쎄시패션, 오렌지 나무, 패션 갤러리 지오 둥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의류점이 속 

속들어섰다. 강변노래방, 노래방카페, 압구정동노래방, U&I 노래방, DDR로 신나게 몸을푸는 밀레니업 

댄스방에서는 밤이면 신세대의 에너지와 욕구가 넘쳐 흐른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보아에서부터 신화의 최 

신유행가가그들의 기억력에서 입으로분출된다. 

게임토피아, 사이버엑스 피시방, 클럭 투 미 같은 게임방도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뉴 트렌드 

의 주인공들은 1.5세 젊은이들,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이상을 보낸, 반은 노랗고 반은 하얀, 어종간한 낀 

세대다. 1.5세들에게 애난데일은 부담없는 사교장이자 워싱턴에 건설된 한국 문화식민지다. 카페 레미니스 

에서 만난 정 경화 양(21)은 "여 기 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마땅히 갈 데도 없잖아요.”라 

고 말한다. 몸은 워싱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한국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불과 

2~4넌 전부터 출현한 1.5세의 등장은 애난데일의 상권지도를 바꿔 놓았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업소들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은 물론이고 결혼 서비스업체가 급증한 점은 의미심장한 표징이다. 

결혼을 만드는 사람들, 마이웨딩, 노비아 토탈 웨딩, 베아티 웨딩드레스, 예원 웨딩서비스, 임혜선 웨딩 

앤 드레스 모두 웨딩 관련 업소다. 성장한 이민 1세 자녀들, 늘어나는 유학생, 5~10년 전 부모를 따라 이민 

길에 올랐던 자녀들이 대거 결혼 연령층이 된 것이다 이들이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애난데일은 

1세들과의 공존체제로 돌입했다. 애난데일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가 만나는 접점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변 

화는 한식당에서 감지된다. 495번 벨트웨이에서 가장 가까운 한식당 예촌 안에는 여기저기서 김치찌개와 

된장 내음이 솔솔 풍겨 나오지만 데이블의 20%는 근처 직장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이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지상사 주재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했거나 부인이 한국인일 경우가 태반이였다. 아니 

면 동반한 한인에 의해 이끌려온 케이스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스로 독특한 한국음식의 풍미를 찾아 나선 

행렬이 많다. 미국인들이 찾는 한인업소는 한식당 뿐만은 아니다. 미장원에는 한인 미용시들의 솜씨에 반 

한 이들이 붐비고 한인제과점에는 한국식 빵맛을 찾는 미국인들이 자주 눈에 띈다. 90년대 말 애난데일에 

상륙한힌국식 PC방에서도 젊은 미국인들을흔히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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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1세들의 사랑방에서 1.5세들의 사교장으로 영역을 넓힌 한인타운 애난데일은 이제 미국인들이 독특 

한한국문화를만나고 이해하는복합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고유함속에 여러 문화의 특징들이 만나뒤 

섞이며 미래의 조감도를 그려내고 였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상은 한인들의 부동산 매입 붐이다. "명실상 

부하게 한인들이 애난데일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김명욱 코암부동산 대표의 말처럼 최 

근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의 90%를 한인들이 접수하고 였다. 

1~2백만 달러 내외의 작은 단독 건물에서 최근에는 서울순대가 있는 서울플라자와 일미부패 늘봄식당 

이 있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쇼핑 스트립 (Strip)도 한인들의 소유로 넘어왔다. 자이언트, 쉐이프웨이 등 일부 

쇼핑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 한인들이 점유한 것이다. 이처럼 한인들이 애난데일의 부동산 매입에 나선 건 

선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한 데다 부를 축적한 1세들의 자금 여유력, 2000넌 들어 주식시장의 침 

체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 힌국의 외환자유화로 자금 유입이 용이해진 점 등이 꼽힌다. 한동안 ‘죽은 

도시’를 비즈니스로 일으킨 한인들은 이 땅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위를 변모시키고 였는 것이다.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 붐은 애난데일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워싱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였다. 친구 

나 친지들이 3~5명씩 투자클럽을 만들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매입과 재개발 등 투자하는 풍조도 생겨났 

댜 애난데일 서울 플라자를 인수한 최상용 등은 볼티모어에 17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JC 페니 백화점을 인 

수, 재단장해 2004년 한인 중심의 상가로 문을 열었다. 그랜드 마트 측은 일부 투자자들과 애난데일에 6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몰을 인수, 2003'년말 재개장했다. 또 센터빌의 대형 상가도 인수, 재단장에 
들어갔다. 2004년 3월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한 주택업체가 분양한 신규주택 추침 현장에는 총 1천여 명 중 

한인만 200명 이 장사진을 이뤘다. 

인구, 주거지 변화추이 

한인주거지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메릴랜드가 우세했다. 1980넌도의 경우 메 1만 5천100명, 

버지니아 1만 2천600명이었다. 1990년에는 메릴랜드 3만 300명, 버지니아 3만 1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 

이고 였다. 그러다 2000년에는 역전됐다. 메릴랜드 3만 9천155명에 버지니아는 4만 5천279명를 기록했다. 

버지니아가메릴랜드보다 6천 명이나한인 인구가많아진 것이다. 

메릴랜드에서 가장많은한인이 사는동네인몽고메리 카운티의 인구는 90년 1만 942명에서 2000넌에는 

1만 5천130명으로 38.2%가 늘었다. 이는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가 59%가 증가한 2만 8천028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다. 이처럼 버지니아가 급성장한 배경은 미국사회의 변화상과 맞물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많은 수의 퇴역군인들이 연방정부에 일자리를 얻어 페어팩스로 옮겨왔다. 이 

어 60년대의 덜레스 공항 건설, 그리고 9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도 북버지니아를 거대 카운티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체적으로 북버지니아가 활력을 얻은 데다 한인회 등의 이주로 한인사회의 중심 

이 애난데일로 옮겨온 것도 한인 인구의 남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지역 한인 인구는 페어팩스와몽고메리 카운티 등 기존의 밀집 거주지역에서 접점 외곽으로 이동 

하고 였댜 북버지니아의 경우 센터빌, 샌틸리 등 서부 교외지역으로 한인들이 대거 몰리고 였다. 최근에 

는 66번 도로를 타고 서쪽은 프린스 월리업 카운티의 게인스빌, 헤이마켓 등지로 점점 확산되고 였는 추세 

다. 반면 초기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알링턴, 폴스처치 등 495번 벨트웨이 안쪽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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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늘고 있다. 1990넌과 2000년 센서스를 비교하면 알렉산드리아의 마운트 버논은 10년 전에 비해 한 

인 인구가 45.4%나줄었다. 폴스처치도 28.4%나감소했다. 현재 동네별로한인 인구는옥턴은 1천108명, 던 

로렁 281명, 타이슨스 코너 788명, 센틸리 1천289명, 메리필드 869명 등이다. 라우든 카운티도 급성장 지역 

이다. 10넌 전에 비해 215%가 성장한 883명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 개발이 거의 끝난 최근에는 한인 이주 

자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노폭一버지니아비치—뉴폿뉴스 지역은 32%가 4천71명의 한인들의 거주하며 리치몬드―피터스버그 지역 

은 26.9%가 늘어난 3천12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메릴랜드 지역은 인근 북버지니아 지역보다 성장 속도 

가 느렸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는 10년 전에 비해 한인 인구가 18.4% 가 감소했다. 몽고메리, 프린스 조 

지스, 프레더릭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총 1만 9천537명으로 90년의 1만 5천967명보다 22,4%가 늘었다. 이 

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55.7%보다는 20% 이상 성장률이 낮은 것이다. 이 지역에서 한인인구가 크게 증가 

한곳은올니와 버톤스빌, 노스 포토맥, 노스 베데스다, 게이더스버그 시티 등으로 100%가 넘었다. 올니는 

191명에서 529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버톤스빌은 122명에서 332명으로, 노스 포토맥은 410명 

에서 1천98명, 노스 베데스다는 639명, 게이더스버그 시티는 89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 108%가 각 

각증가했다. 

그러나프린스조지스카운티는 4천710명에서 3천843명으로 18.4%가오히려 줄었다. 이 같은현상은수도 

권 메릴랜드의 한인 상권이 몽고메리 카운티 중심으로 재편되고 주거환경도 워싱턴 메트로의 다른 지역보 

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벨츠빌도 인구 감소율이 높아 475명에서 234명으로 절반 

이나 줄었다. 위튼―글렌몬트 지역도 1천338명에서 836명으로줄었다. 애스핀 힐은 1천543명에서 1천401명 

으로역시 감소추세다. 

한인 주거지역의 주택가격 

워싱턴 지역은 몇 넌 사이 두 자리수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003년도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 

권 일대의 16개 카운티 모두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한인들이 너도 나도 뒤질세라 내 집 마련에 

나선 것도 이 시기다. 

버지니아의 경우 프린스 윌리업, 스태포드 카운티는 집값이 한 해 동안 무려 20%나 올랐다. 2002년 거 

래주택의 중간가격은 프린스 월리업이 19만 2,000달러에서 1넌 사이에 23만 달러로 치솟았다. 스태포드 카 

운티도 23만 9,900달러로 점점 주거지역이 외곽지대로 뻗어나감을 알 수 였다. 다른 지역도 모두 10%대 

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간가는 알렉산드리아 30만달러, 라우든 카운티 30만 9,000달러, 알링턴 카운티 

342,000달러. 

한인들이 가장많이 거주하는페어팩스카운티는 2000년대 들어 3년동안주택가격이 평균 33%가올랐으 

며 이는 90넌대의 10년 동안이 지역 집값이 한해 0,77%이상상승한적이 없는 것과비교하면 얼마나많이 

뛰었는가를 입증한다. 중간가격은 31만 5,000달러이며 성글하우스만의 평균가격은 42만 6천달러를 기록했 

다. 이 경우세금은 4천900달러가부과됐다. 2002년 지역별 평균부동산가격은그레이트폴스가 57만 2천 

달러, 맥클린 45만 4천달러, 페어팩스 스테이션 42만 6백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클럽턴, 옥턴, 비엔나 

등지도 평균 30만 달러를 넘었다. 헌던, 센틸리, 페어팩스 시티 등지는 25만 달러를 넘었으며 애난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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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2천 달러, 버크 22만 7천 달러, 센터빌 21만 5천 달러 등이다. 

메릴랜드는 앤 아룬델 카운티가 17%로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중간가는 22만 1,000달러, 프린스 조지스 카 

운티는 18만 3,459달러, 볼티모어 카운티는 15만 5.000달러, 프레드릭 카운티는 20만 5,000달러, 하워드카 

운티는 25만 2,500달러를 기록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9만 5,500달러에 13%가 인상됐다. 

제2의 한인타운화 하는 센터빌 

센터빌은 1990년 한인 인구가 378명에서 10년 뒤인 2000년 2천28명으로 무려 436%가 증가했다. 페어팩 

스의 외곽지대인 센터빌과 인근 센틸리 지역의 폭발적인 한인 인구 증가는 90년대 들어 이 지역에 신규주 

택과 타운하우스 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돼 한인이 선호하는 새 집이 많아졌고 버크나 스프링필드 등 기존의 

페어팩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게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페어팩스 카운티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인들의 심 리 적 요인도 센터 빌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0년대 들어 센터빌은 제2의 한인타운화하고 있을 정도로 한인 인구와 상권이 급속히 확대되고 였다. 

이 지역의 한인들은 최근 몇 넌 사이 이삿짐 푸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이 한국사람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이주 

붐에 따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2004년 3월 현재 한인 거주지를\ 센서스 당시보다 3배는 많은 6천-7천 

명으로 추산한다. 이 지역에 한국비디오점이 2개로 늘어난 것이 인구 증가를 잘 설명해준다. 

우편번호 20120 지역인 센터빌의 평균 집값은 2002년~2003년 페어팩스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평균 

20.1%가 증가했댜 인구 증가에 따라 한인 업소도 몰리고 있다. 센터빌에 한인상권이 태동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종반, 한식당 일미정 (91년), 센터빌 학원 (96년), 안방 비디오 (98년) 등이 잇따라문을 열었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업소들이 이전하거나 분점을 내는 등 제2의 애난데일화하기 시 

작했다. 수원갈비, 평래옥, 일식당 마츄, 미건의료기, 김진욱 척추신경의, 용인미용실, 훔시네마, 남난숙훔 

데코, 모아, 한우리부동산 등 업종도 다양하다. 2002년 11월 동양식품점 그랜드 마트의 오픈은 이 지역의 

제2의 한인타운화를 촉진했다. 

또한, 대규모의 오피스 콘도를 신축, 한인 등에 분양했다. 센터 빌 한인상권의 한 특징은 고객들의 연령 이 

20대~40대로 비교적 젊다는 점, 따라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많아 학원들도 성업중이다. 제일학 

원, 파워아카데미, 캠브리지 교육센터, J아트 스튜디오,영댄스 스쿨, 눈높이 학원, 쿠몬, 센터빌 피아노 아 

카데미, MT 학원, 센터빌 유아원 등 10여 개에 이른다. 각급 교회도 이 일대로 몰리는 종이다. 영생장로, 열 

린문, 새창조, 목양 등 교회에 이어 워싱턴 최대의 교회인 와성톤중앙장로교회도 이전을 준비 중이다. 애냔 

데일이 포화상태인데다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센터빌에서 주거와 쇼핑, 사무실 문제를 모두 해 

결하는시대가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지역 한인사 - 69 



4. 한인들의 종교활동 

1) 개신교 

와싱턴한인교회 

워싱턴 지역의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인교회를 설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구심점을 형성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1951넌 봄에 하와이에 있던 김태묵 목사가 워싱턴 지역 

으로 이주해 왔다. 김태묵 목사는 하와이에 있을 당시에 ‘하와이한인기독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었다. 

기다리던 지도자를만나게 된 워싱턴 교계에서는박원규가 앞장서서 김태묵목사와함께 교회 설립을토의 

하게 되었으며, 한인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와 실천에 박차를 가하게 되였다. 이 때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 

어진 부분은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두 사람은 한인들이 자체교회를 마련할 재력이 생길 때까 

지는 미국교회를 예배처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찾아가 교섭하게 된 교회와 목사는 Connecticut Avenue와 N Street가 만나는 곳에 위 

치한 내셔널장로교회(National Presbyterian Church)의 엘슨(Ellson)목사이었다. 엘슨 목사는 두 사람의 간 

절한 호소를 듣고 나서 소수민족을 위한 독립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현지 미국인 교회에 찹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말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수민족 교회의 장래성까지 의문시하였다. 원래 이 두 사람이 엘슨 

목사를 찾아간 것은 두 사람이 장로교인이였고 또 구성원들 대부분이 장로교인이였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소극적인 반웅을 보게 되자 두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150016th Street NW, Washington D.C. 16가와 P거리가 만나는 코너에 자리잡고 있 

파운드리감리교회(Foundry United Methodist Church)담임인 해리스(Frederick Harris) 목사로부터 연락 

받게 되였다. 해리스 목사는 워싱턴의 한인들이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인들 

이 원한다면 자기 교회를사용할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이 교회는 8·15 이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 망명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이었음으로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한인들과 직접 간접으로 인연이 있었으며 보다 호의적이였다. 그리하여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된 준비위원 

들은 김태목, 박원규, 고병철(학생대표) 등 3인의 이름으로 교회설립에 따른 초청장을 만들어 1951년 10월 

10일자로 발송하였다. 

드디어 1951년 10월 14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날 참석 인원은 32명이였다. 예배 후에는 사무처리 

회를 열어 담임목사 김태목, 재무 박원규, 통신서기 고병철, 기록서기 양기백 등을 선출하고 교회 이름을‘화 

부한인감리교회’ 라 칭하였다. 워싱턴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 무럽 워싱턴에는 120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추산되고 있다. 

1953년에는 오창희 목사가 이 교회의 제 2대 교역자로 부임하여 시무했으며, 1955년 7월에는 황재경 목사 

와 김성덕 목사가 동역목사로 취임하여 격주로 설교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교회명칭을 ‘와성튼한인교회’로 

개칭했으며, 1964넌 가을 워싱턴 D.C. 에 였는 개인 주택을 3만 5천 달러에 매입해 ‘우리집’이라고 이름짓고 

각종 집회를 이곳에서 가졌으며 주일 대예배는 계속해서 화운드리 교회에서 드렸다. 

1977넌 7월에 황재경 목사가 은퇴하고 제 4대 교역자로 선윤경 목사가 부임하였다. 1978넌 1월 20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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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소를 성 누가교회로 이 전하였다. 제 5대 교역자로는 박종렬 목사가 1981년 7월 부임하였고, 제 6대 목 

사로 조영진 목사가 1983넌 7월 1일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교회는 1982년에 맥클린에 있는 윌리암 와터스 감리교회, 즉 지금의 웨슬리 룸이 있는 작은 건물을 포 

함한 5에이커 대지를 45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자체건물의 꿈이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1983년 8월 13일 1차 

성진건축을 시작하여 1984년에 4월에 새 성전이 완공되어 6월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서 1989년에 2자 증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해인 1990년에 완공하였다. 교회가 계속 성장함으로 1997년 

에 3차 증축을 시작해 98년에 입당하였다. 1998년부터 멕시코 유까탄 반도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시작 

해 멕시코 지역에 복음을전파하고 원주민들을위한봉사활동에 힘쓰고 였는와성튼한인교회는현재 출석 

인원이 1200명 이 며 , 2005년도 교회 예산은 195만 불이 다. 

교단은 미연합감리교회(UMC) 소속이다.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워싱턴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설립될 당시, 또 다른 한 목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는 김창순 목사였 

다. 김창순 목사도 역시 워싱턴으로 이주해 오기 전에 하와이의 한인교회에서 시무한 바 였었다. 김태묵 목 

사와 박원규는 교회를 설립하려할 때 김창순 목사를 찾아가서 함께 교회를 설립하거나 협조해 줄 것을 요 

청했으나 김창순 목사의 대답은 협조적이 아니였으며, 오히려 교회를 시작한다면 단독으로 할 것이라며 화 

부한인감리교회 설립에 가담하지 않았다. 

1955년 김창순 목사는 한국침례교 진흥본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설립을 몇몇 사람과 의논하기 시작하 

였다. 그리하여 3200 Rittenhouse St., N.W. DC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임시 교회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 

다. 이때에는 한국인이 200명 정도로 늘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였다. 1956년 5월 6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였으며, 교회 이름은 ‘제일한인침례교회’ 라고 불렀다. 

김창순 목사는 직접 목회 일선에 나서지 않고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하였으나 워싱턴 지역에서는 목회자 

찾을 수 없어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강원용 목사를 청빙, 주말에만 워싱턴으로 와서 예배 

인도하는 임시 목사격으로 시무케 하였다. 그 후 1958년에는 안병국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 

며, 1969년에는 3대 김병서 목사가 부임하였고, 이어서 4대 김현칠 목사가 부임하였다. 1974년에는 여운세 

목사가 제 5대 목사로 부임하였으며, 1980년에는 310 Randolph Road, Silver Spring, MD 20904에 현재의 성 

전을 건축하여 입당하였다. 1982년에는 김원기 목사가 부임하였고, 동교회는 김원기 목사 재임 시 크게 부 

흥하여 1200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1990년에는 이상훈 목사가 부임하였고. 1995넌 4월에는 신경희 목사가 부임하였다. 1998넌 신경희 목사 

가 사임한 후 1999년 5월에 이승희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교회는 1979년부터 매넌 워싱턴 

지역 청소년연식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인봉사센터와 워싱턴통합한인학교 등 여러단체에게 교회 

시설을 제공하여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창립할 때의 제일한인침례교회에서 워싱턴한인침례교 

회로 이름이 바뀐 이 교회는 워성턴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한인침 

례교회로서 재미한인침례교회의 어머니 교회격이다. 소속교단은 미국남침례회(SB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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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인장로교회 

워싱턴지역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한인교회는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이다. 워싱턴 지역에는 그때까지 화 

부한인교회와 제일한인침례교회(현 워싱턴한인침례교회)가 양립하고 였었다. 힌국어]서는 장로교단이 교세 

가 가장 컸으므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서도 장로교인들이 단연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점점 짙어지게 되었다. 

그 무럽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하워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학 연구차 워싱턴으로 도미하여 온 강경 

옥 장로와 박원봉 목사 그리고 최순복 등이 뜻을 모아 1965년 7월 4일 첫 예배를 드리고, 7월 11일 화부한 

인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제 1대 교역자는 한국에서 민의원(2~3대)과 참의원(초대)을 

지낸 강경옥 장로이다. 강경옥 장로는 한국에서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있 

였으며 하워드대학교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강경옥 장로는 1965년 7월부터 1966년 9월까지 초대 교 

역자로 봉사한 후 1967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목의 전신인 경찰선교위원회 총무로 일하였다. 1971넌에 목 

사 안수를 받은 후 제주에서 제주복음교회를 설립 목회를 하는 한편 "제주신학교"를 설립하여 초대학장을 

역임하였다. 

‘‘화부한인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워드대학교 재플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이 교회는 예배장소가 마땅 

치 않아 내셔날장로교회를 거쳐서 백악관근처의 뉴욕 애비뉴 교회에 정착하여 링컨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 

고 있었다. 당시 한인들은 8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였으며, 젊은 청넌 그룹이 많았다. 이 교회가 예배처소를 

정할 수 였었던 것은 뉴욕 애비뉴 장로교회의 특별한 배려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미국장로교회에서 정책 

을 크게 변화시킨 때문이었다. 

원래 미국장로교회(연합장로교)에서는 1959년까지 "외국인으로 미국에 와서 자기들의 말로 따로 예배드 

리는 것은허락할수 없고, 누구를막론하고장로교회당에서 영어로통일하여 함께 예배를드린다.”는선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계로 장로교회 배경을 가진 신자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인교계에서 장 

로교회와 인연을 맺기를 선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리교회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은 거의 다 감리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 실례로 LA의 라벗슨교회 (1904), 

상항감리교회 (1905), 뉴욕한인교회(1921), 시카고한인교회 (1923)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에서는 1959넌 상기정책을 총회에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장로교인들은 교회당을 빌려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 

그 이후로 장로교회 계통의 한인교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는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였다. 1966년 9월에는 안상엽 목사가 제 

2대 교역자로 부임하여 3넌 6개월간 시무하였고, 1970넌 5월에 김택용 목사가 3대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동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미국교회인 Bible Protestant Church를 1975년에 구입하여 이전하였다. 새 

교회당은 175석 규모의 작은 교회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위성턴지역에서 최초로 자체성전을 소유하게 되였 

고, 교회 이전 후 2년 만에 교인이 배나 증가하였다. 교세의 증가에 따라 새 교회당을 찾고 있던 중, 1981년 

Burke에 있는 Church of God 교단의 예배당(대지 5.38 Acres, 본당 좌석 400석)을 구입하여 이전하였다. 교 

희의 성장에 따라 1990년부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성전을 물색하던 종 이웃에 있는 Fairfax Baptist 

Temple(대지 5 Acres, 좌석은 작은 성전까지 합처서 900석, 주자 200대)을 1998년에 매입하여 2002년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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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교회본당 720석으로 이전하였다. 2001년에 김택용 목사가 동 교회를 30년 시무 후 원로목사로 은퇴했 

는데, 김 목사의 은퇴 전 수 년간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 담임목사와 담임목시를

지지하는당회원들, 제직들, 교인들과이들과대립되는당회원들, 제직들과교인들간에 반목과불화가급 

기야지역 언론등에 알려짐으로 인해 사실 여부를떠나모두가큰상처를 입는불행을겪었다. 그리하여 많 

은 교인들이 모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 후 2003년 3월에 미국 육 군군목으로 10여년간 봉 

직한 김현준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05년 4월까지 시무 후 사임, 5대 담임목사로 김태권 목사 

가 2005년 10월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였다. PCA교단 소속이다.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는 1969년 11월 2일 미국인 제6장로교회당에서 장년 36명, 아동 13명이 모여 워 

싱턴한인연합교회라는 명칭 아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교회의 중요 창립 멤버들은 장로 김 

응창, 집사 고재곤, 최창욱, 최순복 등이였다. 동 교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물론 창립 교인들의 대다 

수가 워싱턴한인장로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래서 동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교회 간에 연합을 꾀하 

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주장을 설립의 명분으로 내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초창기에는 

담임목회자가 없었고, 매주 설교를 담당해 줄 강사도 없는 형편이였다. 

그리하여 설의돈, 김승학, 한태겅 한재호, 박관빈, 김기복, 김선도, 김택용, 김인수, 윤영봉, 김병서, 신 

성국, 김현질, 김윤식 목사 등을 교대로 청빙, 담임목사 부임 시까지 9개월 동안 강단을 맡도록 하였다. 

1970넌 8월 2일에 정용철 목사가 초대 교역자로 청빙되어 부임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장로교회에 속하였 

던 정용철 목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목회하였으며, 1974년 9월 17일 미국연합장로교 수도연합노회 

에 가입하게 되였다. 

정용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자 이철순 목사가 1985년 3월 1일에 2대 교역자로 부임하였고, 1989년 

5월에 이철순목사가사면된후, 2년 동안반병섭 목사가 임시 목사로부임하여 시무하였다. 반병섭 목사의 

임기가 끝나자, 1992년 11월 8일에 윤여천 목사가 제 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윤여천 목사가 1994년 8월 31일 

이 임한 후에, 1994년 9월 1일에 이창식 목사가 임시목사로 부임하여 1995년 3월 31일 이 임하였다. 

1995넌 12월 5일에 우종구 목사가 3대 목사로 취임하여 5년 4개월 시무하고 2001년 4월 12일에 이임하였 

다. 2001년 7월 8일에 안현준목사가 4대 목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였다. 

동교회는 정용철 목사의 은퇴 이후에 계속되어진 담임목사의 잦은 교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안현준 목사의 부임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교회의 예배치소는 7009 Wilson 

Lane, Bethesda, MD 20818 로서 미국인 트리 니 티 장로교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회로부터 공동소 

유권을 인정받고 있다(1989년 6월 15 일)． 정오에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며, 교단은 PCUSA이다.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 

버지니아 한인침례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적 공 

동체’가 되기를 목표로 1972년 4월2일 초대 담임목사인 박관빈 목사의 지도 아래 알링턴 소재 웨스트오버 

침례교회에 예배 장소를 정하고 한인교회로서는 버지니아주 첫 번째 초교파 교회로 창립되었다. 동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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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인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갓 이민 온 교민들의 정착을 도우며 예배와 함께 한인들의 모임장소의 역할 

도 검하게 되었다. 

동교회의 원래 명칭은‘버지니아한인교포교회’로서 교파를초월하여 모든동포들이 함께 찹여하는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본 교회는 1973년 10월 28일 웨스트오버 침례교회의 지교회로 가입되였으며 시간이 지 

나면서 미 남 침례교회와의 상호유대 관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아 오면서 1976년 6월 6일 독립된 교회 

로서 미국 남침례교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후 1987년 10월까지 웨스트오버 침례교회 예배당을 빌려 사용하다가 현 위치인 페어팩스 스데이션의 

템플침례교회당을 구입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감사 

의 예배를드리게 되였다. 

1992년 사무 총회에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향후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교회의 목적과 실 

행을 토대로 전교인의 신앙 증진과 Korean-American 2세들을 위한 창조적 인 사역을 특별 목표로 삼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및 친교를 위한 교육관이 세워졌고, 주차장 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 

초대 담임 목사인 박관빈 목사는 목회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봉사가로 한인 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 

였으며, 70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10년간은 풀타임으로 목회사역을 이끌어 왔으며, 은퇴 1년 전 안식년 

동안 서세원 목사를 초빙하여 목회 전체적인 지도력을 양도하였다. 

1992넌 4월 5일 창립 20주년 기 넘 식에서 박관빈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 었고, 제 2대 담임목사로 서세 

원 목사가 취임하였다. 1992년 교회 상징과 색상을 결정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며, 2세를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예배와 행사를 통하여 영적,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교회의 양적인 부흥 

으로 3년간의 준비 끝에 다목적 교육관이 완성되어(1998넌), 독립된 영어교회와 같은 차세대를 위한 비전 

을 펄처 갈수 있게 되었으며, 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부홈하 

게되었다. 

서세원 목사는 2000년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신실한 지도자로 9년간의 사역을 이끌어 왔다. 그의 지도 

력 아래 계속 부흥한 동 교회는 2001넌 2월 김춘택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3대 담임목사를 역 

임하였다. 

2003년 12월 제 4대 담임목사로 양승원 목사가 취임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향하는 일 번지 교회’’라는 표 

어를 가지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공동체, 

모든 이 땅의 문화를예수의 문화로 변혁시키는문화공동체 등의 3대 비전을이루기 위하여 힘쓰는동교회 

는 현재 8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예산은 80만 불이고, 미 남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교회(구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영락장로교회) 

워싱턴 수도권 메릴랜드 교외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이다. 동 교회는 장일형 목 

사를 중심으로 메릴랜드 초기 이민사의 중심지역인 Kent Village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1972넌 5월 14일에 

창립되어, 가정집과 미국교회(Berwyn Presbyterian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82년 4월 15일에 현재 

의 위치인 Lanham에 자체건물을 구입하여 헌당예배를 드렸다.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 수도노회 소속이며 1986넌에 초대목사인 장일형 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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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후에 2대 남정길 목사, 3대 조남홍 목사, 4대 신민철 목사, 5대 안현준 목사가 시무했다. 제 5대 목 

사인 안현준 목사가 2000년 7월에 사임을 하면서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는 진통을 겪다가 2001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같은 교단 소속인 워싱턴영락교회와 통합을 결정하고, 그 다음 주일인 4월 22일에 첫 합동예 

배를드렸다.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와 통합한 워싱톤영락교회는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와 같은 미국장로교(PCUSA) 

수도노회 소속으로, 1982년 1월 조지아 애브뉴에 였는 미국감리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다음 해인 

1983년에 현 위치인 실버스프링에 소재한 같은 교단 소속의 Colesville Presbyterian Church에서 예배를 드 

리던 가운데 1대 이순각 목사, 2대 강요섭 목사, 3대 정재두 목사, 4대 조병철 목사, 그리고 제 5대로 이희문 

목사가 99년 5월 9일에 청빙되어 시무를 하던 중 본 교회와 통합을 하게 되었다. 

이 두 교회는 새로 통합된 교회의 이름을 ‘하나교회’(Hana Presbyterian Church)로 정하고 2001년 5월 

22일 미국장로교수도노회에서 통합이 정식으로통과되어, 영락교회를담임하던 이희문목사를담임목사로 

청빙하고 6월 24일에 담임목사 취임 및 6명의 시무장로와 집사들이 취임을 하였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워싱턴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한 와성 

톤중앙장로교회는 1973년 11월 4일 믿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몇 가정이 Vienna, VA에 소재한 윤명호 목 

사가정에서 모여 첫 예배를드림으로써 탄생되었다.1977년부터 2003년까지 26년간이원상목사가 2대 담 

임목회자로 사역하였으며, 이원상 목사가 담임하던 이 시기에 동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워싱턴지 

역 최대 교회로성장하였다. 이원상목사는복음직인설교와탁월한리더쉽으로평신도의 자원을유효적절 

하게 활용하여 교회의 평화와 성장을 견인하였다. 2003년 10월에 이원상 목사가 원로목사로 은퇴하고, 노 

창수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와성톤중앙장로교회는 1987년 10월에 비엔나에 있는 대지 위에 자체성전을 건축하였고, 1993년에는 교육 

관과 체육관을 완공하여 대형교회로의 성장을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추었다. 동 교회의 부흥원인은 여러 가 

지를들수 있겠지만첫째, 복음적인 말씀선포와훈련, 둘째, 장기 및 단기선교의 활성화, 셋째 담임목사와 

평신도간의 개인적인 영적 교제, 넷째 평신도들의 헌신, 다섯째 당회의 일치와 협력, 그리고 여섯째 교회 외 

적인 요인으로교회의 장소와한인 이민의 증가추세 등을꼽고 있다. 동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특별 

한 분쟁이나 분열이 없이 성장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였다. 

최근에는 교회 내 제자훈련의 강화와 문화사역의 확장에 주력하여 2:7 제자 훈련, 비둘기제자훈련, 디 

모데 성경연구원, 전교인 일대일 사권운동, 중보기도, 목요여성도모임, 아버지교실 등으로 현대화되었다. 

1998년에는 중앙장로교회 창립 25주넌을 기넘하여 워싱턴 DC 빈민가에 DC Community 봉사센터를 건립하 

였다. 워싱턴 DC 중심지의 소외된 영혼들을 위한 교화와 사회봉사 센터로서 세워진 이 건물은 현재 평화 

나눔공동체의 사역에 사용되고 였다. 

2004년말 통계에 의하면 장년 출석교인이 2,700여 명이고,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 학생이 900여 명 

이 넘고, 영어권 목회 장년 출석교인이 500명에 육박하고 였다. 2005년도 교회예산은 550만 불이다. 

동교회는해외선교사역을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주의 1,5세, 2세 선교사를발굴하여, 미주의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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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인교회가 선교시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990년에 독립기관으로 선교회를 설립하여 현재 

SEED International로 통합된 선교기구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동 교회가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해 

외 선교사 가정은 12가정이다. 

현재 와성톤중앙장로교회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민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국민의 기독교 신앙을 전 

수하느냐 하는 과제를 위해 1-2―3세대가 함께 하는 비전 건축을 제시하고, 센터빌에 새로 마련한 80에이커 

의 부지에 성전건축을준비 중에 있다. 소속교단은미국장로교회(PCA)이다.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는 1973년 10월에 본 교회 초대 교역자로서 30년 가까이 목회한 후 2002년 5월에 

본 교회 공로목사(Emeritus Pastor)로 은퇴한 히중호 목사와 5가정이 모여 리버데일 교회의 지하 방에서부 

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시작되었다. 교회 창립 당시에는현재 교회 부근 KentVillage라는그당시 최대 

의 한인밀집지역에 200여 세대가 넘는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갓 이민 온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동 교회는 이민자들을 섭기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한빛 태권도단을 창립하여 당시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우리 자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 

였고, 그 다음해에는 한빛 한글학교를 창립 하여 자녀 교육과 교포사회 에 기 여한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동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과 2세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2세 자녀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영어 목회가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였다. 앞으로 한 교회 건물 안에서 두 교회, 한국어권 

목회와 영어권 목회가 서로 균형과 조회를느 이루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동교회는교회성도들과이 당에서 이민의 삶을개척해 온모든한인교포들에게 마지막안식처가될 선교 

용 묘지를 1988넌에 100기 , 그 다음해에 100기를 구입하여 교포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1994년에는 현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P.G. County Riverdale에 4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건물을 매입하 

여 예배당으로개조한후자체 성전을갖게 되었다. 동교회는미국장로교대서양한미노회에 속한교단으로 

현재 한미노회와 함께 동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건물 기득권을 함께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P.G. County 

지역의 한인 한인봉사 센터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교회건물 사용의 기회를 확대하려하고 였다. 

2003년 9월 2대 담임목사로 박은우 목사가 부임하여 제일장로교회의 제 2기 사역을 펼치며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동 교회는 박은우 목사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해외선교와 국내 선교기관들 

과 연계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고 있으며, 늘 푸른 씨니어센터를 창립하여 P.G. County에 거주하는 한 

인 노인들에게 노후의 삶, 배움, 그리고 교제의 장을 제공하면서 교회 주변 한인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지 

역을 섭기는 교회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였다. 

미 남침례회 워싱턴지구촌교회 

1974넌 11월 10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 스프링의 켄성턴침례교회 건물을 빌려 김현칠 목사 

와 어른 101명과 청소년 및 어린이 35명으로 창립된 제일한인침례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복음전파에 힘을 쓴 결과 급성장을 했다. 

1975년 1월 15일에는 미 남침례회 메릴랜드/델라웨어주 총회와 몽고메리 지방회에 가입하고, 김현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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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집사회를 구성하여 조직교회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 9일에는 현 위치에 있 

던노스게이트침례교회 건물을구입하여 현당식과함께 창립 1주년 기넘예배를드렸다.1978년에는등록교 

인 150세대, 성인 250명, 어린이 130명에 이르게 되었고, 1980년 11월 9일에는 17,900 평방 피트 규모의 예 

배당과 교육관 시설을 준공하여 감격의 창립 6주년 예배를 드렸다. 

1983년 8월 5일, 제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동원 목사는 신선하고 영감 있는 설교로 교인들의 영적 갈 

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성경공부를 체계화하여 평신도 사역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교회는 각 분야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질적 양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동원 목사의 창의적인 지도력으로 새생명반, 새가 

족반, 제자반, 성경각권공부반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차례로 부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위 

임해 가르치게 했다. 1986년에는 동 교회를 중심으로 워싱턴 지역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해서 개 

최한 미주한인유학생수련회(KOSTA)는 한인 유학생들의 영적 각성과 신앙무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였다. 워 

싱턴에서 시작된 코스타는동교회 내에 그본부를두고, 유럽과 일본, 캐나다, 남미, 러시아, 종국등세계 

도처로확산되였다.1992넌 12월 6일에는본당, 체육관을겸한다목적대강당, 선교교육관을포함한새 성전 

(총 7만 5천 평방피트, 건축비 6백 50만불) 봉헌 예배를 드렸다. 1993년 말에 출석교인 수는 성인 980명, 청 

소년 및 어린이 350명, 연 예산 200만불에 이르렀다. 

1993년 9월 19일에는 "비전 2000'’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7일에 이동원 목사와 김만풍 목사가 공동목사 

로 취임하였고, 이동원목사는교회 개척을위해 한국으로파송되고 김만풍목사는제3대 목사로사역에 임 

하였다. 1994넌 1월 1일에는 비전 2000에 따라 교회 이름을 제일한인침례교회에서 남침례회 워싱턴지구촌 

교회로 바꾸고 한국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더불어 양 교회 간에 공동목회, 공동사역, 공동선교의 장을 

열었댜 김만풍 목사는 그동안 교육과 훈련으로 부흥과 확장을 경험한 교인들을 성숙과 변화의 길로 이끌 

어 남침례희 국제선교부를 통해서 30여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의 현장에 파송했다. 1996년 9월 1일에 

"풋대를 향하여" 라는 목회방향을 제시하고, 셀교회, 가정사역, 지체사역(Network)을 통해 교회를 메가 

처치(Mega Church)가 아닌 메타처치(Meta Church)로 이끌었다. 

1999년 11월 14일,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창립 25주넌을 맞으면서 김만풍 목사는 ‘비전 2010' 

제시했댜 그것은 2010년까지 5,000 성도, 500 평신도사역자, 50 파송선교사, 5 개척교회에 지구촌비전센 

터를목표로한새 천년의 첫 10년을위한중장기 교회 비전이었다. 이 비전에는동교회의 영어사역과국제 

사역이 포함되었다. 2004년 9월 8일에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레데릭 카운티가 교차하는 지역에 120 에이 

커의 지구촌비전센터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비전 2010’ 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구촌교회는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류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립 31주년을 맞는 워싱턴지구촌교회는 출석교인 성인 1,400명, 청소년 및 어린이 450명, 연 예산 350만 

불에 이르렀고, 남침례교단소속이다. 

북버지니아한인장로교회 

북버지니아한인장로교회는 1975넌 3월 30일 황수봉 목사를 중심으로 신앙의 뜻을 같이 한 성도들이 

虹lington에 소재한 미국장로교(PCUSA) 소속 Fairlington Presbyterian Church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 

작되었다. 개척 초기의 이름은 ‘북버지니아한인교회’로서 초교파적 색재를 가지고 북버지니아지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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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앙의 요람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다가 1978년 12월 31일 공동의회에서 ‘북버지니아한 

인장로교회(Northern Virginia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개명하기로 결정하여 장로교로서의 정체성 

을 가지게 되었으며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다. 개명 이듬해인 1979년 4월 1일에는 미국장로교(PCUSA) 수도 

노회 (National Capital Presbytery)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세 사람을 장로로 안수하여 취임케 하 

였고, 이어 창립 5주년기넘예배에서 황수봉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였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모색하던 중 1981년 8월 29일 제1회 워싱턴지역 각 교회 대 

항 연식야구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18개 교회팀이 참가하였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24회의 대회를 기록하 

면서 워싱턴지역 교회들의 단합을 위해 섬겨왔다. 대회를 통하여 이민 1세들의 단결과 대화의 창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청소년 및 청년들의 특별활동과 사뀜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여왔다. 근래에 이르 

러는 매년 30개 정도의 교회팀이 참가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주류사회에서도 큰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였다. 

1982넌부터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학행사와 성극 ‘사랑의 원자탄’을 공연하여 큰 호웅을 일으 

켰으며, 1991년에는구소련 알마타성가무용단을초청하여 공연을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 게 되 였다. 이 어 알마타무용단의 공연이 끝난 1991년 10월 황수봉 목사가 카작스탄공화국의 알마타를 

방문하였으며 현지에 알마타평화교회를 개척하여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였다. 개척 초기부터 Fairlington 

장로교회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신앙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1987넌에 이르러 자체성전구입에 대한 꿈을 

가지고교회대지를구입하였으며, 1996년 1월 23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소재한현재의 성전건물을구입하 

여 봉헌하였다. 교회창립 이래 담임목사로 사역한 황수봉 목사가 2001년 6월 24일 은퇴하였으며, 2002년 

5월 3일 원로목사로추대되였다. 초대목사은퇴 후담임목사를청빙하는동안에는강웅조목사가 임시목사 

와 당회장(2001년 7월 초부터 2003년 7월 말까지)으로 사역하였으며, 2003년 7월 30일 김경목 목사의 제 

2대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드려졌다. 김 목사는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과 말씀사역에 심혈 

을 기울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페어팩스 한인교회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1976년 부활주일에 김영용 목사와 몇몇 가정을 중심으로 알링턴 소재 미 나사렛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독립교회로 있던 동 교회는 1977년 7월 첫 주일을 기해 미 나사 

렛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고 김영용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며 1979년 4월 8일에는 VA 지역의 나사렛 정 

희원교회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1992넌 8월6일 2대 담임목사로 양광호 목사가 위임되기까지 교회는 정체되어 있었고, 고 후 교회 

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4년 6월에 현 교회의 위치 (4314 Shirley Gate Rd. Fairfax)에 교회건축 부지를 매입하였다. 1996넌 8월 

성전건축부지에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회건축 허가 결정이 나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 1998넌 8월 16일,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관계를 정립했다. 영어권 목회는 20여 넌 동안 소속되어온 나사렛교단으로, 

그리고 발전적인 한어권 목회를 위하여 한어권 목회는 장로교단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명 

칭을 한인나사렛 교회에서 페어팩스 한인교회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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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2일 1차 소 친교실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2002년 6월 9일에 2차 입당예배를 드리 

며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친교실(250석)을 건축하였다. 현재, 500석의 예배실과 7,500 S/F의 교육시설 

을 건축하는 3차 건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 

2001년 3월 미주한인 장로회 춘기 수도노회에서 회원교회로 가입하였다. 페어팩스 한인교회는 ”섭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제시하며 하나님을사랑하고 평안하고행복한이민자의 삶을이루기 위한공동체가되 

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부터 목회상담실을 통해 미 시민권 시험 교육,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를 비롯해 

초기 이민자들의 이민정착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였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열정을 본받아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말씀 강해 중심의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심야 기도회가 였다. 

교회는 15개의 셀 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셀목자는 격주로 영성훈련을 통해 사역자로의 헌신을 다짐하 

고 있다. 교회는 메가 church로의 성장모델보다, 나눔을 강조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발전적 인 지교회로의 분 

립을 도와주는 목회 파라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는 신축된 교회당을 스패니쉬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사 

용해 왔고, 스패니쉬 커뮤니티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Good Spoon Ministry를 돕고 였다. 

현재 15개의 셀교회가 15개의 선교지를 돕고 있으며 500여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돕는 비전을 가지고 기 

도하고 있다. 현재 양광호 담임목사, 임수진 부목사, 그리고 김재억 선교협동목사와 70인의 제직이 300여 

명의 성도를 섭기고 있다. 

에벤에셀교회(구몽고메리한인침례교회) 

몽고메리한인침례교회는 1977년 8월 7일에 김승학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하여 락빌에 있는 미국교회 

인 First Baptist Church of Rockville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였다. 

동 교회는 9월에 여전도회를 조직(회장: 강정희)하고, 11월에는 형제회를 조직(회장:김용근)하였으며 다 

음해인 1978년 1월에 12명의 초대 집사를 선출(집사장: 송현욱)함으로 조직교회로서의 형태를 신속하게 이 

루어가며 부흥의 토대를 마련해 나아갔다. 1979년 5월에는 ‘몽고메리 동산'교회 묘지 68기를 Norbeck Me一

morial Park에 마련하였다. 1979년 8월에는 로렬에 지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81년 3월에는 노인대학을 설 

립하였다. 

교회가 부홍함에 따라 교회 건축을 준비하기 위하여 1982넌 4월에 건축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진희만)한 

동 교회는 1982년12월 29일에 몽고메리 빌리지에 4.09에이커의 교회설립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교회는 1985년 1월 13일에 Aspen Hill Baptist Church(현 건물)을 매입하고 5월 6일에 감격적인 자체교 

희에서의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85년 10월 6일에는 창립 8주년 기넘 및 헌당예배를 드렸고, 교회지 

‘영광’을 창간하였다. 1989년 12월 10일에는 몽고메리한인침례교회를 창립하고 부흥을 이끌어온 김승학 목 

사가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제 2대 담임목사로 홍신웅 목사가 취임하였다. 1993년에 홍신웅 

목사가 사임하고 1994년 7월 1일에 제 3대 담임목사로 둥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 

은 임현묵 목사가 부임하였다. 2003년 12월에 9넌 6개월 동안 3대 목사로 사역한 임현묵 목사가 사임한 후, 

2004년 2월에 제 4대 담임목사로 필그림교회에서 사역하던 문석원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였다. 

2004년 3월에는 에벤에셀교회로 교회이름 개명하였다. 

에벤에셀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절대적 인 성경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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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택한다는 여호수아의 믿음같이 2세들에게 믿음을 기 업으로 물려주는 것을 

교회비전으로삼고 있다. 에벤에셀교회는 건강한교회, 가족공동체를 이루는교회, 지역 사회를섭기는교 

회를교회목표로삼고서 21세기에 걸맞은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 있다. 남침례교단소속이다. 

서울장로교회 

서울장로교회는 1977년 9월 18일에 윤명호 목사에 의하여 3115 Faber Dr, Falls Church에서 창립되었다. 

윤명호목사에 이어 박윤삼목사가 7개월을목회하였다. 

1넌 사이에 두 명의 담임 목사가 바뀜으로 불안한 출발을 한 서울장로교회는 1978넌 자문제 목사가 부임 

하여 5년 반동안교회를담임하는동안교회가날로부흥하는부흥기에 이르렀고새 성전을착공하기에 이 

르렀으나 자문제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교회는 한동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였다. 

차문제 목사의 사임 후에 안성진 목사(강단목사)와 양해건 목사 나채운 목사를 거쳐, 1986넌 9월에 박종석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였다. 

동 교회는 1989넌 7월에 김재동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약 6에이커의 성전 

부지를 구입하여 1998년 9월에 섀 성전을 봉헌하였으며, 2002넌 2월에는 인접한 성전부지 약 16에이커를 

구입하여 1차로 2005년도 봄에 교육관(14,000스퀘어피트)， 체육관(7,000스퀘어피트, 주차장 확장공사(80여 

개 추가)를 앞두고 있으며, 장차 약 1,000석의 새 성전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미 공청회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다. 이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서울장로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5명의 풀타임 교역자와 2명의 파타임 

교역자가약 350명의 재직들과함께 1세, 2세 약 1천 명의 성도들을목양하는가운데 교회의 모든지체들이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2세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어권 목희(English Ministry)를 위해 풀타임 교역자가 사역 

하고 있으며, 교회의 어느한영혼도소외되어서는안된다는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한국어가편리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한어권 중고등부를 신설하여 전담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날로 역동 

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어권 청년부의 요청에 따라 금요일에 드리고 있는 청년부 예배를 한 단계 격상시켜 

주일 청넌예배를 열린 예배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본 교회의 비전에 따라 "제자 훈련, 복음 전파"를 교회의 영구 표어로 정해놓고 있으며, 2005년도의 표 

어는"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교회”이다. 교회가평안해야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자원을낭비하지 않고 

복음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온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 

로노력하고 있다. 동교회의 2005넌 예산은 100만달라이며 여기에는성전건축비용은포함되지 않은 일반 

예산이다. 미주한인장로회 교단에 소속하고 였다.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1977년 8월 21일 현 위치인 7144 Old Dominion Dr., McLean, VA에서 김상묵 목 

사와 정규섭 장로외 63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탄생하였으며 다음달 9월 18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동년 10월 첫 공동의회에서 황재경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시무장로로 정규섭, 서준택, 박관부, 

김기항 김재기 5명을 선출하여 신임을 물었고 182명이 본 교회 입적 서약을 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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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DELMAVA(Delaware, Maryland, Virginia) 노회에 가입했다. McLean Presbyterian Church(미국교회)의 

Steve Smallman 목사와 당회원 들은 새로 개척한 한국교회를 자매교회로 삼고 교회당 사용은 실비만 내게 

하고 자기들이 쓰지 않을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많은 편리를 도모해주 

었다. 그리고 미국교회 부목사인 Randy Martin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을 3년 동안 무보수로 

지도하게 하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 교회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1988년 초에 미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더 큰 교회시설 

을 건축하게 되어 맥클린 시 중앙에 위치하고있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163만 불로 구입하고 그해 6월 26일 

헌당 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은 이민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가산을 희생적으로 헌납함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였다.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장로 5명 

과 집사 3명이 각자 자기 집을 담보로 지불보증을 함으로써 100만 불의 Loan을 받을 수 있었다. 김상묵 

사 사임 후 1년 반 동안 담임목사 부재 중에도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회를지켰다. 

제 1대 목사로는 김상목 목사가 1996년 2월 15일까지 목회해 왔으며 제2대 목사로 홍원기 목사가 1997년 

8월 1일에 부임하였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미국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워싱턴 D.C. 동남구에 위 

치한 흑인 빈촌 아나코스티아에서 30여 년간 전 생애를 바처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Bob and Sharon Ma— 
thieu목사 부부의 D.C. Christian Ministry를 후원하고 있다. 매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음식과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한인 세탁소에서 주인 없는 의류를 얻어다가 그들에게 기증하여 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쓰도록 돕고 였다. 매해 하기방학기간 중 동선교회에서 시행하고있는 Camp Dynamite에 교회 

의 청소년들이 Counselor로 가서 현지 선교사역에 찹여하고 였다. 1998년 DC Christian Ministry가 Convoy 

of Hope 선교협회를 초청하여 빈민구호 및 선교 대회를 개최했을 때 맥클린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워싱턴 

지역 한인식품협회로부터 두 트레일러의 각종식품을 기증 받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준 일 

도있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12만 교포를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어와 "2020년까지 200명의 선교시를」 파송 

하자” 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교회 

적으로 노방전도를 지난 7년간 나갔으며, 특히 2003넌부터는 문화행사를 통하여 영혼구원에 힘써왔다. 

히 2003년도에 ‘시집가는 날'의 연극과 2004년도에는 가수 김세환을 초청해서 교포들로 하여금 향수를 달 

랩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였는 시간을 마련했다. 목적은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접할 수 였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3명의 장기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0명의 수습선교사, 그리고 65명의 협력선교사와 3곳의 선교기관 

후원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구역과선교회는물론이거니와특별히 2002년도에 조직된 ‘Mission2020 

랍에 많은 가정들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돌보고 였다. 

동교회는선교뿐만이 아니라훈련에 주력하고 있는교회이다. 섀 가족성경공부, 2:7제자훈련, 전도폭발 

훈련 성서적 제자훈련, 목요여성모임, 중보기도 사역, 선교교실 등등 성도들을 훈련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동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2000년에 도 

서실을무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이 되었는데 현재 6,000여 권의 기독교관계 서적을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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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주일예배를 본 예배당(1부)과 Langley High School(2부)에서 드리고 있으며 교회예산은 135만 불 

이다. 

한우리교회[구(舊)대성침례교회] 

워싱턴 대성침례교회는 1978년 11월에 황찬규 목사에 의하여 창립 개척됨으로 시작되었다. 동 교회는 

1982년 9월에는 오덴톤 침례교회를 대성침례교회 지교회로 개척하고, 1983년 10월에 박진철 전도시를: 동 

교회에서 목사안수하여 오덴톤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1985년 5월에는 황찬규 목사가 유럽 순회 중에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김종양 선교사를 동 교회에서 목사 

로 안수한 후 아프리카에 파송하였다. 김종양 선교사는 아프리카 대륙선교회를 조직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왔던 바 이에는 황찬규 목사와 동교회의 선교지원이 결정적인 뒤받침을 하였다. 

1990년 10월에는 800 Randolph Rd. Silver Spring MD. 20904에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이전하였다(6에 

이커). 1993년에는 김종양 선교사가 개척한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서 91명의 원주민 사역자를 선교 

사로임명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초대 담임목사인 황찬규 목사가 선교활동에 전넘하기 위하여 조기은퇴를 선언하고 원로 

목사 및 선교목사가 되어 목회일선에서 물러나고, 안준식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안준식 목사 

2001년 11월에 워싱턴 대성침례교회란 이름을 한우리 교회로 변경하였다. 2002년 7월 메릴랜드 교육부 

로부터 한우리 교회 소속 Maryland Bible College & Seminary가 주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 

고 였다(이사장: 안준식 목사, 학장: 홍신웅 목사). 동 신학교는 2004년 12월 미 이 민국 SEVIS로부터 I—20 

인가를 받았다. 2005년 봄에는 그 동안 준비해온 한우리교회 섀 예배당 기공예배를 예정하고 있다. 

한우리교회는 워싱턴 유일의 장에우를 위한 농인교회에 예배장소를 제공하고 후원하고 있다. 미국성서 

침례교단소속이다. 

와싱톤제일감리교회 

와성톤제일감리교회는 육군군목 출신으로 군종감을 지낸 한준섭 목사에 의하여 1979넌 3월 11일에 미국 

교회 인 Arlington Forest UMC에 서 창립 되 였다. 

창립할 당시의 교회 이름은 알링톤감리교회이였으나 이후에 두 번에 걸친 교회 이름 변경이 있었다. 즉 

1979년 3월 11일부터 1994년 11월 27일까지는 알링톤감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1994년 12월 4일부터 

2000넌 7월 2일까지는 연합감리회 성령강림교회라고 불렀으며,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와성톤제일감리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동 교회는 1991년 8월에 1대 담임목사인 한준섭 목사가 은퇴하고 유성준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 

였다. 유성준 목사 재임 시기인 1994년 12월 4일에, 현재 사용 중인 3330 Holloman Road, Falls Church, VA 

22042에 였는 성전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다. 자체 성전을 마련한 동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2004년 4월 3일 유성준 목사가 사임하고 3대 담임 목사로 정성호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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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교회는 2005년에 센터빌 지역에 510만 불의 교회건물을 매입하였고, 2006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교회의 출석 인원은 300여 명이고, 예산은 45만불이며, 교단은 UMC 소속이다. 

워싱턴한인성결교회 

워성턴한인성결교회는 1978년 11월 19일 심우섭 성도(당시)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였다. 그 

후 1979년 이천영 목사가 임시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첫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다. 그해 미국인 교회를 임대 

하여 4월 9일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워싱턴한인성결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1979넌 11월 임종길 목사가 제1대 교역자로 부임하였고, 1981넌 3월 재직회에서 성전 건축을 결의하여 교 

육관 대지를 구입하였다. 1981년 9월 강일구 목사가 제2대 교역자로 취임하여 5년 4개월간 목회를 하였다. 

1986년 12월 최승운 목사가 제3대 교역자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계속 시무중이다. 1986년 9월에는 한인 2세 

들의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한샘한글학교를 개교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1987년 3월 교육관 대지를 매각하고, 4월 구성전과 교육관 대지를 매입하여 1987년 10월 11일 성전 입당 

및 임직예배를 드리게 된다. 9월에는 중고등부를 위한 영어예배가 시작되고, 각종 교육과 훈련, 기도, 행사 

등을 통해 워싱턴한인성결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홈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 증 

축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되어, 기도회, 바자회, 청문희 등을 거치면서 증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1992년 4월 대성전 신축 시공예배 및 임직식을 하면서 본격적인 증축에 들어간다. 

증축 기간 중 교회는 교회 증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 감당을 잊 

지 않아, LA 교포들을 위한 금식 기도 및 현금, 멕시코 단기 선교, 각종 전도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995년 

3월에는 한인 사회의 미래들인 한인 2세들의 선교를 위해 구성전을 종심으로 워싱턴 2세 성결교회를 개척 

하여, 효과적인 2세 사역의 기반을 마련한다. 

1995넌 12월 3일에 드디어 현 워성턴한인성결교회의 증축을 완성하여 현당 예배를 드리게 되였다. 새 교 

희를 완성한 후 워싱턴 한인 성결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하며 영혼 구원, 지역 선교,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큰 어 

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이를 극복 이후 위성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 

서 성장하고였다. 

안디옥침례교회 

안디옥침례교회는 1979년 1월 28일 Springfield에 있는 Robert E. Lee High School 소음악당에서 남침례 

교(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적극적 인 후원 하에 임종길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축하객을 포함하여 

128명이 모여 안디옥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다. 동 교회는 1979년 6월 24일 

에 예배치소를 학교 강당에서 애난데일제일침례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1979년 7월 9일에 김세현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1979년 10월 22일 Mount Vernon Associa— 
tion에 회원교회로 가입하여 북버지니아 지역의 침례교지방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교회 창립 2년만에 

2명의 담임목사가 이임을 한 안디옥침례교회는 1980년 10월 5일 안병국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자 

교회성장에 전기를 마련하고 부흥을 거듭하게 되였다. 안병국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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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디옥침례교회는 1984년 1월 29일에 창립 5주년 기넘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면서 조영 전도사에는 목사 

안수를 홍원영, 전태섭, 임웅순에게는 집사 안수가 있었다. 

1988년 3월 13일에는 현재의 담임목사인 양성 연 목사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안병국 목사를 돕는 동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동 교회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1988년 7월 2일 9년 동안 예배처소였 

던 애난데일제일침례교회에서 6355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에 있는 현재의 교회를 구입하여 

자체성전을 소유하고 예배처소를 이전하였다. 

1989년 1월 29일 창립 10주년 기넘예배에서 양성연 전도사의 목사안수가 있었다. 1990년 1월 28일 창립 

11주년 기넘예배에서는 동 교회를 부흥시긴 안병국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노순구 목사가 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으며, 길인수, 구정서, 박광신, 정세권 등 4인의 집사 안수가 있었다. 

1990년 4월 22일 노순구 목사가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사임하게 되자 양성연 목사가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키로 하였다. 1990년 5월 27일 양성연 목사가 5대 담임목사로 결정되였다. 1993년 1월 31일 창 

럽 14주년 기넘예배에서 김승진목사가 6대 담임목사로취임하여 1997년 말까지 담임목사로봉직하다가한 

국침례신학대학의 역사신학교수로 이임하게 되였다. 1998넌 5월 31일 양성연 목사가 7대 담임목사로 취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명예현 집사의 안수가 있었다. 동 교회는 셀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에 열정을 쏟 

고 있으며 역동적인 예배를통하여 신령한예배를드리기에 힘쓰고 있다.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는 서울에 있는순복음세계선교회로부터 워싱턴지역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고 Silver Spring MD 에 소재한 Assembly of God Church에서 강문혁 목사 및 교인 25명이 모여 교회 이 

순복음 한인교회로 정하고 1979넌 5월 13일에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개척되였다. 

이듬해인 1980년 7월 6일에는 Annandale에 소재한 First Assembly of God Church에서 박윤삼 목사가 시 

무하던 세광교회와 연합, 교회 명칭을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라 칭하고 두 교회가 합동 예배를 드림으로 오 

늘의 순복음제일교회가탄생하였다. 같은 해 1980년 10월 19일에는 강문혁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권 

경환 목사가 제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1985넌 7월 7일에 이영훈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는데, 이영훈 목사 재임 중에 6401 Lincolnia 

Rd. Alexandria, VA에 소재한 성전부지를 매입하고, 1991년 4월 21일에 현재 사용 중인 교회건물을 신축 완 

성하여 조용기 목사를 모시고 현당예배를 드렸으며, 다음해인 1992년 5월 17일 교육관 입당식을 가졌다. 동 

교회는 이영훈 목사 재임 시에 교회가 성장하였고 성전건축을 완성하였다. 

1993년 9월에 이영훈 목사 후임으로 국해현 목사가 제 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1995년 11월에는 신동 

수 목사가 제 5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신동수 목사는 2001년 3월 17일에 사임하고 크리스찬교회를 개척 

하였으며, 2001년 3월 25일 최용우 목사가 제 6대 담임목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교회는 최목사 부임 이전부터 교회 목회 방침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담임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장로 

들 재직들 및 교인들과 이들과 다른 견해를 갖는 장로들, 재직들 및 교인들과 주기적으로 반목과 불화를 

겪어 오다 2004년 봄 상당수 교인들이 모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꾸준히 치유 회복되는 과정 

에 있다고전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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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X| 니 O 陸장로교회 

버지니아장로교회는 1979년 9월 2일에 김희철 장로, 백원길 장로 및 13명의 성도가 모여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다음달 10월 14일부터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측 증경종회장을 지낸 장로 

교단의 원로 신후식 목사가 임시목사로 새로 창립된 교회를 돌보았다. 

창립 다음해인 1980년 9월 9일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형욱 목사가 초대 담임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신 목사는 4년 동안 담임하였다. 1985년 11월 17일 한국 군목 출신의 손인화 목사가 2대 담임으로 취임하면 

서 교회가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버지니아장로교회는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에 400석 성전(청소년, 유년부, 예배실 포함과 주 

차장 120대)을 마련하여 입당함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동 교회는 성전을 마련한 다음해부터 (1994년 3월 5 일) 한글학교를 개설하였다. 2002년 9월 22일에는 2대 

담임목사로서 17년 동안 교회를 섬긴 손인화 목사가 은퇴하여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3대 담임목사로 손상 

웅 목사가 취임하여 현재 (2005)에 이르고 있다.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를 지향하는 동 교회는 교육관 완공과 2세 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AWANA 교육 결혼세미나 실시, 아버지학교 개강, 자녀교육에 관한 강연 등 가정사역에 힘쓰고 있다. 버지 

니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 장로회총회 (KPCA)교단 소속이다. 

워싱턴새한장로교회 

워싱턴새한장로교회는 1980년 2월 17일 버지니아 Dale City 에 있는 김계환 집사 집에서 10명(장년 5명, 

유년 3명, 방문 2명)이 모여 김윤환 전도사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며, 동년 4월 6일 예배 장소를 Faith 

Bible Presbyterian Church로 옮긴 후 교회 명칭을 워싱턴새한장로교회로 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12일 김화일 담임목사의 인도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워싱턴새한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 

으며, 다음해인 81년에는 교회 장소를 Annandale, VA에 있는 Ravensworth Baptist Church 로 옮기게 되었 

댜 이어 1995년 6월 4일에는, 현재 교회 장소인 6901 Columbia Pike Annandale, VA에 새 성전 머릿돌을 놓 

게 되였으며, 금년에는교회 설립 25주년을맞이하게 된다. 

각고의 연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새한교회는, 최근에는 

세대교체를 이루어 제2대 담임목사로 유영 열 목사가 2004년 10월 10일에 취임하였으며 , "선교하는 교회, 가 

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웃을 섭기는 교회’’라는 교회목표를 내걸고 주변 지역사회의 모든 세대와 계 

층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 

한글학교, 데이케어센타 등의 운용을 통해 2세 교육을 돕고 있으며, 특히 새한교회가 성도들의 영성 향 

상을 위해 중점을 두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새가족반, 일대일 제자훈련, 생명의 삶, 제자반 1,2,3, 전도폭 

발훈련, 선교훈련반 등이 있다. 

워싱턴제일장로교회 

워싱턴제일장로교회는 1980년 6월 1일에 이효순, 이창길, 유진대, 문성홍 등 4인 가정이 모여 창립예배 

를 드림으로 출발하였다. 1980년 8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현재의 성전으로 입당할 때까지 미국인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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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x Presbyterian Church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관일 장로가 임시 예배인도자로 섭기던 동 교회는 1981년 1월에 윤정태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 

하여 1991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사임하였다. 윤정태 목사의 사임 후에 1992넌 9월 14일에 

2대 담임목사인 이병구 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둥 교회는 1989년 10월에 Silver Spring, MD에 성전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동 교회는 1995넌 12월 

15일에 1011 Maple Ave. Rockville, MD 현 교회당의 Settlement를 마치고, 1996년 6월 16일에 현 교회당으 

로 이전하여 헌당예배를 드렸다. 

1998년 12월에는 Norbeck Memorial Park에 교회 장지를 구입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영구표어 

정하고 복음사역에 힘쓰는 워싱턴제일장로교회는 현재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독립교회이다. 

워싱턴에덴장로교회 

워싱턴에덴장로교회는 1982년 8월에 워싱턴신일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동 교회는 1984년 

9월에 배기주 목사를 청빙하여 초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1990년 12월에는 김성철 목사가 2대 담임목사 

로 부임하였고, 1992년 4월에 지선묵 목사가 3대 목사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교회는 1992년 8월에는 교회 명칭을 신일장로교회에서 현재의 워싱턴에덴장로교회로 변경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2629 Centreville Rd., Herndon, VA에 소재하는 현재의 성전을 구입함으로 교회성장의 전 

기를마련하였다. 

1994년 2월에 에덴한글학교를 개교하여 지역사회봉사와복음사역에 임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위해 소명 

받은 교회로서 "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교회의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에덴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P.C U.S.A.）에 소속해 있다. 부름 받은 특권 의식에만 젖어 있는 교 

회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소명 의식에도 투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에덴장로교회는 신령한 예배, 진리의 

교육, 복음의 선교, 헌신적 봉사, 성도의 교제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천 종에 있다. 

락빌한인장로교회 

1985년 5월 창립 예배를 드린 락밀한인장로교회는 1980넌 11월 16일 연합 장로 교회에서 게이더스버그에 

지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84년 6월 수도노회에서 파송 목사로 최훈진 목사가 초대 목사로 부임 

락빌에 있는 미국 락빌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동 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에 속한 장로교회로서 성도의 교육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성 

경 공부와 전도에 열심 인 교회로 성장해 왔다. 1988년에는 락빌에 자체 건물을 마련하였고, 할렐루야 태권 

도 선교단을 1991년 창단하여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갔다. 

태권도를 통한 운동으로 선교의 문을 연 동 교회는 1993년 제 1회 와성톤 한인 교회 축구대회를 주최하 

여 올해까지 12회에 걸친 대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의 단결과 친교 고리고 전도와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해 

오고있다. 

동 교회는 초대 담임 목사인 최훈진 목사가 교단 총회 아시안 지도자 개발 총무로 떠난 후 1995년에 윤희 

문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성경 말씀과 섭김,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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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자 

다시 섀 성 전올 바라던 중,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800 Hurley Ave. Rockville에 있는 교회로 입주하여 1998년 

10월에 현당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2005년에는 20주년을 맞아 첫 선교사를 키르 

키즈스탄에 파송하였으며, 해마다 갖는 선교대회가 3년째로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다. 

매년 가을에는 전도 대회를 갖고 였으며, 성도들 간에는 탁구와 골프 등 각종 운동과 등산, 그리고 낚시 

등 교인간의 친교에도 뜨거운 단합을 보이며 교우들의 아름다운 교제로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남녀 선 

교회가 10개로나누어져 특별히 관심 있는선교와취미 생활을통한섭김의 아름다운 열매를거두어가고 있 

다. PCUSA 교단 소속이다. 

워싱턴감리교회 

워싱턴감리교회는 1995넌 11월 19일에 연합감리회 워싱턴선교교회와 포토맥한인연합감리교회가 통합하 

여 워싱턴감리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통합 이전의 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워싱턴선교교회는 1981년 7월 당시 워싱턴한인교회를 담임하다 사 

임한 선윤경 목사가 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 메릴랜드 베데스다지역에 위치한 St. Andrew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동교회를 9년간담임하던 선윤경 목사가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소재한 연합감리교회 내 Asian-Amreican 

Federation of U.M.C.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1990년 6월 사임하자, 같은 해 8월에 위스콘신연회 케 

노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이승우 목사가 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한편 포토맥 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81년에 워성턴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우들 중 몇 사람이 

베데스다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였는데 박석규 목사가 초대 목사로 사역하던 종 1990년 

사임하고, 노상국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North Potomac지역에 자체 성전을 마련하였다. 1995년 

6월 노상국 목사가 은퇴하자, 선교교회와 포토맥교회는 통합논의를 거처 1995년 11월에 두 교회가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직후 교희 이름을 워싱턴감리교회(Nation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로 명하게 되 

였다. 

교회가 통합된 이후 예배장소를 락빌의 Seventh Day Adventist Church건물을 사용하다가, 2000년 8월부 

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Francis Asbury United Methodist Church로 이사 와서 미국교회와 파트너로 건물만 

이 아니라 목회전반을 협력, 공존하고 였다. 

열린문장로교회 

열린문장로교회는 1984년 1월 1일에 박재곤 장로 가정에서 한인정통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날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자문제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이병인, 박재곤 장로 

시무장로로 가결하였다. 

창립예배 다음 주일인 1월 8일에는 예배치소를 1900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로 옮기고 본격적 

인 사역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8년 2월 4일에 교회를 창립하여 섭기던 차문제 목사가 소천하자, 그 해 8월 

에 김병원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으나 1년 후인 1989년 10월 사임하게 되였다. 198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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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김태권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동 교회는 1991년 4월 21일에 6519 Georgetown Pike, McLean, VA에 있는 교회성전을 구입하고 입당예배 

드리게 된다. 그러나 3대 담임목사인 김태권 목사도 2년을 재우지 못하고 1991년 9월 사임하게 되어 교 

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였다. 1991년 12월 22일에 김용훈 목사가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동 교회는 안정을 찾 

기 시작하였다. 부목사로 있던 김용훈 목사가 1992년 11월 29일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동 교회는 현당예배 

겸하여 드리게 된다. 김용훈 목사가 담임하면서 영어권 예배가 부흥하고 장년교인들도 계속하여 증가하 

민서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동 교회는 새로운 비 전을 갖고서 2001년 10월 21일 현돈지 역 에 소재한 3001 Centreville Rd. , Herndon, VA 

에 16에이커의 부지와 9만 스퀴어 피트 건물의 새로운 성전을 구입하고 2002년 4월에 이전하게 되었다. 동 

교회는 성전을 이전하면서 교회의 이름도 열린문 장로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용훈 목사가 

안식넌 중이던 2003년에 LA의 초頃깊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로 전임한 오정현 목사 

의 후임으로 김용훈 목사를 청빙함으로 열린문 교회는 담임목사의 거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김 

용훈 목사가 계속 담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 동 교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 교회는 800여 명의 장년과 250여 명의 영어권 희중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산은 373만 불 

에 이르고 있다. 열린문장로교회는 독립교회로서 소속교단은 없다. 

큰무리교회(구북부장로교회) 

큰무리교회는 1985년 1월 셋째주일에 북부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리버데일 지역 

에서 나광삼목시를-담임목사로설립예배를드림으로시작되었다. 

동 교회는 5월 첫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예배를 시작함으로 워싱턴에 새벽기도의 바람을 불게 하였다. 

1986넌 1월에는 로템나무 아래 선교회를 시작하였고, 1987년 3월 꾸러기 한글학교 개강을 개강하여 2세들 

에게 한글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93년 6월 6일에는 12050 Tech Rd. Silver Spring, MD에 3에이커의 

대지에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12500 스퀘어 피트의 성전을 완공하고 첫 이전 예배를 드렸다. 1996년 6월 

부터 학생 한국말 웅변대회 개최를 개최하여 이민 자녀들 종에서 힌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고 있다. 1998년 5월 22일~23일까지 21세기 제 1회 요솁운동을 시작하 

였다.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1세기 요솁운동을 주최하는 큰무리교회는 17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젊은 

이들에게 이민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요솁의 삶을 모델로 삼아 커다란 도전과 꿈을 심어주고 였다. 

2000넌 5월에는 7800 스퀘어 피트에 달하는 교회부속 체육관을 완공하여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 7월 23일~26일까지 미국에서 펼쳐지던 21세기 요솁운동이 한국에서도 호응을 받아 제1회 한미 21세 

기요솁운동이 수동기도원에서 1500명이 찹석한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였으며 매년 여름 방학 시즌마다 개 

최되고 있다. 큰무리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 장로교총회 소속이다. 

워싱턴메시0t교회 

워싱턴메시야교회는 1989년 10월 1일 Fairfax City에 소재한 권영목 장로 가정에서 다섯 가정이 모여 첫 예 

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1990년 4월 29일에 초대 담임목사로 이동철 목사가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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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22일에 8304 Old Keene Mill Rd. Springfield에 소재한 루터란 교회당으로 예배치소를 옮겨 발 

전의 기회를 잡았다. 1992년 2월 2일 Old Keene Mill Rd. 선상에 있는 Cary Building 사무실을 임대하여 교 

육관으로 사용하면서 사역이 확장되였고, 1992년 9월 30일에는 8134 Old Keene Mill Rd. 선상에 2,200 SQ 

의 새 예배당을 매입 완료하였다. 1995년 2월 6일 4313 Markham St. Annandale VA에 위치한 전체건물 면 

적 22,000 s. 건물 3동을 매입하였다. 이 건물이 현재의 교회이다. 1996년 5월 5일 제2대 담임목사로 권혁천 

목사가 부임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1997년 3월 15일 메시야 한국학교를 개교하였다. 1998년 8월 6일 제 

3대 담임목사로 이정남 목사가 부임했으며, 2002년 5월5일 이건우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현재 메시야교회는작지만아름다운교회를지향하며, 약 100가정의 성도들과종고등부 및 교회 학교 어 

린이들이 애난데일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부에서 지역 사회와 이민 교인들과 한인들을 섭기고 있다 

메시야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부에 자리한 지리적인 이점(利點) 때문에 지역 행사의 단골 장소가 

되고 있다. 매년봄·가을로실시하는한인봉사센터의 건강검진의 장소를제공함과동시에 연말 연초의 각종 

교계 지도자 모임과 교회 혹은 지역 사회의 각종 모임에 교회를 제공하고 였다. 특히 2002넌 월드컵의 응원 

장소로 한인들의 우렁찬 함성 이 워싱 턴을 진동하였다. 또한 이 라크전 참전용시를우]한 기도회 및 김선일 군 

추모 등 굵직굵직한 지역 모임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였다.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이다. 

메릴랜드 사랑의 교회 

메릴랜드 사랑의 교회는 1989년 11월 26일 추수감사주일에 이치원 목사의 인도로 장년 5명 유년 3명이 가 

정에 모여 첫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림으로 메릴랜드 사랑의 침례교회가 창립되었다. 1990년 2월 4일 미 남 

침례교 주총회의 도움으로 횟튼 제일 침례교회를 빌리게 되어 교회를 가정에서 교회성전으로 이전하였다. 

한 때는 빌려 쓰는 미국교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이치원 목사의 사택 지하실을 개조해서 3년 동안 예배 

처소로쓰기도했다. 

사랑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사랑의 교회의 목표이고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숲 속 전원교회’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는 온 교우들이 담임목사와 함께 직접 만들고,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 교우들의 성전 

에 대한사랑과애정이 남다를수밖에 없다. 7.25Acres에 교회당 150석, 친교실과부엌, 2개의 교육실 , 어 

린이 놀이터 등의 작은 규모이지만,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처 있는 영혼들이 쉴 수 였는 쉼터가 되고자 하 

는 바람이 전원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였다. 

동 교회는 말씀운동에 사역의 초점을 두고 있다. 매일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삼일 기도회, 금요학생회, 

토요 성 경공부가 있고, 청소년들의 찬양도 예배의 한 몫을 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Barber, Nail, Car Wash, 

각종운동 침술등주일이면 하루종일 자연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느끼며 지낸다. 전원속의 아늑한분 

위기의 사랑의 교회는 교회건물의 사용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게 항상 개방해 놓고 였다. 각 교회 소그룹 

기도회와 세미나의 장소로 제공되어지고 있다. 이민 2세들을 위해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의 특성을 길러주 

고 다듬어줘야 할 곳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회를: 잘 조화시키는 "신 

행일치’’ 의 신앙 2세를 키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는 2000년 6월부터 한글학 

교를 개교하였으며, 2004년도 12월 4일에 개관된 동 교회의 소속인 KM Art Center를 관리하면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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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사역에도 힘을 쓰고 있다. 미 남침례교단(SBC) 소속이다. 

워싱턴영생장로교회 

워싱턴영생장로교회는 워싱턴 버지니아 서부지역 한인 교포 복음화를 목적으로 1990년 4월 8일 센터빌 

에 세워졌다. 교회를 개척한 정명섭 목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으나, 몇 개월 후에 센터빌 

에 위치한 미국 루터 교회당(St. Andrew Lutheran Church)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3년 뒤인 1993년 3월 28일에 현 위치의 미국교회를 구입하여 입주하였고, 2004년 3월 28일 

에 피아노 모양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여 현당하였다. 2006년에는 부족한 교육관 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 진행 중에 있다. 

워싱턴영생장로교회는 수평적인 신앙공동체를 교회의 목표로 삼고 시작된 교회이다. 교역자와 평신도, 

직분자와 일반성도들 간의 간격을 없애고, 사명을 중심으로 모두가 일꾼이 되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의 목표를 가졌다. 한인교포가 많이 살지 않던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였지만, 복 

음적인 말씀선포, 끈기있는 제자훈련, 교역자와 성도간의 화목, 선교에 대한 비전 등으로 내적 외적으로 건 

강하게 성장하여 센터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발전했다. 소수민족의 패쇄적인 교회 모습을 벗고, 지역사 

회에 교회시설을 개방하고, 교회가 소유한 축구장도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였다. 

교회를 개척한 정명섭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있으며, 창립 이래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화목한 

교회로 지내고 있으며 매년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 파송, 선교지 교회건축 등, 전도와 선교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15년 동안 30명의 선교사와 45만불의 선교예산을확보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잠정 확보 

된 30에어커의 부지에 문화를통한지역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기독교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새 시대에 부합 

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 교회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자기개혁의 신앙의 기치 아래 현재 4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2005넌의 

예산은 98만 불이고,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다. 

펠로쉽교회 

워싱턴 첼로쉽교회는 1990년 9월 9일 김원기 목사 부부를 포함한 17명의 교인들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존슨 고등학교 카페데리이를- 빌려 예배를 시작했다. 

그 후 두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를 드리다 2001년 2월 지금 교회가 위치한 저민타운 캠퍼스로 제1 

단계 건축(대지 34에이커, 건물 65,000평방 피트)을 마치고 들어왔다. "살아있는 예배와 참된 공동체 안에 

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이제 ‘비전 2020' 을 종심으로 제2단계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비전 2020 — 5000명의 성도와 500명의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50명의 소명 받은 사역자들 一 을 
달성하기 위해 9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힘쓰는 교회이다. 시작부터 동등한 위치의 한어 회중(Korean 

Congregation)과 영 어 회종(English Congregation)이 아름다운 협 력 과 조화 속에 시 너 지 (Synergy, 동반상승 

작용)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양쪽 각각 장로와 집사가 있고 장로들은 한 개의 장로회를 구성하여 섭기는 지 

도자로서 교회 사역과 정책을 돌보고 였다. 2002넌 11월 버지니아 스털링에서 버지니아 캠퍼스 예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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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한교회, 두 캠퍼스" 사역이 시작되었다. 

헬로쉽 교회는 앞으로도 위성 캠퍼스(Satellite Campus)를 계속 세워나가며 한 장소에 집합해 있는 대형 

교회 모델이 아니라 이민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 교회, 다수의 캠퍼스(One church, Multiple Campus)" 

를 추구할 계획이다. 버지니아 캠퍼스 건물과 총 대지와 공사비 1400만 달러가 들어간 저민타운 캠퍼스도 

비좁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동안 보스턴에 영어회중 Cambridge Community Fellowship 

Church와 휴스턴과 달라스에 지교회와 자매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헬로쉽 교회에서 키운 14가정의 선 

교사를파송했으며 50여 협력 선교사들을통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출석 교인은 2000여 명이며, 예산은 346만불이고, 교단에 소속하지 않은독립교회이다. 

호산나교회 

호산나교회는 1990년 12월 23일에 오건식 권사 가정에서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 

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 12월 30일 Grace U.M.C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1991년 3월 3일 이원욱 목사가 초대 담 

임목사로부임하였다. 동년 10월 20일에는교회창립예배를드렸고동시에 이원욱목사취임예배를드리고 

UMC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1994년 11월 6일에는 회지 ‘우리소리’ 제 1호를 발간하였다. 

1995년 5월에 4년 2개월 동안 담임하던 이원욱 목사가 사임하고, 동년 7월에 제 2대 담임으로 김경진 

사가 취임하면서 교회명칭을 호산나연합감리교회로 변경하였다. 

1996년 1월 1일 성진건축을 위한 40일 연속 금식기도를 시작하면서 성진건축의 꿈을 심기 시작한 호산나 

교회는 1998년 3월 29일 오건식 장로를 위원장으로 건축위원희를 구성하였다. 동년 9월에 KMC에 가입한 

호산나교회는 등넌 12월 30일 성전구입을 완료하고, 1999년 1월 3일에 자체 성전에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고, 6월 6일에 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다. 

2000년 6월에 4년 11개월 담임한김경진 목사가사임하고, 동년 7월 9일에 3대 담임으로 정일남목사가부 

임하였다. 호산나교회는 2003넌 1월부터 스패니쉬 교회에 성전을 사용하도록 예배처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라는 교회 표어와 함께 강해설교와 제자훈련에 주력하는 호산나감리교 

회는 KMC 교단에 소속되 어 였다. 

베다니장로교회 

김영진목사는사이판에서 한인장로교회 전도사로사역하다가그교회에서 미국유학을보내주게 되어 가 

족과 더불어 미국 워싱턴에 1991년도 오게 되었다. 미국에 온 김 목사는 한인 교회에서 주보를 수집하러 여 

러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베다니 장로교회(그 당시 80여 명이 찹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다니장로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이 되었고 80여 명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 

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그때 당시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의 수는 장로 가 

족과 2~3명 정도였다. 이러한 중에 남아 였던 이건제 장로는 몇 개월 전에 2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김영진 

전도사를 생각하게 되였고 수소문하여 김영진 전도사를 찾아가 예배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였고, 

이 장로가족과두세 명의 성도와함께 김영진 전도사집에서 예배를드리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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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황에서 교회 이름은그대로베다니장로교회로하였으며, 김 전도사는목사안수를받게 되었다. 

김 목사 내외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개인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약 3년이 지나서 

교회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였다. 5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자 미국교회를 빌려 사 

용하게 되었으나, 당시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보던 베다니장로교회는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 

웠고, 이런 일로 미국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성도 집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다시 계속 

성도가 성장하자 더 넓은 예배 장소가 필요하여 Atonement Church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미국교회와 스케줄이 종복이 되는 불편함이 있어 미국교회로 

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이때 성도는 80명 정도: 7년차)， 나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장소는 마 

련하지 못한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은 장소를 찾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과정 

을 거쳐서 연극무대장소로 사용하였던 현재의 장소(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로 2000년 

4월에 이사를하게 되였다. 

지금 메다니교회는 풀타임 사역자 3명과 하프타임, 파트타임 사역자 3명과 여러 부속기관을 두어 은사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3년 동안 교회는 처음 3명에서 시작하여 장년 670명, 주일학교 300명으로 성장하 

였다. 예산은 120만 불이며 독립된 장로교회 이다.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는 1991년 5월 19일에 이병완 목사를 중심으로 3가정이 11612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St. Stephen Lutheran Church에서 워싱턴산정현장로교회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개 

척교회가시작되었다. 

세계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측) 미주동부노회에 소속하여 교회창립 이듬해에 메릴랜드 주정부 

에 등록하고 제직회를 구성하였다. 개척초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종하는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평 

신도제자훈련과 소그룹사역(셀교회)에 집중하며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기초를 세우는 시기였다. 

1997년 4월 20일에 당시 담임목사가 공석 중에 있던 워성턴시온성장로교회(자체성전과 3.2에이커)가 교회 

통합을 요청해와 미주동부노회의 주관으로 교회합병이 되였다. 

세계로교회는 교회합병을 계기로 교인총회에서 새롭게 결정한 교회 섀 이름으로, 그 이름에서 교회비전 

을 살펴볼 수 있다. 교회의 동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방향조사 ‘로’를 붙이고, 땅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 

시고 구원하신 예수비전을 성실히 이루기 위한 비전으로 제계로’가 되었다. 

2002넌 9월 27일에 새 성전(4401 Muncaster Mill Rd., Rockville MD에 위치한 6.3에이커의 약 520명 규모 

의 본당)을 구입하여 2004넌에 Montgomery County로부터 Building Permit을 받고 리모델링이 끝나 새 성 

전에 입당하여 세계로교회의 새로운 도약기가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홈 목사 저서, 1998년 

발행)에 보면 세계로교회가 미주에서 평신도제자훈련에 성공하는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소개되였다. 옥한흠 

목사의 교회론에 영향을 입어 세계로교회의 이병완목사의 목회비전은 평신도를 깨워 하나님 나라와 지역 

사회와 가정에 쓰임 받기에 준비된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 사람의 영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평신도제자 

훈련과 소그룹사역(셀교회)으로 훈련과 양육에 힘쓰고 있다. 

92 - 워싱턴지역 한인사 



한빛F..I구촌교회 

1996년 12월 1일 워싱턴지구촌교회에서는 버지니아 교구를 독립된 교회로 세운다는 결정에 따라 북버지 

니아폴스 처치 고등학교강당에서 장세규목사를담임목사로 개척예배를드림으로써 버지니아지구촌교회 

시작했다. 1넌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998년 3월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독자적인 버지니아지구촌교 

회가탄생했다. 

1999년에 들어 고등학교 시설과 별도의 임대 사무실로는 성장하는 교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2750 Gallows 

Rd., Vienna, VA에 있는 메리필드 지역의 25,000 평방 스퀘어 피트 규모의 창고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하였 

다. 독자적인 사역의 장소가 마련되면서 밀알선교와 DC 무숙자 사역 등 지역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식 예배를 주로 하여 ‘비(非)교인’ 에게 접근하는 사역에 집중한 결과 기독교 문화 선교에 기여할 기회 

를많이 얻을수있었다. 

새로운 장소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빠른 성장을 경험하여 주차장 문제 등이 심각해질 때 10237 Leesburg 

Pike, Vienna, VA에 위치한 한빛선교교회와 통합 제의가 나왔다. 한빛선교교회는 1977넌 Arlington Blvd. 에 

서 송문섭 목사가 중앙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였다가 비엔나 지 역에 성전을 구입하여 이전하면서 한 

빛선교교회로 개명하였다, 양 교회는 통합논의가 나온 지 15일 만에 전격적인 통합을 이루어 2000넌 3월에 

한빛지구촌교회로 재창립하였고, 교회건물은 한빛선교교회의 성전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두 교회가 통합하면서 한빛선교교회의 송문섭 목사는 은퇴하고 장세규 목사가 통합된 교회의 담임목사 

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록 교회 시설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따라 교육 시설이 부족하 

여 사역에 장애를 느낄 때 증축과 새로운 시설의 인수 사이에 기도하다가 증축 대신에 새로운 시설을 인수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적합한 건물을 찾기 시작했다. 

2003년 여름에 기존 교회건물을 매각하고 2004년 여름에 북버지니아의 중심부인 펜더 지역의 3901 Fair 

Ridge Dr., Fairfax, VA에 위치한 전력희사 건물과 대지를 인수하였다. 새로 구입한 대지에 지역 사회를 섭 

길 수 였는 복합적인 시설을 갖추는 글로벌 미션 빌리지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내실 였는 사역을 

키우고있다. 

철저한 셀교회 원리에 따라 기초가 든든한 성장을 이루고 말씀 종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평 

신도 지도자들을배출하고 지역 사회를섭기고세계 선교에 힘있게 쓰임 받는교회가되기 위해서 9가지 비 

전을 설정하고 꾸준히 사역을 꾸려가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 약 1500명의 교우들이 함께 섭기고 있으며 70여 개의 셀교회에서 120여 명의 평신도 목 

회자인 셀목자들이 섭기고 있다. 동 교회의 예산은 160만 불이며 남침례교단 소속이다. 

필그림 교회 

필그림교회는워싱턴지역에서 오랫동안성가대 지휘자로사역한손형식 목사를중심으로 1997년 7월 6일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의 루터란 교회에서 20가정이 참석하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9월 28일에는 버지니아 맥크린 침례교회로 예배장소를 옮김으로 사역지가 메릴랜드에서 버지니 

아로 바뀌게 되었다. 1998년 4월 19일에 필그림 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동년 10월 24일에 미남침례회 

마운트 버논 지방회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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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의 6대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6대 목표 

를 가지고 출발한 필그림교회는 2001넌 5월 13일 워싱턴한인장로교회가 사용하던 Burke 지역에 새 성전을 

구입하여 이전함으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1년 12월 3일에는 성전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렸고 박제모, 박재근, 김찬 전도 

사의 목사안수례를가졌다. 2003년 3월 20일에는다목적 교육관건축을제직회에서 가결하고카운티 정부 

의 건축허가를 얻고 공청회를 통과한 후에 2004넌 9월 23일에 설계 및 건축 계약을 하였다. 체육관과 교육 

관 건축을 앞두고 였는 필그림교회는 남침례교단(SBC) 소속이다. 

워싱턴 성광교회 

워싱턴 성광교회는 2001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정순권 집사의 가정에서 장년 30명, 어린이 10명이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성광교회는 임용우 전도사를 담임목회자로, 김재억 목사를 선교. 교육 부목사로 하여 1.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되는교회 2.선교하는교회 3.제자훈련하는교회 4. 영적,육적 필요가충족되는교회 5.구체적 

인 숫자의 목표가 달성되는 교회라는 5대 교회목표를 세우고 출발하였다. 

2001년 1 월 28일에는 클라렌돈 제일침례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3월 25일에는 임용 

우 전도사의 목사 안수가 있었다. 2001년 4월 22일 성광교회 창립기넘 및 임용우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 

린 성광교회는 장년부 105명, 영어부 20명, 어린이 15명 등 14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성광교회는 2002년 10월 13일에 새 성전(현 예배당: 2937 Strathmeade St. Falls Church, VA)에 입주하여 

첫 예배를드림으로새로운성장의 전기를마련하였다. 600여 석의 본당과충분한교육시설은 25개 목장의 

셀교회 사역과함께 성광교회를급성장하게 하는동력으로작용하고 있다. 성광교회는 2005년 현재 4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예산은 826,000불이다. 소속 교단은 남침례교(SBC)이다. 

워싱턴지역의 교회 현황 

워싱턴지역은한인인구의 급속한증가에 따라서 대형교회들이 규모를확대하는가하면 성장하는교회와 

새로이 개척하는 교회, 통합하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교계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450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심히 영세한 교세로 교역 

자들이 힘겹게 목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각 교단 및 연합체 등 기관 단체편 

PCUSA 소속 한인교회 

PCUSA 교단은 남장로교회와 연합장로교회가 1983년 6월에 합동하여 이루어진 교단이며 장로교단 종에 

서 제일큰교단이다. 

이 교단의 공식 명칭은 Presbyterian Church, U.S.A. 이며, 약칭은 PCUSA이다. 워싱턴지역의 한인교회 

들은 원래 워싱턴수도노회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9월에 한인교회만으로 조직된 한미대서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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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조직하고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교회들이 독립된 노회를 조직하였으며, 권영배 목사를 총무로 선임하 

였다. 

한미대서양노회는 2000넌 9월 권영배 목사가총무직을사임하자조남홍목사를후임 총무로 선출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으며 25개 한인교회가 가입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들과 함께 하는 워싱턴수도노회에는 워싱턴연합장로교회, 북버지아장로교회, 버지니아제 

일장로교회, 하나교회, 벨츠빌장로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한인장로교회만으로 조직된 한미대서양노회에 

는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시온장로교회, 수도장로교회, 갈릴리장로교회, 평강장로교회, 에덴장로교회 등 

이 가입되었다. 

PCA 소속 한인교회 

이 교단은 1973년 보수정통장로교회를 지향하여 설립된 교단이다. 남장로교단이 북장로교단과 합하여 연 

합장로교(PCUSA) 교단을 만들 때, 남장로교단의 보수적 인 지도자들이 만든 교단이다. 

1982년에 개혁장로교회(Reformed Presbyterian Church)와 합동하여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서는 두 

번째로큰교단이 되었다. 이 교단소속한인노회는모두 7개인데 300여 한인교회가소속되어 있다. 7개 노 

회 중 하나가 한인수도노회이다. 이 노회에는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와성톤중앙장로교회, 맥클린한인장로 

교회 등을 비롯하여 워싱턴과볼티모어 지역에 23개 교회가소속되어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한인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는한국합동측목사와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1978년 1월 26일에 조직한한 

인들의 독립총회이다. 이 총회는한국의 총회의 간섭을받지 아니하며, 미국교회의 간섭도받지 않는독립 

적인 교단으로 개혁주의 성경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이 교단의 한인수도노회에는 새한장로교회, 볼티모어장로교회, 큰무리교회, 워싱턴영생장로교회, 메시야 

장로교회, 영광장로교회, 기쁨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등 현재 35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미주한인장로회(KPCA) 소속 한인교회 

미주한인장로회는 1977년 7월 29일 발족하였다. 주로 한국의 예수교장로회의 통합 측 출신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 교단은 에큐메니칼(ecumenical) 정신에 찬동하여 미국 NCC의 회원교회로 가 

입되어 있다.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는 수도노회 산하에 4개 시찰회가 있으며, 워싱턴지역에서는 서울장로 

교회, 버지니아장로교회, 페어팩스한인교회, 워싱턴세광교회, 워싱턴복음장로교회 등 5개 교회가 소속되 

어 였다.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 소속 한인교회 

미국 최대의 교단인 미국남침례회(SBC)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 

는 1983넌 8월 27일 메릴랜드 소재 바울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 출발하였다. 창립총회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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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 산재해 있는 33개 교회로부터 83명의 대의원을 파송받아 발족하게 되였으며, 초 

대 회장으로 박관빈 목사가 선출되었다. 

동 교단은 미국총회의 지원과 다수의 지역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교회 개척에 힘씀으로 이 지역 최대의 교 

단이 되었다. 현 회장은윤병남목사이고현재 104개의 교회가가입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주된목적은회 

원교회 간의 유대강화와 협동선교에 중점을 두고 였다. 

대표적인 소속 교회는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 안디옥침례교회, 

한빛지구촌교회, 필그림교회, 성광교회, 에벤에셀교회 등이 있다. 그러나 2001년에 수도한인침례교회에 소 

속한 교회 중에서 한우리교회, 메릴랜드사랑의침례교회 등 7개 교회가 메릴랜드한인침례교협의회라는 별 

도의 단체를 조직하여 협의회가 나누어졌다. 

감리교회 소속 한인교회 

미국연합감리교회는 미국의 개신교 종에서 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다. 그리고 이 교단은 한국에 일찍 

부터 선교사를 파송하여 장로교회와 동일 동시에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장로교회 

다음가는 두 번째로 큰 교단이다. 워싱턴지역 한인감리교는 미국연합감리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웨슬 

리감리회의 3개 교단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있다. 

연합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는 10개 교회이며, 와싱턴한인교회, 워싱턴감리교회, 와성톤제일 

감리교회, 성마가연합감리교회, 새빛교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의 기독교감리회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단으로 미주선교연희의 동부지방에 20여 교회가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에서 

가입하고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사랑의교회, 천성감리교회, 호산나감리교희, 생명솁교회, 새 

생명교회, 만민교회,그리스도감리교회 등이 있다. 웨슬리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아름다운감리교회, 웨슬리 

중앙감리교회, 에스핀힐교회, 성신기쁨의교회 등 8개 교회가 웨슬리감리회 체사픽 연회에 가입하고 있다. 

기독교미주성결교회 소속 한인교회 

성결교회 교단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으로 성장한 교단이다. 그러나 이 교단은 일본, 한국, 중국 

등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현지에서 만들어진 교단이다. 그러므로 미국에는 관계되는 선교단체(동 

양선교회)는 있어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만한 교단은 없다. 그러므로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독자적인 교 

단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였다. 

워싱턴지역에서는 워싱턴한인성결교회와, 예원교회, 은솁교회, 말씀의 교회, 가스펠 교회 등이 소속되어 

있고, 최근에 개척한 교회들을 포함하여 8개 교회가 동부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다. 워싱턴에는 한국의 성결 

교회와 연관된 교단인 C&MA 교단에 가입한 3교회가 있다. 워싱턴제일교회, 옥토교회, 세광연합교회는 한 

국의 성결교단과 연관이 있는 C&MA 교단에 가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회와 순복음교회 소속 한인교회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한인교회는 원래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조용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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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순복음세계선교회라는 별도의 교단으로 독립하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노선을 같 

이하는 교회와 기존의 하나님의 성회에 속하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였다. 

현재 워싱턴지역에는 10여 개의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소속교회들이 있는데 워싱턴순복음제일교 

회,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 순복음워싱턴교회, 순복음영생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다. 하나님의 성회에 속 

한 교회는 워싱턴크리스찬교회와 온누리선교교회가 있다. 

다른교단소속 한인교회 

워싱턴지역에는 이상에서 거론된 주요교단 이외에도 여러 군소교단이 였다. 고신장로교단의 워싱턴복음 

장로교회, 그리스도 교단의 중앙그리스도 교회, 임마누엘 장로교단의 임마누엘그리스도교회, 구세군의 워 

싱턴한인교회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워싱턴 지역의 대형교회 중에서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가 많 

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교회는 헬로쉽교회, 열린문장로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등이 있다. 

연합운동과그조직편 

교회들이 자리를잡아가고교회의 숫자가증가함에 따라서 복음사업은 개교회 단위를 넘어서 연합적으로 

할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연합운동이 시도되었고 조직체들도 생기게 되었다. 

3개 교회 통합을 위한 시도 

1965넌 이후에 워싱턴지역에는 와성튼한인교회(감리교)와 워싱턴한인침례교회, 그리고 워싱턴한인장로 

교회 등세 교회가정립하여 있었다. 교파적인 배경으로볼때 상기 3개 교회가 였어야할명분은총분히 였 

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온전한 전임교역자를 목회자로 두고 였는 교회는 없었으며, 예배장소도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로 3개 교회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일어났다. 사실상 

당시의 워싱턴 지역 거주 한인 수는 1,000명 내외였고 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도 100명 미만이였기 때 

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였었다. 

그리하여 각 교회 성도들 간에는 교회를 통합해 보자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논의가 성숙되 

어 1968년 4월에는박원규의 집에서 3개 교회대표가함석하여 예비 모임을가지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3개 

교회통합위원회를 발기하게 되었고, 동 통합위원회는 4명의 공식대표를 각 교회에서 파송해 줄 것을 요청 

하게 되었다. 이 일은 계속 성사되어 1968년 6월 8일에는 3개 교회에서 파송 받은 대표들이 모여 공식적으 

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통합위원회에서는 헌장기초분과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 예배처소선정분과위원회, 목사청빙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통합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후 다섯 차례의 연석회의를 가지고 인준을 받은 후에 각 교 

희 앞으로 가 교회 공동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제시, 1968년 10월 30일까지 그 결과에 대하여 통보해 줄 것 

을요청하였다. 

각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되었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감리교(와성튼한인교회: 황재경 목사): 박원규, 장대욱, 전병규, 서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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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워싱턴한인장로교회: 안상엽 목사): 최창욱, 김응창, 김병춘, 강웅조 

침례교(워싱턴한인침례교회: 안병국 목사)： 정의백, 김동진, 이형석, 윤일상 

통합안건에 대하여 각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는데,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에서는 본 뜻에 

찬동하고 통합안을 수용한다는 공동의회 결의를 기 일 안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감리교측에서는 동 안건이 

제직회와 기관대표 연석회의에서 부결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의회까지 가지 않고 교회통합운동에서 물러나 

게 되었다. 결국 7개월 동안의 3개 교회통합운동은 감리교회의 불참으로 백지로 돌아가게 되였으며, 추진 

하던 인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재 무산되고 말았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최초의 부활절연합예배는 3교회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68년 4월 14일에 이루어졌다. 그 당 

시 3개 한인교회의 청년회장이던 한인감리교회의 이우진 회장과 한인침례교회의 이형석 회장과 한인장로 

교회의 강웅조 회장은 교회연합운동의 일환으로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였다. 

부활주일인 1968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워싱턴 D.C. 16가(N.W.）의 National Memorial Baptist Church에 

서 진행된 최초의 연합예배는 사회에 강웅조 한인장로교회 청년회장, 기도에 이우진 한인감리교회 청년회 

장, 현금기도에 이형석 한인침례교회 청년회장이 순서를 맡았으며, 3개 한인교회의 담임목사인 안병국 한 

인침례교회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황재경 한인감리교회 목사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안상엽 한인장로교회 목사가 축도를 하였다. 

3개 교회통합운동의 좌절은 일시적으로 각 교회간의 거리를 서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리하여 교회 간에 였음직했던 연합사업도 수년 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1971년 봄 다시 섀 시대가 열려 통 

합이 아닌 연합사업을 전개하게 되였다. 이때에는 1969년 11월에 새로 설립된 연합장로교회가 가담하여 이 

연합사업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었다. 각 교회 교역자들은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 

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곧 준비위원희가 회집되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목회자는 와성튼한인교회에서 

는 윤명호 목사(당시 부목사)， 워싱턴한인장로교회에서는 김택용 목사,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정용철 목사 

등이었다. 첫 부활절 연합예배는 베데스다에 설립된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를 포함하여 워싱턴지역의 5개 

교회가 모두 참여했으며, 예배에는 250여명이 참석했고, 헌금은 300불 정도이었는데, 이 헌금은 소록도 나 

환자 수용소로 전액 우송하였다. 워싱턴교역자회가 주최하던 부활절새벽연합예배는 1976넌부터 워싱턴한 

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다.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도 교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각 교회 목시들괴- 목회하 

지 않는 목사들은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창립총회는 1971년 7월 5일 12시 윈조 

팍 호텔의 포토맥 룹(현재 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한 창립멤버는 김성덕 목사, 김택용 목사, 박 

관빈 목사, 장일형 목사, 정용철 목사, 황재경 목사 등 6명이였다. 초대회장으로 황재경 목사, 총무에는 겁 

택용목사가선임되었다. 

조직된 교역자회는 계속하여 매넌 부활절 새벽예배를 주최하기로 하였으며, 교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98 - 워싱턴지역 한인사 



교역자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조직되어 교회 간의 연합사업을맡게 될 때까지 부활절 

새벽예배 등을 주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교역자 간의 친선과 교류 등에 주력하고 있다. 

역대교역자회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1대 황재 경 (71-72년도) 제 13대 황수봉 (83국34년도) 제 25대 김종철 (95-96년도) 

제 2대 황재 경 (72-73년도) 제 14대 이태구 (84-85넌도) 제 26대 정 인량 (96一97년도) 

제 3대 김 성 덕 (73-74년도) 제 15대 박석규 (85-86년도) 제 27대 최호택 (97—98년도) 

제 4대 정용철 (74-75년도) 제 16대 한철우 (86-87년도) 제 28대 윤정 태 (98-99년도) 

제 5대 박관빈 (75-76년도) 제 17대 고원실 (87―88년도) 제 29대 김 재동 (99-00년도) 

제 6대 장일형 (76-77년도) 제 18대 김석현 (88―89년도) 계 30대 김 양식 (00국)1넌도) 

제 7대 김 승학 (77-78년도) 제 19대 오광섭 (89―90년도) 제 31대 장시춘 (01국)2년도) 

제 8대 신대식 (78―79년도) 제 20대 박태환 (90―91년도) 제 32대 이석해 (02-03년도) 

제 9대 안병국 (79―80넌도) 제 21대 최승운 (91-92년도) 제 33대 박건철 (03―04년도) 

제 10대 김 택용 (80―81년도) 제 22대 문경 원 (92一93년도) 제 34대 이홍근 (04―05년도) 

제 11대 김현철 (81-82년도) 제 23대 주성봉 (93一94년도) 짜 35 뎌 깊셔; 

제 24대 임종길 (94一95년도) 
%ti '1 I. ~;1 \.Y.겁니 

제 12대 송문섭 (82-83년도) 깎 3 시 r』 ¥ 윷쑹 I ,r (} 事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는 1975년 10월에 한인교회 간의 연합사업을 위해 발족되었다. 교회협의회는 

교역자회와는 달리 교역자와 교회대표(평신도 2명)가 참석하도록 하여 교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창립발기인은 정용철 목사, 박관빈목사, 김택용목사, 장일형 목사등이었으며, 초대회장으로 정용철 

사를 선출하고, 총무에는 김택용 목사가 선임되었다. 

현재 동 협의회는 워성턴에 였는 전체 한인교회들의 공인된 연합기관으로 구심접을 이루고 였다. 1976년 

이후부터 매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교역자회를 대신하여 주최하고 있으며, 신년하례예배, 워싱턴지역 

한인복음화대회, 성탄축하음악예배,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긴급한 구제사업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6대 최비울: 목사가 회장 재직 시 10,000불의 청소년재단 기금을 출연하였고, 27대 정인량 목사 회 

장재직 시 60,000불의 기금을출연하여 워성턴청소년재단을독립법인으로설립하였으며, 성탄축하음악예 

배를 각 교회의 성가대가 참여한 가운데 시작하였고, 28대 양광호 목사 회장 재직 시 선교 100주년 기넘선 

교대회를 헬로쉽교회에서 개최하여 17개 선교사와 기관에 약 5만 5000여 불의 선교비를 지원하였고, 29대 

정 영만 목사 회장 재직 시 북한의 룡천 폭발사고를 당하여 4만 5000여 불의 구호금을 모금하여 "열방을 섭 

기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워싱턴복음화대회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두 지역에 

서 한 차례씩 개최하였고, 30대 김재동 목사 회장 재직 시 인도양 쓰나미 해일 참사지역에 약 100,000불의 

의연금을전달하였다.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역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1대 정용절 (75一76넌도) 제 2대 김 택용 (76一77년도) 제 3대 박관빈 (77-7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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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김 현질 (78-79년도) 제 14대 김화일 (88―89년도) 제 24대 김종철 (98-99년도) 

제 5대 김승학 (79-80넌도) 제 15대 손인화 (89―90년도) 제 25대 임종길 (99―00넌도) 

제 6대 여운세 (80-81년도) 제 16대 황수봉 (90―91넌도) 제 26대 최바울 (00―01넌도) 

제 7대 김종선 (81-82년도) 제 17대 한철우 (91―92넌도) 제 27대 정 인량 (01-02년도) 

제 8대 김택용 (82―83년도) 제 18대 허 중호 (92-93년도) 제 28대 앙광호 (02—03년도) 

제 9대 김상묵 (83―84년도) 제 19대 김 석 현 (93-94년도) 제 29대 정 영 만 (03국)4년도) 

제 10대 최윤환 (84―85넌도) 제 20대 황찬규 (94―95년도) 제 30대 김 재동 (04-05년도) 

제 11대 이원상 (85―86년도) 제 21대 이 원희 (95―96넌도) 제 31대 신동수 (05―06넌도) 

제 12대 박석규 (86―87년도) 제 22대 지 선묵 (96―97년도) ‘1,t41 나’1 리 U겅 간 ;f./3¥자 깅 병수 

제 13대 김화일 (87-88넌도) 제 23대 오광섭 (97―98년도) 
·k( ？/더 깅겅呼‘L있 1o1( 1q 떠 끼 ’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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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꺼％어 i바沼 
-;.r 1'1 .:,'~ 싸용 순. 

워싱턴지역의 원로목사희는 1991년 2월에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부설 재미한인기독선교회에서 은퇴목사 

초청하여 접대한 데서부터 시작되였다. 계속하여 동교회에서 산파역을 담당함으로 그해 4월에 우래 

옥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초대회장에 박진규 목사를 선출하였다. 원로목사회는 매월 1회 이상 모임 

가지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이들을위한종매와해외선교사를위한선교비 지원을하고 있다. 2002년에 

는 ‘황혼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원로목사 설교집을 출판하였다.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은퇴 목사로 하되 준 

회원제도도 있다. 현재 회원 수는 60여 명이다. 

역대회장은박진규, 강인선, 안병국, 신후식, 김종선, 안재희, 김승학, 안형직, 한준섭, 배기주, 박덕준, 

신상휴, 김택용, 한희택 목사(현 회장) 등이다. 

워싱턴天|역여전도회연합회 

워싱턴지역 여전도연합회는 1982년 4월 16일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기관단체의 하나로 조직 

되었다. 각교회 여전도회를기본단위로하여 연합사업과친선을도모하고 있는동연합회의 초대 회장은홍 

성남 장로이었다. 여전도연합회는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와 교역자회 연합사업을 지원하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983넌 3월 15일 장학재단을 설립(초대 회장 홍 

성남 장로, 현 회장 장은수 장로)하여 장학금 모금과 수여를 계속하고 있다. 

2004년까지 장학금 수혜자는 280명이며, 이 중에서 1.5세, 2세 목시들이 100여 명 배출되었다. 역대 회 

장은 훔성남 장로, 이연구 권사, 장은수 권사, 백원영 집사, 남혜숙 장로, 박명옥 집사, 남상을 집사, 송상례 

집사, 임정하 집사, 지순옥 권사, 김수희 권사, 김영자 권사, 한복희 권사, 김정자 권사, 진정자 권사, 조영 

자 권사, 최정선 집사, 정태숙 집사(현 회장)이다. 

워싱턴청소년재단 

워성턴한인교회협의회에서 청소년회관건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 

안 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오던 종에 2002년 초에 중앙장로교회에서 주최한 워쉽 코리아(힐튼 메모리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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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의 공연 수익금을 전액 기탁함으로 교회협의회 종심의 모금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2002년 8월 

에는 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가 그동안의 모금액을 독립된 재단에 기증하기로 뜻을 모으고 교계의 차원을 넘 

어서 범동포적인 차원에서 청소넌센터 건립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2002년 10월 

24일 창립이사회를 갖게 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초대 이사장에 이원상 목사, 부이사장에 정인량 목사, 서기에 진요한목사, 재무에 최재근 

장로를 선출하였고, 총무에는 최경수 박사를 임명키로 하였다. 

청소년재단은 2002년 12월 4일 버지니아 주 정부에 워싱턴청소년재단(Washington Youth Foundation)이 

름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고, 2003년 8월 4일에는 매릴랜드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도 

한 동 재단은 2003년 5월 16일부터 I.R.S. 로부터 면세기관으로 통보를 받았다.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역은 다문화권에 속한 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교육, 건강, 사회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각종상담실시: 치료상담, 예방상담, 발달상담, 부모상담, 각종검사등 

2)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토요주말학교, 방과후 학습, 여름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대학탐방, 재능 발굴 

프로그렐 Mentoring 프로그램 

3) 지 역사회교육: 청소년금연교육, 음주 및 약물남용 방지교육, HIV/AIDS 예방교육 

4) 청소년개발프로그램: 지도자육성 프로그램, 다양한 청소년문화 활동, 비행문제 예방/청소년 갱 방지프 

로그렐 직 업 알선 및 Career 상담 

5) 그룹 활동: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축구팀,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였다. 

본 재단의 중장기계획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회를" 발전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청소년회관에는 다목적 강당, 체육관 및 다수의 교실이 구비되어 지 

역사회에 개방할 계획이다. 

2005년 2월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는 바 이사장에 정인량 목사, 부이사장에 김재동 목 

사, 서기에 정영만 목사, 재무에 최정선 집사를 선출하고 초대 이사장이었던 이원상 목사를 명예이사장으 

로 추대하였댜 현재 사무실은 다음과 같다. 

버 지 니 아: 4532-A John Marr Dr. , Annandale, VA 22003 

메릴랜드: 969 Thayer Ave. #3, Silver Spring, MD 20910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 

워싱턴지역한인목회연구원은 워싱턴지역의 소장 목시들이 주축이 되어 1985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 

였댜 우수명 목사가 초대 총무가 되어 제자훈련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하였으며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목회 

정보를 제공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19명의 실행위원이 모임을 운영해 나가고 였으며 희원제이다. 

매월 초 화요일에 월례회로 모임을 갖고 매년 신년세미나와 필요 시에 별도의 세미나를 통하여 워싱턴지역 

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유익을주고 였다. 역대 원장은 김상목목사, 이원상목사, 한철우목사, 최윤환목 

사, 황수봉 목사, 윤정태 목사, 김택용 목사, 임종길 목사, 정인량 목사, 박노영 목사, 지션묵 목사, 조남홍 

목사, 이석해 목사, 서보창 목사, 양광호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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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목자영성회 

1999년 12월에 복음신문사 회의실에서 주성봉 목사, 김종철 목사, 박태환 목사, 한준섭 목사, 박덕준 목 

사, 김석현 목사, 최바울 목사 등이 모여서 주성봉 목사를 초대 회장으로 창립되였다. 

워싱턴지역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하여 창립된 목자 영성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복음신문사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오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 

고 있다. 식사 대접은 복음신문사에서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주성봉 목사, 김종철 목사, 나정용 목사, 최바 

울목사, 김일호목사, 김영철 목사등이다. 

국제성경연구원 

국제성경연구원은 2003년 3월에 안병국목사, 전재영 목사, 김택용목사, 오광섭 목사, 장시춘목사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올바른목회를돕기 위하여 설립된초교파적인 성경연구모임이다. 매월마지막주월요일 11시에 세 

미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세미나 후에는 참석한 분들에게 오찬을 제공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초 

대 국제성경연구원 원장은 안병국 목사다. 

정오의 샘터와 워싱턴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 

정오의 샘터는워싱턴 연합장로교회를담임하던 정용철목사가도시 선교의 일환으로 1978년 가을 Wash― 

ington. D.C. 10th와 G St에 였는 Congregational Church 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모 

이는 정오의 샘터가 시작되었다. 워싱턴 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평신도들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희가 조직 

되었으며(위원장 강창제 장로), 정용철 목사가 지도 목사로 취임하였다. 

정오의 솁터는 직장인 크리스천들이 수요일 낮 시간에 모여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평신도 신앙운동으로 

직장인들의 호응을 받아 계속 발전하게 된다. 1987년에는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당회의 인준에 따라 워싱 

턴 지 역사회 의 초교파적 인 도시 직장 선교기관으로 독립하게 되 어 , 정오의 샘 터 선교회 (Noon Prayer Mis— 
sion)가 창립되였고 지역마다 정오의 샘터 (Noon Prayer Ministries)를 세워 육성, 선교사역을 감당키로 하였 

다(초대 이사장 이철순 목사)． 동년 9월에는 Bethesda / Rockville 정오의 샘터가 개설되어 Trinity Evangeli— 
cal Lutheran Church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운영위원장 차정주 집사). 

1990넌에는 세 번째 지 역 정오의 샘 터로 Annandale 정오의 셉 터 가 Annandale VA에 였는 한인 타운 내 워 

싱턴한인회관 회의실에서 개설되었으며(운영위원장에 안상현 집사), 1991년에는 4번째 지역 정오의 샘터가 

Washington D.C. Capitol Hill에 개설되였다(운영위원장 안창호 집사). 1992년에는 5번째 지역 정오의 샘터 

로 워싱턴특파원 신우회 정오의 솁터가 Vienna에있는 와성톤중앙장로교회에 개설되었으며(운영위원장 조 

영순 집사), 1995년에는 6번째로 Silver Spring 정오의 샘터가 기독교복음방송국에 개설되었다(운영위원장 

김영호 장로)． 이후에도 Frederick과 Beltsville에도 개설되어 현재는 7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1997년 

에는 정오의 샘터 Internet Web site www.noonprayer.org를 개설하여 전문가들의 수고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은 홍원기 목사, 총무는 차정주 집사이다. 

워싱턴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는 1990년 6월에 한국정부의 국장급 해외연수파견 계획에 따라 워싱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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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싱턴대학에 교환교수로 연수 중이던 박홍일 장로(한국 전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초대회장)가 1년에 

걸쳐 50여 교회를 방문하여 직장선교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991년 4월 

22일에 워싱턴한인회 회의실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직장선교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송요찬 집사 

초대회장에 선출하였다. 

동 선교회의 주요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1996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세계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21세기를 향한 세계직장선교라는 주제로 제1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2) 4차에 걸친 역경의 열매 간증집회(강사: 정근모 박사, 윤지원 목사, 우명자 사모, 두상달 장로)를 열고 직 

장인의 신앙을 격 려하는 모임을 가졌다. 

3)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지역에 장학 신학기금을 적립하여 선교사역를 양성하고 있다. 

4) 남미 도미니카공화국과아이티 접경지역에 선교센터 건립을추진하고 있다. 

5) 지역 훔리스들에게 음식을제공하면서 동시에 복음사역을하고 였다. 

6) 선교신학대학운영으로 선교사 배출사역을 하고 있다. 

7) 각 직장에 신우회를 조직하여 직장선교 사역을 돕고 였다. 

8) 매월 첫 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조찬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워싱턴지역 한인기독인 실업인회 

워싱턴지역 기독실업인회는 차피터 장로와 이상훈 집사가주축이 되어 그 조직이 추진되어 1984년 4월 

28일 프린스 조지 카운티 한나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탄생하였다. 창립총회에는 19명의 회원이 참석하 

여 차피터 장로가 회장, 이상훈 집사가 제 1부회장, 노원진 집사가 제 2부회장, 서주복 장로가 총무, 김창오 

집사가 서기, 서준택 장로가 회계로 선출되였다. 

기독실업인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성경공부를 실시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과 경건생활 등을 목표로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한혹 간의 유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워싱턴지역의 흑인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흑인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은 워싱턴 D.C. 정부의 협조를 얻고, 또 한국의 기독실업인회의 후원을 받아 

성사되었는데, 목사 9명, 기자 2명, 경찰간부 1명, 실업인 4명 등 16명의 흑인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교회와 산업시찰, 고적답사, 휴전선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기독실업인회에서는 92년 2월부터 

기독실업인 회보를 발간하고 였다.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차피터 장로, 이상훈 집사, 서준택 장로, 김창 

오 집사, 김세웅 장로, 송제오 전도사. 

워싱턴 YMCA 

워싱턴 YMCA는 1978년 3월 1일 알링톤 버지니아에서 창립되였다. YMCA는 같은 해 5월에 이사회를 구 

성하고 초대 이사장에 고한실, 총무에 정준영을 각각 선임하였다. 1982년 3900 King St. Alexandria에 있는 

Fairlington 연합감리교회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장하였다. 1986년에는 YMCA of Met

ropolitanWashington과통합하였으며, 1991넌에는 워싱턴지역의 14개 지부의 하나로 공인받아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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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는 청소년 션도에 비종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청소년합창단, 청년동계캠프, 어린이 여 

릅성경학교, 선교여행 등을진행하였다. 어른들을위한사업으로는젊은부부들의 합창단운영, 교회친선탁 

구대회를 주최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해 워싱턴 일원의 한인인구조사(1989년)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기 

타, 영어 강습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준영 총무를 종심으로 한 YMCA의 활동은 워싱턴한인봉사센터 

와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한인봉사기관이였다. 

그러나정준영 총무가건강상의 문제로 일선에서 손을놓게 되자 YMCA는운영의 어려움을극복하지 못하 

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정준영 총무는 결국 지병으로 2003년 11월 소천하였으며 그의 봉사활동은 2004년 

에 "행복한 수박장수”라는 일대기로 출간되었다. 

워싱턴지구 기독장교회(OCU) 

워싱턴지구 기독장교회는 1994넌 10월 14일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한국 예비역 기독장교회 김종호 

회장 일행을 초청 워싱턴지회 창립을 위한 준비 기도모임을 가진 후 1995넌 7월 7일 와성톤 중앙장로교회 

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윤순규 장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9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 

주월사령관 재명신 장군(장로)을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가졌다. 

1997년 3월에는 박윤식 목사(페어팩스 한인침례교 담임목사)가 2대 회장에 선출되어 기독장교회가 추구 

하는 목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For God For Country)" 달성을 위하여 매월 정기모임과 그 밖 

에 행시들을 갖고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특별히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며 회원 상호 간에 끈끈 

한 신앙의 유대를 지켜오고 였다. 2000넌 5월에는 기독장교회 세계대회를 와성톤중앙장로교회에서 서울본 

부 회장(정해영)과 일행 10여 명과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구소련권에서 현역 해군 공군 대령 2명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찹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대 회장: 초대 윤순규, 2대 박윤식, 3대 심만수, 4대 최호택, 5대 오광섭, 6대 김택용, 7대 박윤식 

V-126 중보기도 모임 

1998년도부터 북한 인권을 위한 기도 모임이 워싱턴에 있었다. 이원상 목시를: 중심으로 가진 처음 모임 

은 그 후에 신동수 목사가 책임을 지고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가지게 되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회는 가지게 되었고 서울에서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김상철장로)’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다. 1999년도 3월 북한 인권 및 탈북자들을 위한 국제대회를 워싱턴에서 가지게 되였고 이 대 

회에서 북한 탈북자난민보호신청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2002년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UN에 제출하게 되 였다. 

이후급기야샘 브라운백 미 연방상원의원이 힘을 얻고 이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여기에 오래 전부터 북 

한인권 실상에 관심을 갖고 미국(한인사회와 주류사회)과 한국 조야에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자들의 보호 

와 구휼에 앞장서온 이제는 고인이 된 남재중 박사와 오랜 기간 북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탈북자들 

도와온 Defense Forum Foundation의 Suzanne Scholte 회장이 함께 힘을 보탭으로 드디어 미국 국회에 

상정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난민들을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V―126종보기도 모임은 쉬 

지 않고 북한인권 및 탈북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확장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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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기관 

워싱턴성서대학 

워싱턴성서대학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초기에 성서학원으로 시작되었던 이 

대학은 1975년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평신도들을 교육 훈련하여 

더욱 바르고 훌륭한 평신도 일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였다. 초대 이사장은 황재경 목사, 부이사 

장에는 오관식 장로가 추대되었으며, 초대 원장으로 정용철 목사, 초대 교무처장에는 김택용 목사가 선임 

되었다. 동성서대학은 94년까지 운영되었고 1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배출하였다. 

성서대학은 메릴랜드 캠퍼스(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와 북버지니아 캠퍼스(북버지니아장로교회)로 나뉘 

어 였었으며 이사장은 황수봉 목사, 학장은 허중호 목사였다. 

워싱 턴침 례 대학교(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워싱턴침례신학대학은 2년간에 걸친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처 1982년 가을에 처음 개교하였다. 개교 당 

시에 김현질 목사에게 이사진, 운영진 및 교수진을 조직하도록 위임하였고 Dr. Roy Godwin이 초대 학장으 

로 임명되었다. 

첫 강의는 워싱턴 DC 북서부에 위치한 Wisconsin Avenue 침례교회에서 열렸다. 그 후 김호식 박사가 제 

2대 학장에 취임한 후 신학교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학교를 1984년 5월에 버지니아 Falls Church에 

소재한 Columbia Baptist Church로 옮겼댜 그해 11월에는 버지니아 주 정부 규정에 따른 설립허가를 신청,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듬해인 1985년 3월에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위원회로 부터 준신학사, 

신학사, 기독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였는 신학교 인가를 취득하였다. 동 

신학교는 이후 교과 과정에 있어 계속 발전을 거듭했고 자격을 갖춘 교수들을 청빙하여 교육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근거해서 미 법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I-20 Form을 발급할 수 였는 자격을 

1993년 3월에 획득했댜 

1997년 김동완 박사가 제3대 학장으로 취 임한 후, 동년 8월에 교사를 Columbia Baptist Church의 부속 건 

물로 이전하였다. 김동완 학장은 재임시 개설한 ESL과정을 통하여 학교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일방, TRACS 와 ATS에 가입신청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꾸준히 하던 도중 뜻하 

지 않은 사임이라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이는 김 박사 개인은 물론 이사회, 재학생, 교수진, 동문 모두에게 

상처를안겨다준불행한일이였다. 

2000년 10월에 김동완 학장이 사임한 후 이원희 박사가 임시 학장으로 취임하여 대치 반목하고 있던 학 

내를 포용과 수용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음으로 후임자가 와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2002년 5월 

에 시카고의 무디 성서대학의 이종욱 박사가 제4대 학장으로 취임한 후 학교조직을 재구성하여 동넌 여름 

에 학교이름을 영문표기 ‘Bap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에서 ‘Washington Baptist College & 

Seminary’로 변경하였고, 교직원 직제를 학장에서 총장, 대학장, 대학원장 등의 직제로 바꾸어 그 자신 총 

장의 직을갖도록했다. 

이어 2003년 11월, 캠퍼스를 Falls Church에서 한인타운 중심지인 Annandale로 이전하여 입주 건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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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Accreditation 기관인 TRACS와 ATS의 가입을 계속 추진하였다(두 기관에 가입 신청은 2002년 11월). 

2004넌 6월, 목표로 정한 Accreditation 획득의 하나로서 ATS에 Associate(준회원) 멤버로 가입하였다. 인 

증학위는 M.R.E., M.Div., Th.M., D.Min. 등 신학대학원 과정이다. 동년 7월, 버지니아주 고등교육 위원회 

(SCHEV)로부터 정규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B.A., B.S., M.A., Ph.D.）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로 승인을 받 

았다. 동년 11월 5 일, 입주한 빌딩을 구입, 자체 캠퍼스를 확보하였다. 2005년 12월 ‘건강상’ 의 이유로 이종 

욱 총장은 총장직을 사임하였고 부총장 신석태 박사가 총장대행에 이어 2006년 8월 1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제5대 총장에 임명되였다. 

워싱턴신학교 

워싱턴신학교는 워싱턴한인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신학교는 첫째로 한인교회 목회자는 한인신학 

교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둘째로 사명감에 블타는 신학생 후보자가 있으나 언어문제(영어 기 

본실력), 재정관계(등록금 및 학자금), 시간선용(직장근무) 등으로 인한 난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에 초점을두고한국어로강의하고저렴한학비와야간수업 등으로조정하여 편의를제공하고 있다. 동 

신학교는 1983년에 주 정부에 등록을 필하고, 동년 9월 8일에 주 정부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신학교육과 학 

위수여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2002년부터는 미국기독교총연합회의 요청으로 국제기독교 선교대학교의 동 

부 Campus를 병설로 개설하였으며 2003넌 11월부터는 외국유학생 입학허가(I-20 Form 자체발급)의 허락 

을 국토안보부(이민국)로부터 받았다. 2005년 봄 학기부터는 그 수업장소를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교육관 

을 떠나서 자체교실로 마련한 West Springfield 고등학교 옆의 Office Condo Unit으로 이전하여 수업하고 있 

다. 학장은 김택용목사이며 교무처장은 김영기 장로이다. 

워싱턴7H혁신학교 

워싱턴개혁장로교신학교는 1990년에 이사장에 이영섭 목사가 선임되고, 교장에는 김화일 목사가 선임되 

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교로 시작되었다. 2004년 5월에는 2대 이사장으로 나광삼 목사가 

새로이 선임되고, 2대 학장으로는 이영섭 목사가 취임하였다. 이영섭 학장을 보좌하여 교무처장에는 김영 

기 목사, 학생처장에는 박대일 목사가 신학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개혁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APARC)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직영 신학교로서 성경의 영감과 절대 권위를 믿으며 개혁주의 신앙을 준수하고 모든 학과는 이 

신앙 노선에 준하여 교육하고 있다. 동 신학교의 수업은 새한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다. 

남침례신학대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남침례교단의 6대 신학교 종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남침례신학교는 교단의 1번지 신학교이다. 켄터키 루 

이빌에 소재한 동 신학교는 1980년에 볼티모어에 소재한 신학교를 빌려서 분교를 운영하고 였었다. 1989년 

에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8명의 현직 목사가 미국 신학교에서의 공부에 관심을 갖고 

M.Div. 과정에 입학을 하였다. 그 후 1992넌에 남침례신학교에서는 한국인만을 위한 M.Div. 과정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박태환목시를」 지역 디렉터로 임명하여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OffCampus 수업을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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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동 신학교에는 매학기 20명에서 25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였으며, 4년 동안에 91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동 신학교의 졸업을 위하여는 On Campus에서 여름과 겨울 특강을 통하 

여 30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분교를 이용한 졸업생은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메릴랜드신학대학 대학원(Marylan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메릴랜드 신학대학 대학원은 21세기 기독교 지도자 양성 및 평신도 훈련을 위하여 2002년 7월 11일 메릴 

랜드 주 고등교육부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 그해 가을학기부터 Silver 

Spring 소재 한우리 침례교회에서 강의가시작되었다. 이사장에 안준식 박사, 학장에 홍신웅박사, 대학원 

장에 김종윤 박사와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교수진이 정규 및 통신 교육을 이수하는 90여 명의 미국과 국외 

학생들을 교수 지도하고 였다. 이 학교가 세워질 당시 상황은 버지니아주에는 한인인재양성을 위한 신학교 

들이 몇 개 있었으나 "메릴랜드주에는 하나도 없어서 메릴랜드주에도 신학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 이 오랫동안 있어 오던 차 메릴랜드/델라웨어 한인침례교회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과 그 밖에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목회자들이 신학대학 설립을 위한 모임을 수 차례 가진 결과 교파를 초월한 신학대학을 설 

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2004넌 8월에 S.E.V.I.S.로부터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I-20 Form 발급 인허를 받아 

외국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에서 언급한 바 현재 90여 명의 국내, 국외학생들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다. 본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는 신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와 평신도 신학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준신학사(AD.) 학위 등이다. 본교는 Silver Spring, MD 

에 Main Campus와 필라델피아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두 곳 중 아무 데서나 공부하고 본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본 대학은 Baylor 대학교, George W. Truett Theological Seminary (Waco, Texas)와 

학사협정을 맺고 있는 The Global Baptist School of Theology (Dallas, Texas)와 학사협정을 맺고 있다. 동 

교는 2005년도에 신학사 4명, 종교교육학 석사 1명과 선교학 박사 1명 등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06년 

에는 신학사 8명과 종교교육학 석사 5명과 목회학 석사 2명 등 도합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동교는 이 

사진, 교수진,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혼연일체 가운데 후원인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명 달성을 위해 묵묵 

히 전진하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강의는 Rockville, MD에 위치한 워싱턴제일장로교회를 

빌려 진행하고있다. 

선교기관 단체편 

SEED International 선교회 

SEED 선교회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한 주미한인선교 

기관이다. SEED 선교회는 2000년 6월에 북미주에서 시작된 두 한인선교단체의 연합으로 구체화되였다. 

1990넌 와성톤중앙장로교회에서 시작된 CMF(Central Missionary Fellowship)와 1996년 뉴욕에서 시작된 

ROW 선교회(Reach Out to the World)가 북미주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 

록 섭김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룬다는 동일한 비전 아래 하나로 통합하였다. SEED 선교회는 2000년 

9월, 아시아계 선교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미 선교기관협의체인 EFMA(Evangelical Fellowship of Mission 

워싱턴지역 한인사 - 107 



Agency)의 회원기관이 됨으로써 선교정책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현재 SEED International에는 모두 45개 선교사 가정이 소속되어 세계의 23개국에서 사역하 

고 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하여 북미주에서 15개 이사 교회와 200여 개의 지역 교회, 그리고 200여 개인후 

원자가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대표는 이원상 목사이며 이사 교회로는 남가주 든든한교회(김충일 목사/이사장)， 뉴욕 장로교회(이 

영희 목사), 뉴욕종부교회(김재열 목사), 뉴저지 안디옥교회(황은영 목사)， 뉴저지 올네이션스교회(양춘호 

목사)， 필라 연합교회, 필라 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 필라 영생장로교회(이용걸 목사)， 워싱턴성광교회(임 

용우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덴버 한인기독교회(주성철 목사)， 시카고 안디옥교회(재수권 목 

사)， 헤브론교회(송영걸 목사)，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유상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김승욱 목사)， 타코 

마 중앙교회, 카나다 광림교회(김태원 목사), 그레이스한인교회(박신일 목사)가 섭기고 있다. 

SEED의 네 가지 사역가치는 그리스도의 성품(Christ—like Character), 사역적인 기도 (Prayer Ministry), 

개인적인 제자양육 (Personal Discipleship), 협력 (Partnership)이며 네 가지 사역목표는 국내에서는 지역교 

회를 섭김으로 선교사들을 앙성하고 선교지에서는 미(未)전도지역에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며 현지 지도자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는 선교교육을 위한 선교지탐방과 선교지도자세 

미나, 지역교회 선교정책 컨설딩 및 단기선교훈련이 있고,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카나다 밴쿠버 

에서 선교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SEED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지도자를 양성하고 였는 선교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아시아: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동: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 러시아, 크로아티아, 체코, 스위스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온두라스, 쿠바 

워싱턴 밀알선교단 

밀알선교단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전도)， 장애인을 도우며(봉사), 장애인을 사회에 바로 알린다(계 

몽)는 3대 목적을 가지고 1979년 한국에서 시작되였다. 밀알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현재 총신대학교 교수 이 

재서 박사(시각장애인)다. 

워싱턴밀알선교단은 1991년 11월 2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였다. 초대 총무는 강원호 목사가 섭 

겼다. 1992년 6월 8일, 미주밀알선교단이 워싱턴에 세워져서 미국 내에 있는 지역 밀알을총괄하게 되었고, 

초대 단장으로 이재서 박사, 2대 강원호 목사, 3대 정택정 목사, 4대 강원호 목사로 이어지고 였다. 

워싱턴밀알은 초대 총무 강원호 목사가 1991년 창립시부터 1997년 12월까지 섭겼으며, 2대로 정택정 목 

사가 1998넌 5월부터 2005넌 3월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1993넌 6월 5일에 시작된 장애아동을 위한 사랑의 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세 곳에서 열리고 있다. 볼티모어 지역은 경향가든교회(한태일 목사 시무)에서, 락빌지역은 워싱턴밀알선 

교단에서, 버지니아지역은와성톤한인교회(조영진목사시무)에서 열리고 있다. 주일 교회출석이 어려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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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섭기는 프로그램이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는 벤엘교회(이순근 목사 시무)에서 모임을 가 

지며, 매주화요일 오후 7시는워싱턴밀알선교단에서, 매주목요일 오후 7시는한빛지구촌교회(장세규목사 

시무) 갤로스 캠퍼스에서 집회를 갖고 였다. 성인 장애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며, 장애우 섭기 

는 방법을 교육하고 였다. 이 외에 밀알선교단은 매월 월간지로 밀알&세계를 3천 부씩 발행하여 단원들에 

게 보내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위한녹음사업과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교육, 지체장애인을위한 Ride봉 

사, 정신장애인을 위한 심방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고 있으며, 7월에는 장 

애우와 일반인이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 10월에는 밀알의 밤을 정기행사로 하고 였다. 

현재 섭기는사람들은단장에 정택정 목사, 사역자 이용민목사, 소셜워크 김부영 간사, 코디네이터 정일 

분 간사, 재정 흥고은 간사가 섭기고 있다.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SERVING THE NATIONS) 

워싱턴지역은 미주 내의 여타 지역보다 한인공동체의 특별한 사역 형태가 눈에 띄게 많다. 특히 연방 정 

부와 각급 외교관계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워싱턴에는 제3세계와 선교지를 위한 전략적 기관들이 많다. 미 

주 내에는 1200개가 넘는 선교기관들이 있고 제3세계의 선교 형태를 평신도 중심의 전문인 사역이 95퍼센 

트를상회하고 였는형편이다. 이 가운데 열방을섭기는사람들(SERVINGTHENATIONS)은선교지향적 비 

정부기구로서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 워싱턴을 본부 사역지로 하여 MOM INTERNATIONAL로 창립된 후 2004년에 열방을 섭기는 사 

람들로 개편되었다. 워싱턴의 17개 교회 협력조직으로 시작되었던 열방을 섭기는 사람들은 현재 듀바이를 

종심으로중동과중앙아시아, 아프리카를, 중국을중심으로북한과몽골, 러시아등동북아시아를, 알젠틴 

의 챠코주의 레시덴시아에 지부를 두고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겨냥한 전략 거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3세계 

의 사회개발과 의료지원, 대륙권별 선교 사역지를 연결하는 열방을 섭기는 사람들은 창립의 역사에 비해 장 

족의 발전을 기록하고 있다. 

양국주 국제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본부 이시들괴- 대륙권별 사역자들, 파트너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단일 선교조직을 넘어서 타선교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동역관계가 특이한 모습이다. 

워싱턴의 한인교회들의 선교연합운동으로 시작된 열방을 섭기는 사람들은 단순한 워싱턴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카작스탄, 우즈벡스탄, 그리이스, 알젠틴, 러시아, 이라크, 아프칸등지의 현지 사역자들과의 

연합 사역을 통한 대륙권 선교의 모델을 계발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모델은 대륙권별 현장 사역과의 접목 

을 위해 계발되고 였는 바 이러한 사역의 결과는 머지않아 한국 선교의 새로운 선교 형태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주목받고 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 2004년에는 북한의 룡천사태, 2005년에는 쓰나미 재해지역 사역을 워싱턴 지 

역의 교회들과 협력함으로써 지역교회들과의 협력 사역을 감당하였다. 특히 열방을 섭기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을통하여 매년 1억 5천만불상당의 지원물자와사회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였다. 2005년부터 아프카니스탄에 콩농장, 알젠틴에 빈민 지원공동체 사역 

을 시작하였고 아프리카 수단등지에 의료지원재단을 새로운 사역 모델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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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수전도단, 대학생선교회 국제본부, 월드헬프 선교재단, 임펙트 인터내쇼날, 인터내쇼날 에이즈, 오 

퍼레이션 불레성 등 미국 굴지의 비정부기구와 선교단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공식 파트너, 본국의 여러 선교단체와 대북 지원기관들의 협력 기관으로서 열방을 섭 

기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의 선교기관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탄자니아) 선교회 

동부아프리카(탄자니아) 선교회는 워싱턴지역에서 갈보리그리스도교회를 담임하던 박윤석 선교사를 후 

원하며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Tanga Christian Bible College(탕가 신학교)를 건립하여 현지인 신학생 

훈련시켜 자국인 선교사로서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에 사로잡 

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선교회이다. 동 선교회는 1995넌에 출범하여 2005년 현재까지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해 현신된 박윤석 선교사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였으며, 24명의 이사들과 50여 명의 

일반회원, 25개 후원교회로 구성되어 였다. 

T.C.B.C. （탕가신학교)는 초교파 신학교로 현재 50명의 신학생이 훈련받고 있으며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 

은 약 60여 명으로 탄자니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자기 부족들을 복음화하는 전도자(선교사)와 목회자로 사역 

하고 였다.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의 크기로 인구는 약 3,000만 명으로 국민소득은 1인당 $105.00 정도 

이며, 종교는표면적으로는자유로우나이슬람(모슬렘)이 90%로강세이며, 가톨릭이 5%, 무당이 많은지역 

으로기독교는극히 적은지역이다. 

신학교가 있는 Tanga(탕가)는 항구도시로 열대성 기후로 무덥고, 모기 가 많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 

고, AIDS 환자가많고, 신생아의 1/3이 HIV 양성으로태어나며 각종질병이 많은곳이다. 동선교회는파송 

한선교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자발적으로 헌신한선교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지난 10여 넌울 함께하고 있으며, 모든 선교 후원금은 창구 일원화로 운영하고 있다, 

미주세선회 

미주 세션회는 복음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을무오한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교단체이다. 

1997년 황문규 목사가 주동이 되어 창설되였으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법에 의해 비영리(세금 공제) 

선교단체로등록되였다. 중국과몽골 선교에 주력하는한국세선회와협력하여 “모든족속으로 제자를삼으 

라(마 28:20)”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미주 세션회는 세계선교 방향을 주로 중남미 선교에 주력하여 다 

음의 사역을 중심사역으로 삼고 였다. 

1. 중남미 신학선교회(권순무 목사)와 협력하여 원주민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들의 교육을 위하여 중남미 

신학교를 각국에 설립하고 였다. 현재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콰라과, 코스타리카의 네 나라에 중남미 신 

학교(Latin American Theological Schoo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미국과코스타리 선교 기지로하여 중남미 원주민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 신학교육의 발전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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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하여 종남미 교회의 지도자들과 특히 신학교 교수들의 연장교육을 위한 세미나와 집회를 실 

시하고있다. 

세광국제선교회 

세광국제선교회는 심만수 목사의 주도로 1998년에 창립하였으며, 1999년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마쳤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광국제선교회의 사역은 네 갈래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장학사업이다. 한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목사후보와 전도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장 

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두 번째 사역은 장애인 선교다. 한국의 맹인교회에 점자로 된 신·구약 성경과 찬송가를 지원했으며 실로 

암선교회와 손잡고 맹인들의 개안(開眼)수술 비용을 후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문서선교다. 한글 및 영문 전도지를 작성해 나눠주고 있다. 3권의 설교집, 총 6천 권의 책지를· 

제작해 전도와 복음전파에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이자 최대 역접 사역은 멕시코 및 탈북자 선교이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굶주리고 병든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돕는 일이다. 탈북자 지원은 주로 무지개어린이재단을 후원하는 방식으 

로이루어지고 였다. 

반면 멕시코 선교의 경우 선교회가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펼치고 였다. 멕시코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는 애니깽으로 불리는 한국인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카탄의 한 마을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 선교센터 

세웠댜 지금은 학교와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였다. 2002년 완공된 선교센터에서는 3명 

의 선교사, 2명의 현지인 교사, 1명의 현지인 관리인이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계 후예들을 위한 한글학교, 지 역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린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교 

회에서는 매년 몇 자례 미국 각지의 한인교회로부터 희망자들을 모집, 이 마을에 단기선교단을 파견하기도 

한다. 현재 신축 중인 학교건물이 완공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신학교와 직업학교 과정까지 개설할 계획 

이댜 2004넌 한 해에 지출한 선교비 총액은 5만 6천여 달러에 달한다. 

평화나눔공동체 (Action for Peace through Prayer & Aid, APPA) 

APPA는 LA 흑인 폭동이후 표면화된 인종혐오와 인종갈등을 해소하고 인종화합과 노숙자 선교를 취지로 

세워진 도시선교 (Inner-city Ministry)기관이다. APPA의 기본 목표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속에서 크리스천 

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개발, 영성실천, 인종화합, 빈민선교 지도자 양성이다. 

APPA는 한혹화합과 노숙자 선교의 필요성을 깨달은 당시 최상진 전도사와 뜻을 같이하는 일부 평신도 

들이 1996넌 10월 12일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배석현 집사 자택에서 첫 모임을 가짐으로 탄생되었다. 

이듬해인 1997년 1월 26일 하루에 1분씩 지역선교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100인 기도회’가 탄생되 

었다. 

1998년 6월 4일에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와성튼한인교회(조영진 목사)에서 평화나눔공동체 이사회를 조직 

하고 DC 빈민선교를 위한 청사진으로 ‘새 예루살렘 프로젝트(New Jerusalem Project)’를 제시했다. APPA는 

1998년 10월 30일 노숙자들의 쉼터인 ‘평화의 집 (House of Peace)’을 김수잔 집사의 장소제공과 한인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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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움으로 DC 북서 4가와플로리다 에비뉴가만나는 빈민가에 오픈하고본격적인 빈민선교사역을시 

작했다. 1999년 와성톤종앙장로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구입한 319 R St. NW에 위치한 2층 건물로 센 

타를 옮겨 도시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현재 DC선교센타에서는 매주일 오전 노숙자들을 위한 주일예배, 매일 두 곳의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위 

해 드리는 거리교회 예배, 그리고 50~1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저녁을 급식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흑인 빈 

민가정 홀부모 자녀들을 위한 애프터 스쿨과 무용교실,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한 노숙자 체험 및 단기선교, 

‘부활절 평화의 꽃심기'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500여 명의 한인과 외국인 봉사자들이 찹여하고 였으며, 하버드, 코넬대학을 포함한 200여 명의 

청소넌들이 단기선교에 참가하고 있다.”고한다. 현재 APPA의 프로그램을통해 마약과노숙자생활에서 벗 

어나 크리스천이 된 4명의 흑인 선교 사역자들과 4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스탭으로 일하고 있다. 평화나눔 

공동체의 이사장은 전옥주 박사이며, 대표는 최상진 목사이다. 

굿 스푼 선교회(Good Spoon) 

굿 스푼 선교회는 남미 선교사로 사역하던 김재억 선교사가 평화나눔공동체에서 공동사역을 하던 중 워 

싱턴지역에 급증하는 라티노들을 섭기기 위하여 뜻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2004넌 4월 1일에 조직하였다. 

한인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다수가 라티노이며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 중에서 흑인 커뮤니티보다 인구가 

더 많은 현실을 볼 때, 라티노와의 인종 갈등을 예방하고 도한 인종 화합과 선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아니 할수없다. 

현재 굿 스푼의 전임 사역자는 김재억 대표선교사와, 김정수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이사장에는 조창연, 

총무이사 이화종, 재무이사 안성천, 이사로는 박민성, 백인기, 최영권, 김병운, 심우섭, 전종준, 박광연, 김 

연만, 박경훈, 정정호 등이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찹여하고 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지역에 독지가의 도움으로사무실을오픈한동 선교회는매주 3곳에서 거리급식을실 

시하며, 의류제공, 이발봉사, 한방치료, 식품제공등의 구호활동을활발하게 펄치고 있다. 또한선교사 

업으로는 찬양과 예배인도, 전도 및 제자 훈련, 선교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선교 소식지 발행, 저소득 

이민자를 위한 영어 및 컴퓨터 교실, 단기선교 교육 프로그램, 선교사 양성 프로그랩, 다인종 문화 화합 행 

사 등을 계획하고 실시 중에 있다. 

2004넌도에는 한라티노 친선피크닉과 친선축구대회를 통하여 우의를 다졌는데 앞으로 그 규모를 확장 

해 나갈 계획이다. 남미 현지인 목회자를 초청하여 함께 사역하고 푸드뱅크에의 참여, 의류제공, 전문인력 

봉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북미주 유학생 수양회(KOSTA) 

1983넌부터 1985년에 걸쳐, 미국 Maryland주 Silver Spring, North Carolina주 Cherry Hill, Boston지역의 

캠퍼스 성경공부(Gate Bible Study) 등에서 유학생 사역을 지도하던 복음주의 진영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한 

국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복음’ 의 비전), 조국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양육하며(‘민족’의 비전),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학문’의 비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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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다. 

이 비전은 이동원, 홍정길 목사등미국한인교회와한국교회로부터의 소수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의 지속 

적인 기도와지원, 희생적 헌신에 힘입어 1986넌 초 KOSTA(KoreanStudentsinAmerica, 북미 유학생 수양 

회)란 이름으로 약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Washington DC 근교의 Summit Lake Ground에서 모여 "우리는 

어디로"라는주제로 첫복음주의 유학생운동 집회를갖게 되면서 그 첫 걸음을 내디디었다. 

이 모임은 워싱턴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목사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보스턴 유학생들을 지도하던 

홍정길목사와, 오정현목사, 송인규목사가 KOSTA 초창기의 주역이라할수 였다. 워싱턴 지구촌교회는이 

사역을 위하여 사무실과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2005년에는 20회 KOSTA를 준비하고 있다. 

이 코스타 운동은 하나님과 조국 앞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찾고자 고민했던 유학생들에게 복음과 구원, 

조국과 민족, 학문과 신앙의 통합, 그리고 세계비전에 대한 꿈과 도전을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유학생 

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지 

금까지 성장해왔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복음주의적 유학생운동의 불길은 해를 더해가면서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 흩어진 유학생, 청년들에게 번지게 되였고, 이에 따라 법세계적 비전을 포용하면서 그 이름을 KOSTA 

(Korean Students Abroad, 해외유학생수양회)로 바꾸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복음주의 학생 연합회 

(Evangelical Fellowship of Korean Students International)’ 라는 이름의 신앙공동체를 발족하고 이에 따라 

범세계적인 유학생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였다. 

이에, KOSTA의 열기는 점차 확산되어, 1988년 프랑스, 이태리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유학생수양회 

(Europe KOSTA), 1993년에는 영국과 일본에서 KOSTU, KOSJA라는 이름으로 각각 열리게 되었고, 1994년 

에는 러시아 KOSTA, 1996년에는 캐나다와 종국, 호주 KOSTA, 1998넌에는 남미 KOSTA, 1999년에는 대만 

KOSTA로 열리게 되는 감격을 갖게 되었다. 2002년 총 10개국 11지역 미국, 개나다(밴쿠버, 토론토), 남미, 일 

본, 러시아, 호주, 중국, 대만, 유랍 뉴질랜드에서 연간 총 7천여 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가하고 였다. 

21세기 요셉운동 (Joseph's Vision 21) 

21세기 요솁운동은 이민 1.5세대 이후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이민 미래는 희 

망이 없다는 인식 하에 NEW VISION, NEW LEADER의 꿈을 갖고, (1)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적 지도자 양 

육, (2) 비전이 였는 젊은이, (3) 역사성과 민족의 얼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대 청소년운동을 시작 

하게 되었다. 

요솁운동 주제강의의 내용은 요셉의 꿈과 비전, 요솁의 이방 선교, 요솁의 용서, 요솁의 사랑, 요솁의 아 

버지상, 요솁의 효도, 요솁의 현실적응능력, 요셉의 청지기 정신, 요솁의 유혹승리, 요솁의 지도자적 리더 

십, 요솁의 조국관, 요솁의 고난극복과 성공, 요솁의 믿음과 내세관 등이다. 

1998년 5월 22일~23일에 워싱턴 큰무리교회에서 시작된 제 1회 21세기 요솁운동은 이후에 매년 겨울 성 

탄절 후 동부지역 겨울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 2차 요솁운동 때부터 기도의 양자삼기 운동을 시작하여 요솁운동에 참가하는 젊은이들 한 사람씩 션 

택하여 1넌 동안 기도하며 영적인 멘토(mentor, 스승)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 6회 요솁운동 때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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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선교사로 33명이 서원하여 요솁운동이 1.5세대 지도자와 양육운동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한 

국에서도 요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목회자들에 의해 2001년 여름방학 때 시작하여, 매년 여름 수련회 

개최하고있다. 

2001년 7월 23일~26일 한·미 21세기 요솁운동 시작을 수동 금식원에서 개최하였는데 1,500명이 찹가하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에 2002년 7월에는 강릉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 2003년 8월에는 제주도 선교관에 

서, 2004년 8월에는 전남곡성 다니엘 수양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독교 언론기관 

D|주복음신문 

해외 한인동포들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1975넌 9월 워싱턴 DC에 설립된 미주복음신문은 1970넌대 미국 이 

민의 물결을 타고 급격히 증가되었던 이민자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과 영적인 삶의 목적을 제시하며 전도 

와 선교에 헌신해 왔다. 1978년 5월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방송선교를 시작했으며, 1979년부터는 모체인 

한국복음선교협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재북미 목회자 수련회를 매년 개최하여 이민 목회자들의 교육과 영 

적 성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이민교희의 성장과 부흥을 돕는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여 2005년 

26차까지 한국과 미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밖에도 광할한 미주 50개 주에 산재한 한 

인교회들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려 담임 목사 및 교역자 초빙과 청빙, 한국과 미국 내에서 개최되는 민족 복 

음화성회, 단체 참가안내, 그리고전도 집회 및 부흥성회, 사경회 강시들을〈초청, 국내외 대회와행사를통 

한 복음화 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1990넌대 이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는 허황된 종말론에 대한 이 

단 사교 집단들의 활동을 경계하여 성경적 종말론 세미나를 개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 재림의 성 

경적 역사성을 조명, 바른 재림신앙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복음선교협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으며 미주교회와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는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각 

종 대회와 행사, 선교사들을 위한 양육과 휴식처,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한국 

이민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돕는 섭김의 기관으로 계획하고 있다. 

미주복음신문은 주간으로 발행되며 미주 전지 역의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신문은 미국과 한 

국 때로는 일본 등에서 각종 교역자세미나, 부흥회 등을 주최하며 매년 1월 첫 주에는 신년하례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초교파신문으로 발행되고 있다. 

크리스찬 파워(Christian Power) 

크리스찬 파워(Christian Power)는, 과거 주간지 ‘헬로 코리안'을 발행했던 이용순에 의해 2005년 5월 기 

독교 주간지를 표방, 창간되었다. 크리스찬 파워가 지향하는 바는 종래의 기독교 신문들의 편집 방향과 내 

용이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에게 편향, 편중되어 온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전파와 선교, 교육, 봉사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과 기여의 폭이 사역자들의 그것을 육박 내지는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평신도 

들에게 더 알차게 기독교의 진리와 진수를 전하며, 미국의 한인교계, 미국교계, 한국교계와 세계교계의 소 

식을 모두가 쉽게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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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교회 정기간행물들 

각 교회에서는 선교와 대내적인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였다. 워싱턴 

지구촌교회는 ‘땅끝까지’, 와성톤중앙장로교회는 ‘제자들’, 와성튼한인교회는 ‘아가페’ 등 교회마다 월간지 

를 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웹사이트를 단장하여 신세대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들 

도많아지고있다. 

7|독교방송 

워싱턴7|독교방송 

워싱턴 최초의 기독교방송은 1971년 10월에 김영호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워싱턴기독교방송이 시작되었 

다. 1983년 김영호 아나운서가한국으로 귀국한후에는노원진 집사가방송을 이어 왔다. 노원진 집사가소 

천한 후에는 조승규 집사가 이어서 방송국을 운영하였다. 

7|독교동양방송 

기독교 동양방송은 문무일 아나운서가 동양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 5월 일반방송을 시작하였으나 

1991년 6월 1일부터 기독교 동양방송으로 개칭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기독교 동양방송은 서브캐리어 

[부반송파(副撮送波), subcarrier]로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활기를 띄는 듯 했으나 재정난이 겹치는 가운데 

이갑철 집사가 1992년 동 방송국을 인수하고 뉴욕에 머물던 김영호 아나운서를 청빙, 중흥을 기대했으나 재 

정난으로 1993년 방송이 중단되 었다. 

워싱턴7|독교선교방송 

워싱턴 기독교선교방송은 최승운 목사가 워싱턴중앙방송국의 추덕호 사장과 협의, 종앙방송을 통하여 

매일 3시간씩 방송을 시작하였다. 전통 기독교만 전파하는 선교방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1993년 9월 13일 개 

국하여 1994년 5월까지 방송을 해오다 중앙방송이 폐쇄됩에 따라 중단되고 말았다. 

워싱턴기독교복음방송 

워싱턴기독교복음방송이 ‘88 서울올림픽' 방송 제작을 위하여(1983~1988) 잠정기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서울 KBS 방송국에서 방송제작을 하던 김영호 아나운서가 임무를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복음듀욕교회 

김남수 목사를 만나 미주기독교방송(KCBN)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워싱턴의 이갑철 집사의 청빙에 응하 

여 워싱턴에 도착하여 워싱턴기독교복음방송을 다시 시작하였으나(1992년 6월 1일) 청빙자의 재정난으로 

1992넌 말 방송은 중단되 었다. 

1993년 김영호 장로는 이원상 목사, 나광삼 목사, 김종선 목사 등 워싱턴 교계 중진의 호응을- 받아 워싱 

턴기독교복음방송(WCRS)을 재건하여 이원상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subcarrier전파로 24시간 복음 

방송을 시작하였다. 1751 Elton Rd.,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동 방송국은 비영리 방송선교기관으로 연 

방정부와 메릴랜드주 정부에 등록을 하였다. 1994년에 동 방송국은 (1)미국 신문기자클럽 정회원, (2)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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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정희원, (3)미국 방송인협회 정회원, (4)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정회원으로 자격 심사 후에 가입 

승인을 받아 정회원으로 등록되었다. 1995년에는 Internet 방송을 시작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동포들과 

선교사에게 인터 넷을 통한 복음의 전파와 교계소식을 전하였다(KBS는 1997년 시작). 

1998년 한국교계에 서울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시비 문제가 대두되자 주 30분씩 이재록 목사의 설 

교를 방송하던 동 방송국은 이단시비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교계의 여론을 따라 이재록 목사 

의 설교방송을 종단함으로써 이단문제 시비는 해결되였다. 1998넌 11월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여 이사장 

에 김윤국목사, 부이사장에 이원상목사, 김만풍목사와김원기 목사를 이사로 영입하여 방송국운영을재 

조직하였고, 사장은 김영호 장로가 유임되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subcarrier(부반송파) 방송으로 유지 

하던 동 방송국은 AM 1600 KHz 중파 방송을 송출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많은 월 송신 

비를 지불해야하는 재정 부담으로 방송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송신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광고를 

도입하였으나 기독교방송의 특성상 상업광고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2003넌 3월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 동 방송국은 매일 아침(월~토) 10시부터 45분간 이 지역 목사들로 

하여금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연속 기도를 시작하여 이라크 전쟁 종전일까지 계속 기도하였던 바, 

한국계 미국군인은 부상자나 전사자 없이 모두 귀국하는 은혜를 주셨다. 2003년 8월경 뉴욕의 윤 박사가 동 

방송국의 어려움을돕겠다는 제의를 해 옴으로 새로운중파 방송인 AM 950을 2004년 1월에 매입하게 되고, 

2004넌 3월 1일부터 김영호 장로가 제작 책임자가 되어 운영하였지만, 역시 괴중-한 송신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4넌 11월 30일에 AM 950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다. 

동 방송국은 교계의 후원과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2005년 3월부터 subcarrier 계약을 맺고 새롭게 복음 전 

파의 사명을감당하게 되였다. 워싱턴기독교복음방송(WCRS)은 2005년 영어 명칭을 Washingto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WCBN-Radio)로 바꾸었다. 동 방송국은 백순 장로, 차정주 박사, 김보국 집사, 임기 

주 집사등이 새로운운영진으로교계에서는강웅조목사, 정영만목사, 이병완목사를 영입하였고, 김영호 

장로는 복음방송 전문제작자로만 봉사하고 있다. 

각교회주관 연합사업 

체육대회 

동부지역 교회대항 연식야구대회 

동부지역 교회대항 연식야구대희가 1981넌 매넌 여름 8월 15일을 전후하여 북버지니아장로교회 주최 

로 열리고 있다. 이 대회는 처음에 워싱턴지역으로 참가 교회들을 제한하였으나 이제는 볼티모어 등 기타 

지역도 찹석하게 되어 동부지역 교회대항 연식야구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최근 참가교회는 

20여 개 교회에 이르며 개교회 주최 연합행사로는 그 동원 인원이나 경기의 규모 등이 가장 큰 체육행사로 

간주되고있다. 

워싱턴지역 교회대항 친선배구대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에서 주최하는 교회대항친선배구대회는 1989년부터 매해 여름에 개최되고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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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실시하는 이 배구대회는 청소년팀과 일반팀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냉방설비 

가 잘 된 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어서 호평을 받고 였다. 

워싱턴지역 청소년연식야구대회 

워싱턴지역 청소넌연식야구대회는 197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년 6월 말에 개최되고 있다. 워싱턴한 

인 침례교회가 주최하는 이 야구대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자”는 표어 아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 

하는바 15팀 정도가 찹여하고 있다. 

교회대항축구대회 

교회대항 축구대회는 1970년 이후 교회협의회 주최로 진행되였으나 최근에는 이 대회가 종단된 상태였 

다. 이에 락빌한인장로교회가 1993년 제 1회 교회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12회째 계속하고 있다. 

교육 · 문화 선교단체 

어린 0|전도협회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of Northern Virginia)는 1992년 Fairfax에서 Ko— 
rean Division이 만들어졌다. 50여 년의 어린이 사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기관이 한국말로는 

미국에서 최초로 정 식 등록되 어 Northern Virginia 지 역 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 었다. 

초대 총무로는 최연호(로뎁장로교회 사모), 2대 윤영자(2005년 3월1일 별세), 3대 이왕구 선교사가 섭겼 

으며, 현재는 유은영, 여정실 전도사가 섭기고 였다. 

한인사회에서 주일학교 교재를 영어와 한국어로 보급하며 도 교시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정기적 

인 세미나 및 강습회를 매년 실시하고 였으며, Good News Club(새 소식반)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였다. 10여 년을 넘게 버지니아 지역 및 메릴랜드까지 한인사회에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돕 

이 사역은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회장으로는 서대동, 부회장으로는 오영돈, 회계에는 

임영택, 서기에는 김미정 전도사가섭기고 였다. 

워싱턴 크리스천 문화센터 

워싱턴 기독합창단 

워싱턴 기독합창단은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삶을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주님을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1995년에 창단되었다. 

기독합창단은 특별히 찬양대가 구성되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의 예배 및 집회에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참여 

하며 돕고 있으며, 교회 협의회와 한인 사회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찬양으로 협력하고 있다. 

10돌을 맞이하는 워싱턴기독합창단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 꾸준한 연습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였으며, 매년 

한차례의 정기 연주회와 계절에 맞는작은음악회들을통해 합창단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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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찬사연(워싱턴지역 찬양사역자들을 위한 연합회) 

워싱턴 찬사연은 2003년 3월, 문서선교주간지 ‘크리스찬타임즈'（발행인: 박준표)가주관한준비 모임 

에서 발족되었는데 워싱턴지역의 전문 찬양사역자들을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여 ‘워싱턴 찬사연'이라는 이 

름으로 이유정 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04년에는 2대 회장으로 이종관 목사를 선출하면서 ‘찬양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의 

방향전환을하게된다. 

찬사연의 사역의 비전과 실천방향은 

(1) 찬양사역이나 예배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2) 찬사연의 회원들과 교육받은 자들이 함께 실제 공연과 집회를 하며 찬양을 통한 선교사역을 하는 일 

(3) 찬사연의 연구진을 통해 개발, 제작된 자료나 프로그램 둥을 지역 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을 돕기 위 

해 지원하는일등이다. 

2005년 현재 깨그 튜스데이’란 이름으로 매월 정기적인 찬양집회를 갖고 있으며, 예배학교를 통해 음향, 

비디오, 사진 등을 교육함으로 지역교회를 섭길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문 찬양 사역 

자들의 공연도 주최하고, 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회의 

경배와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는 ‘밴드 페스티발'과 같은 행사를 통해 찬양문 

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싱턴 장로성가단 

워싱턴지역의 장로들로 구성된 워싱턴장로성가단은 개교회의 행사와 연합집회에 참여하여 찬양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교회와 연합사업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장로성가단의 회장은 황치원 장로이며, 지휘는 홍성근 목사, 반주에는 이경미 사모가 봉사하 

고있다. 

워싱턴 쏠로이스트 앙상블과 워싱턴 세계선교합창단(4장 워싱턴 한인문화편 참조) 

7|도원 

워싱턴지역에는안나산기도원을비롯하여 여러 개의 기도원이 산재해 있다. 몇몇 기도원은시설과운영 

에 필요한 인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기도 장소만 제공하는 영세한 규모의 기도원들도 였다. 이러한 기 

도원은금식기도또는특별기도 제목을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교회나 기독교단체의 수련회를 

위하여 영적 필요를 총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였다. 워싱턴 지역의 기도원은 다음과 같다. 

안나산 기도원 

안나산 기도원은 이경숙 목사가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워싱턴에 정착하자 이 지역에서 기도원 사 

역에 깊은과심을갖고 있던 임인자집사, 강은숙집사, 이숙자집사, 윤상지 집사, 박금순 집사등이 중심이 

되어 1983넌 8월 1일에 창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에는 임인자 잡사가 선임되었고, 이경숙 목사가 기도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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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되었다. 165에이커의 대지와 기도원을 매입하는 일에는 장진용 집사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안나산 기도원은 워싱턴과 볼티모어에 인접한 장소의 이점(利點)으로 워싱턴지 역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처 

로 사용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Frederick 방향으로 270번 도로 Exit 26번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 

나산 기도원은 워싱턴에서 약 40마일, 볼티모어에서 약 50마일 거리에 있다. 

많은 수의 개인과 교회와 단체들이 개인기도, 금식기도, 수련회, 세미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도원 

에 장기체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안식 

년으로 귀국한 선교시들에게 쉴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165에이커의 넉넉한 대지 위에 실로암 성전, 베데 

스다 성전, 바울관, 천사관, 뱉엘관 등 5개의 건물과 금식 기도자를 위한 개인 기도실이 였다. 

최대 200명이 한 번에 수련회를 가질 수 있는 취침시설을 갖춘 안나산 기도원은 매일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드리며 개인적인 신앙상담을해주고 있다. 

Anna Prayer Counseling(7910 Peters Rd. , Frederick, MD 21704 ) 

은혜동산수양관(Mount of Grace) 

지구촌 예수 공동체로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을 갖고 1988년 3월에 몇몇 가정으로 시작한 미 남 

침례희 소속인 웨인스보로교회(담임: 방화성 목사)는 다음해인 1989년 9월에 2만 1천 평 (17에이커)과 가옥 

한 재를 매입하여 예배를 드리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여 5년 후인 1994년에 11월 

에 입당하고, 1995년 4월에 창립 7주년 감사 및 현당 예배를 드렸다. 

웨인스보로교회는 1995년 5월부터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하는 다민 

족 교회로서 지구촌 예수 공동체를 세워 나가며 지금까지 미국 군인 가족들을 비롯하여 훈련된 자비량(自 

備種) 평신도 선교사 약 200명을 미국 국내 및 해외에 파송,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복 

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였다. 

1997넌 6월에 교회에 인접한 110에이커의 공원을 개장함과동시에 교회부설 기관인 은혜동산수양관을 개 

원하고워싱턴 지역 교회(약 100분소요)의 목회자들과성도들의 기도처와수양회 장소를제공하는중에 펜 

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노스 캐롤라니아 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까지 섭김의 터를 넓 

혀가고 있댜 시설물은 본당(150석)， 교육관(60석), 숙소(80명)， 강의실, 기도실, 캠프파이어, 야외기도처, 

주차장, 캠프장, 쉘터 (200명)， 각종경기장, 조깅코스, 등산로등이 있으며, 인근시설로는옥외수영장과스 

키장, 대통령 별장, 폭포와동물원, 보트놀이와수영, 낚시를할수 있는주립공원이 있다. 웨인스보로교회 

당은 24시간 교회가 열려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12755 Buchanan Trail East, Waynesboro, PA 17268 

크리스챤 하우스 선교센터 

크리스챤 하우스 선교센터는 1993년에 선교사 후원을 목적으로 개원하였다. 

동 선교센터는 운영상의 어 려움을 겪으면서 1995년에 수양관과 기도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 1998년에 

는 비영리 종교법인의 인가를 받았다. 

조형복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동 선교 센터는 (1) 안식년 맞은 선교사에게 숙식재공 (2) 수양관, 개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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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기도, 금식기도 (3) 목회자들의 기도처와 휴식 (4) 가족 단위의 기도처와 휴식 (5) 신앙수련을 위한 각 

종 집회 (6) 자연학습을 위한 가정별 농장경영 (7) 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중국 현지 신학교를 통하여 사 

역자 양성 등의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선교센터의 시설로는 3개의 성전이 있으며, 100명을 수용하는 식당과 180명의 숙소가 있다. 개인 기도 

실 다수와 운동시설(농구,축구, 배구, 야구, 탁구)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도한, 매일 2회(아침 6시, 저녁 8시) 예배를드리고, 매주토요일에는신유집회를갖고 였다. 

Washington Christian Center, 

29363 Richmond Tnpk, , Ruther Gren, VA 22546 

베다니의 집(장인규 장로 설립) 

The Bethany House 

1736 Harpers Ferry Rd. , Knoxville, MD 21758 

성산 기도원(이주영 원장) 

Holy Mountain Prayer House 

14014 Hollow Rd. , Hancock, MD 21750 

베레카기도원(김예명 원장) 

Bereca Prayer House 

15 N. Earlton Rd. , Havre de Grace, MD 21078 

2) 천주교 

워싱턴 한인천주교회(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워싱턴지 역의 한인 인구가 많지 않던 1965년 10월 소수의 교포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성모무염시태성당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한인천주교회가 태동되 

였다. 1973년 5월 1일에는 김창문 요솁 신부가 처음으로 한국말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8월부터는 매월 첫째 

와 셋째 주일 오후에 메데스다에 있는 St. Jane De Chantal 미국성당을 빌려서 미사를 드리다가 1974년 3월 

19일 초대신부로 부산교구의 왕영수 신부가 부임하여 24일 카푸친 대학 수도원 성당을 빌려 77명의 신자들 

이 참석하여 첫 미시를냐양현함으로써 워싱턴 지역에서 첫 번째 한인천주교회가 탄생되었다. 

1975넌 2월에는 오블레이트 대학으로 미사장소를 옮겼으며 1979년 한(홀트)바오로 신부가 부임한 후 트 

리 니 티 대학으로 옮겼다가 1981년 3월 1일 칼리 지 파크의 학교건물을 매 입하여 자체 성 전을 갖게 되 였고 창 

럽 20주년을 맞은 1984년 한국인 첫 사제이 며 순교자인 김대 건 성 인을 주보성 인으로 하여 가톨릭 워싱 턴 대 

교구내의 본당(parish)으로 승격되었다. 한인이민이 증가하면서 신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 미사장소가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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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버지니아에 사는 신자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교회 분할을 하게 되어 1985년 9월 26일 버지니아 알링톤 

교구산하의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가탄생되었다. 

칼리지 파크의 성당이 노후하고 신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1986년 대전교구에서 부임한 유재식 신부는 남 

규백을 위원장으로 하여 새 성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을 시작하여 1987년 10월 몽고메리 카운티 

올니 지역에 50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1996년 10월에는 서울대교구의 임승철 신부가 부임하여 정갑 

진을 위원장으로 하여 새 성전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사업을 시작, 2000년 6월 25일 착공하여 750석의 

본당과 대형 친교실을 포함한 현대식 성당을 완공하고 2002년 10월 6일 입당미시를" 봉헌하였으며, 2002년 

10월 서울대교구의 이찬일 신부가 부임하였고 2004년 공동체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0일에는 한국 

의 김수환추기경 집전으로감사미사를봉헌하였고 9월 19일에는워싱턴 대교구곤잘레스주교집전으로기 

넘 미사를 봉헌한 후, 2005년 6월 완공 예정인 교육관 기공식도 거행하였다. 

교회 창립 후 성직자 배출도 계속되어 주인배(베드로 1982년), 이덕효(바오로 1983년) 두 사제가 서품되 

었고, 윤지현(야고보 1984년), 홍성원(파스칼 1985넌)， 업지원(미카엘 1986년), 최창섭(아오스딩 2004넌) 등 

4명의 종신부제가 서품을 받았으며 2005년 5월에는 박민철(아담) 부제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본당 신부의 사목을 돕기 위한 사목협의회는 사목회장 아래 11개의 분과와 4개 구역부에 3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위원회가 있다. 꾸르실료, 레지오 마리에, M.E. 성령기도회, 나 

눔회 등의 신심단체와 에이지 그룹, 성소후원회, 라자로 마을 후원회, 외방선교후원회, 원주사회복지후원 

회 등의 활동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2004년 말 현재 등록가구 800여 세대에 2500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의 신앙교육을 위한 주일학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역대 주임 신부 

1. 왕영수(부산교구) 2. 한바오로(폴 홀트, 워싱턴 대교구) 3. 이세진(대전교구) 

4. 마크 브레난(워싱턴 대교구) 5. 유재식(대전교구) 6. 이철호(서울대교구) 

7. 신정순(서울대교구) 8. 임승철(서울대교구) 9. 이찬일(서울대교구, 현재) 

역대 사목회장 

김상규(1974) 강영훈(1976) 박삼열(1977) 마종인(1978) 김현태 (1979) 

이 덕 선(1980) 이 인탁(1981) 전성 남(1982) 김 명 길 (1984) 박병 철 (1986) 

남규백 (1987) 이 덕 션(1989) 이 인탁(1990) 김 기 춘(1991) 박달규(1992) 

손경준(1995) 정갑진(1996) 강길종(1999) 박달규(2001) 최규용(2005) 

김대건의 집(Andrew Kim House) 

성전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 내에 노인아파트(김대건의 집) 건립을 추진하여 연방정부 주택 및 도 

시개발부(HUD)의 그랜트 624만 달러를 받아서 76세대의 아파트를 2002년 완공하여 입주하였다. 이는 이민 

교회가점점 늘어나는노인 인구를위하여 추진한획기적인노인복지사업으로서 최초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종교계는 물론 동포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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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천주교 연방신용조합(Korean Catholic Federal Credit Union) 

1977년 2월 27일 미국연방 신용조합 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워싱턴 한인사회 최초이며 현 

재에는 유일한 미 연방 신용조합 금융기관으로 2004년 말 현재 조합원 수 500여 명 , 총자산 250만 달러로 각 

종 대부, 예금과 송금 등의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 김안드레아 한글학교 

1978년 9월 17일 우리의 글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뿌리교육을 통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의 

보전과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과 교사진의 수준이 높아 

서 우수한 한글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성 김안드레아노인대학 

1994넌 3월 3일 이철호 신부가 개교하여 매주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 준비, 영어 교 

육, 체육, 음악,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21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에 위치한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는 워싱턴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 

성당이자북버지니아유일의 한인 성당이다. 이 교회는신자수 5천 명이 넘는규모와다양한활동등으로 

지역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며 천주교 알링톤 교구에서 본당(Parish)로 승인을 받은 정식 성 

당으로 교구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수민족교회로 그리고 한인 천주교 교계로부터는 가장 활성적인 해외 

한인 성당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성 정 바오로천주교회의 시작은약 30여 넌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워싱턴한인천주교회의 역사와함께 

한다.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워싱턴지 역 한인 천주교신자들의 공동체 형성이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의 창설 

을가져왔고 버지니아지역 신자들은 거리가 멀고 이민자의 증가로신자수가늘어나게 되어 교회를분할하 

기로 하고 알링톤 교구에 한인 성당의 설립을 요청하여 1985넌 9월 26일자로 버지니아주의 첫 한인 성당이 

탄생되었다. 워성턴 한인 성당으로부터 분가한 천여 명의 신자들은 부조성인을 성 정 하상 바오로로 정하고 

한국의 원주교구에서 파견된 박용식 시몬 신부의 집전으로 1986년 10월 5일 St. Bernadette 미국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분가를 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자 그동안 인근 미국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보던 

신자들이 찾아옴으로써 신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북버지니아 일대의 한인 가톨릭 신자들의 

구심점으로자리를잡게 되었다. 그러나새로운공동체는자체 교회건물이 없어서 미국성당을빌어서 미사 

를 드리며 여러 차례 옮겨 다니게 되어 자체 성전을 마련하는 일이 교희 최대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 

전 신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성전 건립운동을 시작한 지 8년 7개월 만인 1995년 10월 22일 현 

재의 위치에 세워진 새롭고독자적인 성전에 입주를하게 되였다. 공동체 설립 당시 1,100여 명이던 신자수 

가 2004년 말 현재 5천 7백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같은 증가 추세는 매넌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추세 속에 더 효율적인 사목을 위하여 한국에서 파견되는 사제의 수를 늘리고 다목적 시설인 ‘하상관’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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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중에 있다. 또한설립 이래 꾸준히 발전시켜온소공동체를현재 13개 구역에 50여 개로늘려서 교회가대 

형화되는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법적으로 소속은 미국의 천주교회이지만 사제는 한국에서 파견하여 사목하는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초대 박용식 시몬 신부를 시작으로 김성훈 스테파노, 신현만 시몬, 박순신 프란치스코 신부가 부임하여 임 

기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현재는 5대 김용성 다두 신부가 사목을 맡고 있다. 보좌 신부로는 표신천 임마누 

엘 최영균 그레고리오 신부에 이어 현재는 신우식 토마스 신부가 사목을 돕고 있다. 

성 정 바오로성당은창립 이래 모국의 문제나동포사회의 문제 둥에도적극적인관심을기울임으로써 교 

회가사회 현상에서 외면을하고 있지 않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모국에 수해나가뭄등천재지변이 발생 

했을 때 교회는 지체 없이 특별헌금과 기도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곤 한다. 

1992넌 4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폭동 때, 피해를 당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으 

며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위해서도 현금과 의류수집 등을 통해 사상과 체제를 초월한 자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5년에는 북한 가톨릭교회의 대표단 일행이 본당을 방문하여 그 같은 지원에 고마움을 표 

시한바있다. 

동 성당은 인권이라든가 인공유산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용기 있는 행동 

올 보여주어 한인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모국의 군사독재로 인권이 극도로 억압을 당하던 1980년대 초 

신자들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동 

성당은각종강연회나세미나, 특별 행사등을통해 해외 한인교회의 장래, 나아가서는동포사회의 장래 문 

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나 보고서 등은 비단 이 성당 내 

부만의 자료가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서 찹고로 할 수 있는 산 자료가 되는 것이다. 1994년에는 미래사목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해에 걸쳐 이민교회와 한인사회가 당면한 도전을 진단하고 코리안—아메리칸의 장 

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1999년에는 "우리의 청소년을 미래의 지도자로" 라는 주제로 각계의 한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범교포적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상 한국학교를 워싱턴 일원에서 가장 내실 있는 학교의 하나라는 평을 듣도 

록 성장시킨 것이라든가 한인 사회의 각종 청소년 행사나 경연 때 등 성당의 대표들이 항상 최우수 그룹으 

로 떠오르는 것은우연이 아니라할 것이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 성전을 바친다”는 성당 초석의 글과 같이 성 정 바오로 천 

주교회는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Korean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 가톨릭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간직 

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장하는 교회이다(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제공). 

한인 종신부제(終身副祭 Permanent Diaconate) 

사재직을 향한 준비단계가 아닌 일생 동안 부제로 머무르며 수행하는 부제 직을 말한다. 초기 교회에서부 

터 교회의 본질적 요소였던 종신부제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로 부활되었다. 종신부제는 보통 3년 

간 소정의 신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 서품되며 지역의 주교 및 사제의 위임에 의하여 영성체, 병자들을 위한 

봉성체, 성경낭독, 강론, 본당행정 보조, 혼배, 장례예절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미혼자는 최소한 25세 

이상이 되어야 종신부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수품 후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기혼자들은 최소한 3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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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지역에는 워싱턴 대교구 소속의 윤지현 야고보, 홍성원 파스칼, 업지원 미카엘, 최창섭 어거스틴 

4명의 부제와 북버지니아 알링턴교구 소속의 이효준 바오로 부제가 각 성당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였 

다. 

한인공동체 

천주교 제도상 본당인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성 김 안드레아)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외에 포토맥에 소 

재한 ‘자비의 모후' 천주교회에 한인 보좌신부가 부임하고 한인공동체가 형성되어 한국말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성가정의 작은 자매 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미주 이민교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수녀원으로 1996년 8월 15일 당시의 워싱턴 대교구장 히키 추기경의 

승인으로설립되었다. 

현재까지 11명의 수녀를 배출하였으며 6명의 수련생들이 수도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정진하고 였다. 이 

수녀원에는노인 그룹훔을운영하며 특히 병환중에 있는노인들을돌보고 였으며 여러 성당의 사목협력, 

청소년교육 지도와 상담, 피정지도 등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손송희 도미나 수녀 

가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한인 가톨릭의 날’ 

2003년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을 기넘하여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2003년 6월 19일 한국순교자 대축 

일인 9월21일을 ‘한인 가톨릭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날 워싱턴의 무엽시태성모대성전(The National Shrine 

of Immaculate Cocception)에서는 미 전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기톨릭 신자들이 참석하여 기넘 미사를 봉 

현하였다. 

미사는워싱턴 대교구장맥케릭 추기경, 한미 주교회의 의장최장무대주교, 미국주교회의 미주사목위 

원장 웬스키 주교, 한국 주교회의 미주사목 위원장 강우일 주교, 북미주 한인교포 사목부대표 이덕효 신부, 

워싱턴 한인천주교회 이찬일 주임신부를 비롯하여 30여 명의 사제단 집전으로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순 

교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를 모신 가운데 장임하게 봉현되었다. 

이 행사의 주제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복음 2장5절)로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 

여 한인 동포사회가 뒤를 돌아보며 앞날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적 전환점의 획을 긋는 해로 

삼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데 미주 한인공동체가 기여하고자 하는 지향과 함께 신앙과 종교적 문화유 

산을 복음으로 순화하여 다 문화권에서 더욱 풍요로운 문화민족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함을 다짐하는 뜻 깊 

은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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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회 

성공회 성십자가교회(구 워싱턴 한인성공회)는 1984년 1월 29일 알링톤에서 폴리 신부가 첫 미사를 드림 

으로 시작되었다(예배장소: 4000 Larcom Lane, Arlington, VA). 폴리 신부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이대용, 

죤 윌 홍총남, 랜돌프 브래그 신부 등이 파트 타임 혹은 풀 타임 신부로 미사를 드려오다가 1992년 현재의 

한성규 신부가 풀타임 신부로 부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안식교 

워싱턴 교회는 1963년 유학생을 종심으로 콜롬비아 유니온(Tacoma Park, MD소재) 대학의 강의실을 빌 

려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7명의 목회자가 사역하다 1977년 워성턴 교회에서 분립하 

여 나간 교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스펜서빌 교회와 1999넌 통합하여 교회 명칭을 워싱턴―스펜서빌 한국 

인 교회로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2넌 말 담임목사로 취임한 도현석 목사에 의하면 출석 장넌 교인 160명, 영어 예배에 60~70명이 참여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 워싱턴―스펜서빌 교회, 버지니아 교회, 메릴랜 

드 중앙교회, 노바교회, 볼티모어 교회, 리치몬드 교회가 있다. 

5) 불교 

한국사(The Korea Temple) 

미국에 한국 불교 포교를 결심한 신고성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후 1970년 5월 도미하여 버지니아 지하 

실 방을 얻어 세계 종앙 선원으로 이름하여 불교 법회를 열기 시작하였다. 

1977넌 워싱턴 디씨 16가에 포교당을 건립하여 워싱턴 DC에 최초의 한국사찰로 이름을 불국사라 하여 

워싱턴 일원에 불교신자들의 수행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불국사는 다시 1978년 현재의 위치 1685 Ger一

mantown Rd, Germantown, MD로 이전 확장하고 이름을 한국사(韓國寺)라고 변경하였다. 한국사는 메릴랜 

드 주립공원에 접해 였는 12에이커의 목장 부지에 한국사 및 American Zen College의 건립 허가를 받았다. 

고성 스님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최초의 불교 사원을 개원한 스님으로 U.M.C. 대학 등에서 불교강의 

초청을받고였다. 

법주사(대한불교 조계종) 

장재원 스님은 1980년 초 서울 보타사에서 도미하여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서 성불사, 혜인사 등을 

개원하고 법회를 열다가 1984년 17001 Woodale Dr., Silvers Spring, MD에 2에이커 부지의 집을 매입, 이 

전 확장하고 10에이커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법주사는 메릴랜드 뉴햄프셔 선상에 새 사찰을 건립하고 

도량을 구축하여 1994년 12월에 새 법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찰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3년 

에 사찰을 모두 팔고 2003년 11월 현재 10725 Golden Valley Ln. , Brookeville, MD로 이 전하여 기 도 및 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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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있다. 

보림사(대한불교 조계종) 

5300 Ox Road, Fairfax, VA 22030 

김경암 스님은 볼티모어에서 약 1년 반 동안 버려진 집, 비가 새는 아파트에서 150불의 월세를 내고 어 

럽게 살다가 1984년 1월에 Alexandria 서봉래의 지하실을 얻어 7개월간 정식 법회를 보았다. 1984년 7월경 

8350 Alexandria 최상오 소유의 건물과 5에이커를 월 800불의 렌트로 빌려 정식 법회가 열리고, 100세대 

신도를 모으게 되어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경암 스님은 1988년 서울 봉은사 전시회에서 10만 불 

이 모금되고 버지니아 보림사 신도들이 약 2만 불을 모아 현재의 건물을 31만 천 불에 1989넌 2월 6일에 매 

입하고, 이곳에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97년에는 천불전 법당과 천불 봉안을 위해 50만 불을 들여 새 

법당을지었다. 

보림사는 1995년부터 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를 수용, 경암 스님은 미주 분교장으로 불교통신대학을 개설 

미주 전역에 많은 불자들을 교육시켜서 법시들을- 배출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불교신문 미주지사장을 

임명 받고 미주 불교 신문을 발행하여 미주 전 지역은 물론 캐나다까지 보급하고 있다. 또한 1994년 워싱턴 

불교인의 밤 대법회를 주관하여 단장으로 1000명의 불자가 침석하여 환희심을 불러 일으켰다. 

보림사 초청법사로는 1994년 7월 10일부터 국제불교 합창단을 초청하여 캐나다, 뉴욕, 워싱턴에서 공연 

을 주도하였고, 1994년 1월 강청화 스님을 비롯, 고 이서웅 전 조계종 종정스님, 황진경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송월주전 조계종총무원장스님, 김월서 조계종호계원장, 정초우통도사현 방장스님, 김서운전조 

계종 총무원장, 강화 전등사 조실, 북한 불교 위원장 박태화 스님(그 일행) 등을 초청, 대법회를 열고 불교 

발전에 앞장서 워싱턴 불교 발전에 헌신봉사로 전진하고 있다. 

보림사는 현재 봄, 가을 학기에 조지워싱턴대학, 메릴랜드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메이슨대학의 4개 종 

교학과 300여 명의 학생이 한국불교를체험하는수련장으로사용하고 있고, 경암스님은참선과한국문화 

를 강의하고 있다. 학교 측 교수는 조지워싱턴대학 종교학 담당 헤버 교수로 보림사에서 2005년 2월에 경 

암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하였다. 미국인 Lawyer로 현 덴버대학의 비교종교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뢰펜 교수 

는 2002넌 4월 경 암 스님께 출가를 하여 가야스님으로 계를 받고, 매 2개월마다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림사에서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100여 명이 넘는 미국인 회원을 대상 

으로 찹선반을 운영하고 있다. 

2002넌 가을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130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한 스님의 제자 해인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 

여 추가로 72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는 한국 토지 26만 평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의 미국 국제총림 건립부지로 선정되었다. 경암 스님은 2004년 1월 1일자로 이사회에서 전권을 이양 받아 

이사장 직에 취임하였다. 경암 스님은 130에이커의 부지에는 종교부지 국제총림과 선방 대웅전 요사체 등 

을 짓고, 72에이커의 부지에는 교육부지, 불교대학, 박물관, 종합대학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 

사금은 미화 총 1000만 불로 예산을 세웠다. 다리를 구축하고 오피스를 짓는 문제와 승용차 천 대를 수용할 

주차장 마련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여 Information Center와 Parking Lot은 2004년에 허가를 받았다. 다리 

불사 공사비는 15만 불로 예산을 책정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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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사(대한불교 불승종) 

4478 Free State Road, Marshall, VA 20115 

구곡사는 설송 큰 스님을 종조로 하여 멸진 스님에 의해 1992년 9월 10일 애난데일에서 첫 법회를 시작함 

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메릴랜드주 포토맥으로 사찰을 이전하였다가 2000년 11월에 현 주소지로 이전하 

였다. 구곡사는 설송 큰 스님 초청법회를 3회 개최하였다 

한마음 선원(대한 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은 1994년 11월에 대행스님에 의해 창건이 되었다. 창건 당시 지원장은 혜양 스님이었다. 

1998년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노바대학 문화센터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마음 션 

원은 불교의 궁극적인 한마음을 깨닫게 모든중생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수행을 

인도하고 있는 도량(道場: 불교용어 ‘절’)이다. 

세계사 - 대덕사 

Potomac Zen Sangha: 1014 King Street, Alexandria, VA 22314 

Baltimore Zen Center: 913 Reece Rd, Severn, MD 21144 

보화(普化) 스님은 1997년에 워싱턴 법주사 주지를 역 임한 후 1998년 VA 올드 타운에 세계사 일화선원 

을 창립하고 선원장에 취임하였다. 또 2004년에는 볼티모어 대덕사를 인수하여 주지에 취임하였다. VA 

Fairfax 카운티 공영재널을 통하여 월 3회 영어법문을 방영 중이며 미 각 대학 및 고교에서 정기 초청강의 

및 법문종이다. 

진각종법광심인당(Washington Buddhist Temple of Jingak Or.) 

20900 New Hampshire Ave. , Brookeville, MD 20833 

1999년 10월 27일에 2516 Foxmill Rd., Herndon, VA에서 주교: 인덕(仁德) 정사, 연주정(硏珠淨) 전수 불 

사가 개시되었다. 2002년 10월 3일 VA에서 MD로 현재 주소로 이전하였다. 

정토人| 

12540 Falls Rd. , Potomac , MD 20854 

2001년 1월 1일 서울 정능 정토사에서 스님이 방미하여 91010 Old Kinmill Rd, Springfield, VA 가옥에서 

정토사를창건하였다. 

6) 원불교 
4253 Muncster Mill Rd. Rockville, MD 20853 

1980년 뉴욕 승타원 교당 송영봉 종사가 워싱턴 DC근교에 도착, 그린빌의 한인 가정에서부터 불교를 포 

교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박상근 교무가 1990년 부임하여, 메릴랜드 Rockville의 2에이커의 부지에서 포교 

를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도량을 확정하고 8에이커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10에이커로 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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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다. 

원불교는 맑고 훈훈한 정신을 수행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지난 1996년 9월 좌산 이광정 종 

법사 워싱턴 초청 대법회(노바(NOVA) 대학 법회)가 열려 신도 3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원불교는 보화당 한의원을 1998년 서봉원 교무가 한의사로 일반한의를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교당 운영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박상근 교무, 서봉원 교무, 박상현 교무가 근무 종이다. 

(불교, 원불교 자료 제공: 김경암 스님) 

7) 천도교 

8306 Nightingale Dr. , Lanham, MD 20706 

유지훈이 1979넌부터 워싱턴지역의 천도교인들의 연락과 모임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이다. 유지훈의 말 

에 의하면 정 기 모임은 없고 월 1~2회 정도 교인들이 모인다고 한다. 

5. 모국 민주화 운동 

워싱턴에서의 모국 민주화운동의 움직임은 이승만 말기와 박정희 시대의 초기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났 

으나 본격적인 반독재 운동은 1969년 박정희의 3선 개헌 때부터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 

지 약 4반세기 동안에 걸친 길고도 지루하게 펼쳐졌던 민주승리의 대장정이였다. 이 기간 종에는 유신과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6·29 선언 등 역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한인들의 모국 민주화 열망은 더 

욱커져갔다.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호남향우회는 민주단체화하였고 5공 정권 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의 

망명은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였다. 두고 온 모국에 대한 한인들로서의 기여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보람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민주화 운동기간 동안 대사관과 한인들 사이 그리고 한인들끼리의 불화는 독재 정권 

의 부산물이었다. 

1993넌의 김영삼의 워싱턴 방문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들을 모두 

과거지사로 만들어버렸다. 

모국 민주화 의식의 대두 

워싱턴 한인들의 모국정부에 대한 불만은 해방직후의 한국정부수립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한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재 안되였고, 6·25 동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봄에 이미 워싱턴에서 

김용중이 모국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정치를 비난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는 영문 월간지를 발행하고 

였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 해방 전 이승만이 워싱턴에 망명해 있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이넘을 달리해 서 

로 적대하여 오던 사이였다. 그는 시간이 나면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단독데모를 벌이곤 하였는데 이 

것이 워싱턴에서의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국의 1960년의 4·19 학생혁명은 워싱턴의 한인사회를 크게 술렁이게 만들었다. 당시의 한인사회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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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학생들이였는데, 이들은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엄격한 유학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학생들로서 미국생 

활에서 체협한 민주사회 질서에 점차 젖어들고 있었다. 이들은한국에서 동료학생들이 봉기, 수백 명이 숨 

졌다는 소식에 자극받고 워싱턴지역의 유학생들 20~30명이 이틀 밤을 모여 논의한 끝에 당시의 주미대사 

양유찬을 찾아 가기로 하였다. 대사관에는 대표로 이석희 등 10여 명이 가기로 약속되었는데, 다음날 정작 

대사관에 나타난 학생은 이석희, 이홍규, 신정 등 3명뿐이였다. 이런 일에 나섰가다 뒷날 대사관에서 여권 

연장을 거부당할까 두려워 오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이석희는 항의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유찬을 만나자마자 바로 당장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말은 일부러 영어로, 강력한 어조로 했다. 뜻 

밖에도 양유찬은비서를부르더니 그자리에서 사표를썼다. 미국의사인 그는학생들에게도 인기가좋았는 

데, 서울 소식을 듣고 사임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석희는 당시를 희고하였다. 

이때 대사관 아래 층에 미국기자들이 기다리고 였어서 그들과 만나 "지금 막 대사가 사표를 썼다.”고 알 

려주어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1주일 뒤 한국에서 대통령 이승만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 

사의 후임으로는 공사인 한표욱이 서리로 자리를 이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티안 허터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양유찬을국무부로초치, 미국정부는한국에서 일어난시위운동이 최근에 실시된 선거와탄 

압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믿고 였다고 통고,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데모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했었다. 

이승만이 실각, 하와이로 망명하고, 새로운 장면 정권의 주미대사로 홍사단의 지도자인 장이욱이 부임해 

온 것은 이승만독재에 항거해 오던 한인들에게는감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조국의 민주화는자리가잡 

혀 갈 것으로 많은 한인들이 한시름 놓았고, 그때까지 모국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김용종의 대사관 

입이 잦아질 정도로 대사관의 문턱도 낮아졌다. 

그러나그것도잠시, 1년 뒤에 모국에서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는그것이 너무나뜻밖의 일이였을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군사혁명을 주도한 한국군 육 

군소장 박정희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였었고, 더우기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말까지 나돌아 한인사회는 

불안이 높아갔다. 문민정부인 것은 분명했던 이승만의 제 1 공화국에 대해서도 반발해 오던 미주 한인사회 

였는데, 당시 민주정권으로 기대가 컸던 장면 정권을총칼로 밀어낸 군사정권에 대하여 한인들과특히 학생 

들이 전보다 한결 격렬히 반발하게 된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리로는 당연한 일이였다.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2년도 재 안된 1963년 봄 박정희가 스스로 다짐했던 혁명공약을 어기고 민선 대통 

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데모가 벌어졌다. 한광년, 김홍 

락, 동원모, 조창현 등 10여명의 유학생들은 이해 3월 백악관 앞에서 군정연장 반대데모를 갖고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성명서를 나눠주었다. 

또 미국에 망명 중이던 이철승, 양일동, 신병현 등 모국의 정치인들, 최경록, 강문봉 등 한국군 장성출신 

들 그리고 서독대사를 지낸 전규홍과 박원규 등, 워싱턴 한인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 "군은 정치에서 물러 

서라” “한국민은 군사독재를 반대한다”라고 영문으로 쓴 현수막(Placard)을 들고 나와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사태에 대하여 국제여론을환기시켜 보려고 애썼다. 데모에 이어 이들은한국대사관으로당시의 대사 

정일권을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본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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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민주화운동의 발전 

3선개헌반대 

모국에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절대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으로 특정지어지는 1969년 여름, 박 

정희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이른바 ‘3선개헌'으로 한인사회는 데모의 열기에 휩싸였다. 이러한 모국의 열기 

는 워싱턴의 유학생 사회에서도 넓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유병환은 그해 1월 14대 워싱턴지역 한국 유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후 대사관에서 초청도 많이 받았고, 정 

보부 공사 이상호와 문교부 장학관 강성익이 호의를 많이 베풀어 이상호의 집에도 초대 받았으며, 학생회 

가 대사관으로부터 매달 100달러씩의 보조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당시 워싱턴지역의 유학생들은 메 

릴랜드대학의 50여 명을 필두로 워싱턴지역 6개 종합대학에 도합 200여 명이였다. 

1969년 6월, 유병환은 장학관 강성익으로부터 문교부장관 흥종철이 미국유학생 대표로 자기를 고국방문 

에 초청했다는 말을 들였다. 물론 고국 왕복비행기표 값과 체재비용 제공은 유학생들에게는 큰 돈으로 구 

미가 당기는 것이었으나, 3선 개헌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팔려간다는 조소를 들을 것 같아 주저하였다. 정 

보부의 초청을 받았던 한인회 이사 오세웅,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김영진과 메릴랜드대학 교수 김호길 

은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 

유병환은 이때 워싱턴 포스트에 이화여대생들이 3선 개헌 반대 데모를 하다가 경찰의 곤봉에 맞는 끔찍 

한 사진과 기사를 보고 워성턴의 유학생 회장으로서 독재정부의 각본에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귀국 

을포기하였다. 

데모학생 협박 

유병환은 이런 문제를 한인회 이사인 고재곤과 상의하자 여러 사람이 이에 동조했다. 이런 소식이 대사 

관에 알려지자 정보부 공사 이상호는 그를 "빨갱이가 아니냐?”고 협박, 공부에 총실해야 할 학생들이 왜 정 

치활동을 하느냐고 몰아 부쳤다. 학생회는 결국 6월 19일 메릴랜드대학에서 워싱턴지역 유학생들의 총의를 

밝히려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날 그는 경찰의 보호를 요청, 경호를 받으며 대회장에 들어갔다. 이것은 당시 

한국 정보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또 이날 대회장에는 대사관 참사관 김동휘, 최광수와 

해군무관, 장학관 등 대사관 사람들이 18명이나 나와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이날의 모임에는 김태홍, 이호영, 김형일 등이 참여해 워싱턴지구 한인유학생회가 본국의 3선 개헌을 반 

대한다는결의를다수결로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김태홍은이 소식을케네디 우주본부에 출장중이던동 

아일보 특파원 진철수에 연락, 학생회의 기사가 본국의 동아일보에 ‘해외에서도 3선 개헌 반대’ 라는 기사로 

실렸다. 이 자리에는 학생회원들 외에도 조지워싱턴대학 교수 김광서를 비롯하여, 유기훔, 정준영, 고재곤 

등도 참가하였다. 이때의 결의문은 강은숙이 번역하여 미국대통령 닉슨에게도 보냈다. 

워싱턴지역의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3선 개헌 반대의 방침을 확정하자 이것은 미국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교수나다른 일반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은물론, 이와뜻을같이 하는다른 

지역의 한인들까지 가세하여 7월 11일자로 대정부 경고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도한 조속히 국민에게 공언’'하도록 촉구, 이 시점까지도 박정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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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5일 유학생들은 워성턴의 주미공보관장 한숙이 발표한 박정희의 3선개헌안 국민투표회부 특 

별담화문을 보고, 이들은 바로 3선 개헌반대 재미 한국인투쟁위원회를 발족, 조지워싱턴대학 교수 김광서 

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투쟁위발족 취지문을 통하여 “이제는 무관심이나 방관, 도는 체넘하는 

입장에서 조국의 운명에 등을 돌리기에는 우리들의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 속 

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오던 끝에 이제 불퇴진의 결의를 한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이 투쟁위는 7·25 대통령성명이 나온 지 불과 3일 뒤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재미한국인들은 박 대통 

령이 조국을 위해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공명선거를통한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확립하는 데 있다고확 

신하는 바이다.”라고 지적, 미 전국의 한인들을상대로모금과 서명운동을시작하였다. 워싱턴 DC에 사서 

함을 마련한 이 투쟁위는 한인들이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8월 15일까지 회신해 주도록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한인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였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주일을 약간 넘긴 8월 8일, 

이 투쟁위의 제2신 편지는 대표 김광서를 비롯하여 위원으로 김다니엘, 로광욱, 유기홍, 윤종건 외 162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글 타자기로 처서 만든 이 편지는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편지공세의 중요성을 

강조, "8월 중 최소한 ‘1인 1통 주의’ 로 박대통령과 가능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각자의 3선 개헌에 대한 

소신과 이에 부당성 및 민주제도 확립의 절대필요성을 강조하는 총정어린 서신을 본국으로 직접 보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 다. ” 라고 촉구하였다. 

3선 개헌 반대투쟁위는 1969년 8월 18일 상오 10시 반, 워싱턴 DC 내 커네티컷 애비뉴와 매사추세츠 애 

비뉴가 만나는 듀퐁 서클에서 데모를 벌이기로 하였다. 이날을 잡게 된 경위는 이달 22, 23일 양일간 박정 

희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미국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되어 였어 이 회담이 박정희의 

개헌추진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담 이전에 데모를 해야 되고, 워싱턴시 당국의 규정이 데모 신고 후 최소한 

2주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날이 월요일인데도 강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대회에 과연 

몇 명의 한인들이 모여 줄까 하는 것이 주최 측의 가장 큰 걱정이였는데, 뜻밖에도 텍사스와 뉴욕에서 비 

행 편으로 달려온한인도 있고, 워싱턴지역의 로광욱, 유기홍, 김광서, 고재곤등 50여 명이 모여 기대보다 

더 큰 규모로 시위를 벌일 수 였었다. 이어 구호를 외치며 대사관까지 행진, 항의문을 제출하고 백악관 앞 

까지 데모를 계속하였다. 

이때의 모임은 1993년 모국에서 김영삼 문민정부가 발족될 때까지 장장 2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된 워싱턴 

민주화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이날 투쟁위는 김광서 위원장을 비롯한 217명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닉슨에게 서한을 보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이 박정희의 1인 독재 

를 위한 개헌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정부는 미국에도 절대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이 데모에 참여했던 유학생 백광일은 현장 사진에 찍혀 친척이자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원 백남억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후문이 돌았다. 

노진환 개헌지지 성명 발표 

이처럼 미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시작된 바로 다음날, 서울의 여러 신문에는 

워싱턴 한인사회가 깜짝 놀랄만한 광고가 실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민주화운동의 본거지 워싱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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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장의 이름으로 서울의 동아, 조선, 한국 등 여러 신문에 ‘호소문. 박정희 대통령 7·25 성명을 지지하면 

서’라는 제목의 ‘재미 워싱턴교포희 회장 노진환 드림’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광고가 실린 것이다. 이 광고 

는 "조국의 동포여러분! 오랫동안 국민의 숙제로 있던 개헌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적 양심과 시의에 

적절한담화를 보고 해외 한인의 한사람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합니다.”라 

고시작하고있었다. 

워싱턴지구 학생회가 개헌반대를 결의하고 불과 한 달 전에 개헌반대 투쟁위가 조직, 서명운동이 벌어진 

뒤 워싱턴지역 한인들은 개헌문제로 유례없이 단결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러한 성명이 워싱턴 한 

인들을 격분시킨 것은 당연했다. 11대 한인회장 노진환은 그때 박정희를 환영한다고 센프란시스코에 갔었 

는데, 그곳 공항에서 미국 내 각 지구의 한인회장들이 박정희를 환영하는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나섰다 

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모국의 독재정권에 공개적으로 ‘친정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한 

인회장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회장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로 회원 

70명이 서명, 이 문제를논의할한인회 임시총회의 소집을요구했다. 이 요구는 워싱턴으로돌아온노진환 

에게 전달되었고, 규탄의 대상자가 바로 임시총회의 소집책임자인 회장 자신이었기 때문에 소집절차는 서 

명한 회원들이 진행, 1969년 8월 27일자로 한인회장의 이름으로 한인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 

집공고가 워싱턴 한인회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소집공고는 7·25 성명 지지광고에 관하여 ”이 호소문은 전혀 한인회 회원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노진 

환 개인의 독단적인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 전체의 의사인양 회장명의로 서명 발표되었습니다.”라 

고 지적, 호소문 게재 경위에 관한 건과 현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30일(토) 오후 8시 워싱턴 DC 16가 7750번지 워싱턴 윤리협회 회관에서 한인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되 

어 였었다. 

노진환은 박정희 지지광고가 ‘하나의 정치활동’ 이라고 강조하고 그 자금은 서울에서 조달되였다고 밝 

히면서 “정치운동하는 데 제 돈 쓰는 X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는것이다. 그는 회원 70명의 서명으로 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합법적인 것을 인정, "결의를 준수하겠다.” 라고 다짐했었으면서도 한인들에게 편지 

보내어 이번 총회가 자기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 

노진환은 "휘발유를 안고 불 속에 기어드는 격"이라며 총회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총회의 결의는 다 준 

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총회는 일사천리로 문제의 호소문 게재 경위를 조사, 절대다수의 의결로 그의 불 

신임을 결의하였다. 이어 워싱턴 한인회의 이름으로 개헌반대를 결의해 회장의 호소문을 뒤집었다. 회장을 

몰아낸 한인회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이사회가 운영하기로 하였다. 

불신임당한 노진환은 한인회를 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뒤에 이를 포기했고, 박정희로부터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자리를약속받아귀국하였다. 이 ‘노진환파동’은한인사회에 처음으로‘친정부세력'의 

계기가 되어 이 파동이 있은 뒤부터는 그때까지 서로 맡지 않으려던 한인회장 자리를 서로 하 

겠다고 나서는후보가많아져 선거가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독재정권의 해외 한인공작의 막이 오 

른 것이다. 동시에 한인사회 안에서 친정부와 반정부로 그 정치적 성분을 가르는 시발점이 되어, 이때부터 

이것이 한인회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1971넌에는 민주화 투쟁을 표방한 주간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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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화국’ 이 장성남, 강영재, 신대식이 종심이 되어 발간, 민주화 이넘지의 구실을 하는 등 한인사회의 민 

주화운동이 차츰 자리를 굳혀 갔다. 

유산에대한저항 

3선 개선을 국회별관에서 변칙통과시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박정희는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 

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된 뒤 또다시 1년 6개월 만인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발표, 유신 

선포하였다. 

한국에서 유신이 선포된 지 며칠 만에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는‘민주수호 궐기대회'대표 김응 

수의 이름으로 된 민주수호궐기대회 취지문이 나돌았다. 김응수는 당시 워성턴 가톨릭대학의 경제학교수였 

는데, 5·16 군사혁명 때 육군소장으로 제6군단장으로 였으면서 다른 많은 장성들과는 달리 끝까지 박정희 

에 동조하지 않아 미국으로 망명,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로 전신한 것으로 널 

리 알려진 인물이였다. 이 궐기대회의 취지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권에 의한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로써 한국의 민주질서는 파괴되었다. 헌법은 살 

해되고 국회는 해산되였다. 학교의 문은 폐쇄되었고, 언론은 목을 졸렸다. 집회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는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 이 돌연한 사태는 8·15 해방 후 오늘날까지 고수 투쟁해 오던 민주체제의 붕괴 

를 초래하였고, 조국은 1인 독재의 독무대로 화해버렸다.”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11월 5일 하오 4시 워싱턴 시내 듀퐁서클에서 거행되었다. 국내외를 통틀어 유신 후 

첫 반대집회였던 이 대희에서는 비상계업의 즉각 해제와 현정복귀, 1인 영구집권을 꾀한 현법개정안의 즉각 

철회, 이 대회 참석자나그들의 가족에 대한직접, 간접적인보복금지 등을요구하는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날의 대회에 약 450명이 모였고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결의문을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전 서울시장 김상돈, 전 유엔대사 임창영, 전 서독대사 전규훔이 찹가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 외에도 이날의 대회에는 강영재, 김응창, 장성남, 정기용, 이성호, 이근팔, 고재곤, 고세곤, 안병국 

등 많은 한인들이 나와 "유신정권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들은 얼굴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 현장사진에 찍혀 한국방문 때 정보부에 연행될까 염려되기 때문이였다. 이 대회는 워싱턴에서 벌어 

진 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그 규모도 컸고 한인들의 폭넓은 의견이 대변되었다는 점에서 앞날의 방향을 제 

시해준뜻깊은대회였다. 

이때쯤에는 워성던지역 일원의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업한섭, 고의곤, 마동성, 김현덕, 배태일 등 5명을 

주축으로 민주화운동의 기운이 일어 1972넌 가을 워성턴 듀퐁서클에서 유신반대 학생데모가 열렸다. 이어 

1973년 마동성이 유학생회장이 되고 함께 민주화운동에 찹여해 온 동료들을 비롯하여 전형련, 이무종 등 

이 학생회를 주도하게 되면서부터 민주화운동은 학생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 

해 4.19 학생의거 기넘일을 계기로 워싱턴 듀퐁서클에서 조국 민주회복 성토대회를 열고, 이어 메릴랜드대 

학 학생회관에서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이정식과 하트윅대학 교수 강석원을 초청, ‘한국의 4·19와 유학생의 

사명’ 이라는 주제 아래 민주화 학술토론대회를 열었다. 또 학생회지 ‘횃불’을 통하여 학생들과 일반 한인사 

회의 여론을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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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납치 

한국에서 유신이 선포될 때 일본에 머물러 있던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항의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을 위해 워싱턴으로 망명 워싱턴에 사무실을 차리자 워싱턴은 단번에 ‘민주화운동의 해외본부'처럼 변 

해버렸다. 그것을 상징하는 행사가 1973년 7월 6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의 발기대회였다. 김대중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병국, 김응창, 동원모, 전규홍, 최명 

상, 임병규 등을 준비위원으로 뽑은 이 대회는 임시본부를 워성턴에 두고 서울에 총본부를 확보하며 미국 

내에서 민주화활동이 활발한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차츰그 조직을 넓혀가는동시에 캐나다와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해외한인도 규합, 범세계적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모임을 마련하는 데는 워 

싱턴 거주 김대중의 처남인 이성호가 적극 앞장섰다. 

특히 이 대회장에는 전 주미공보관장 이재현이 나와 미국에 정치망명을 선언, 박수 갈재를 받았다. 이 대 

회를주도한김대중은대회가끝난뒤 일본으로떠났는데, 8월 8일 일본동경의 호텔에서 강제 납치되어 5일 

뒤 서울의 자택 근처에서 풀려난 납치사건이 발생, 한국의 유신체제는 온 세계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일본 및 미국의 여러 언론도 이 사건을 꾸준히 다루었는데 8월 16일자 뉴욕 타임스는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 정보자석으로 알려진 최홍태 찹사관과 2등서기관 박정일이 7월 9일과 10일 각각 아시아로 떠났는 

데, 이는 김대중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떠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도하였다. 또 한국정보부의 재미 총 

책임자인 공사 이상호(본명 양두원)도 7월 27일 서울로 갔는데, 이는 김대중이 납치되기 12일 전이며, 이 밖 

에 뉴욕지역의 한국정보부원들도 김대중의 납치를 전후해 잠적했다고 전해 이 사건의 배후에 한국의 CIA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모처럼 발족을 결의하고난 뒤 미처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지도자를 납치당한 한민통은 안병국을 위원장 

으로 한 ‘김대중 보호 한미시민위원회’를 발족, 8월 17일 워싱턴 시내 메리디안 힐 공원에서 2백여 명의 한인 

들이 모인 가운데 납치 규탄대회를 열고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데모를 벌였다. "박정권은 물러가라!”, 

“한국정보원을 축출하라!”는 구호를 써 붙인 100여 대의 차량행렬은 헤드라이트를 밝힌 재 워싱턴 시내 16가 

통해 백악관 앞과 17가를 거쳐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한국대사관 앞을 돌며 미국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의 시위에는 뉴욕에서 임병규, 최석남, 보스톤에서 김장오 등도 참석했는데, 데모가 끝난 뒤 한민통 

의 발기인들은 워싱턴 시내 임시사무실에 모여 결성대회를 열고 현장을 통과시키는 한편, 의장에 김대중, 

수석부의장에 안병국, 부의장에 이재현, 동원모를 각각 선출하였다. 안병국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계,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재일한인들과 만나 김대종 구출에 적극 협력한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다. 

김대중납치사건은해외 민주화세력에 새로운위협으로등장했는데, 납치사건을저질렀다고자처하고나 

선 구국동맹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조국을 비난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방법으로 납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납치규탄대회에서는 한국대사관에 배치된 한국정보원들의 

축출이 강조되었고, 이후부터는 재미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된 지 3일 뒤 워싱턴 DC 쇼람 호텔에서는 모국에서 온 유신사절단 환영 한인만찬 

이 였었다. 사절단으로 온 박준규는 션의의 독재를 찬양했고, 신현확은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을 강조하였 

다. 이 자리에 장성남, 신대식, 고재곤, 고세곤, 은춘표, 김재숙 등 한인들이 참석, 만찬도중 "김대중 납치 

의 내막을밝혀라. 박정희와김일성 독재의 차이접을대라. 어용목사들은교회로돌아가교회 일에 전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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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부원들은 물러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고, 사절단과 함께 

온 이철승도 복도에서 한인들에게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온 정부 고위층 인사들과 워싱턴 한인들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친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 

뒤로는 모국에서 군사정권이 대통령이나 고관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한인들이 

나서서 이들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반면 대사관 측도 이 후로는 파티에 초청하는 

한인들의 성분을 가려내는 데 한결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유신’을앞세우기 시작한모국의 박정희 정권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발표, 일체의 체제비판도완 

전히 봉쇄, 반정부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의도를 드러내었다. 이듬해 박정권이 3·1절에 민주구국선언을 발 

표한 김대중 등 18명의 반체제인시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협의로 구속하자 그 파문은 워싱턴에도 바로 번 

졌다. 워싱턴의 민주화 세력은 이를 계기로 워싱턴 WFHS방송국의 시간을 얻어 매주 일요일 상오 9시부터 

10시까지 ‘희망의 소리'방송을 시작하여 모국의 사태를 여러 각도에서 보도한 미국신문, 일본신문 등에서 

뉴스를 골라 이를 번역, 보도하여 한인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근팔, 김웅태―이재정 부부팀이 주 

력이 되어 민주화의 목소리를 위주로 전하는 이 방송은, 같은 방송국에서 일요일 상오 10시부터 11시 사이 

에 방송되는 이광재의 방송이 한국정부의 주장만 전해 귀에 거슬린다며 그 반발로 시작되었다. 그 바람에 

상오 9시의 ‘희망의 소리’가시작할때와끝날때 한국의 애국가를틀고 나면 바로 뒤이어 이광재의 방송이 

또다시 애국가를 틀어 일요일 아침에 한국의 애국가가 네 번씩 나가는 일도 별어졌다고 김응태는 전하였다. 

이 민주화방송은그뒤 1년 3개월동안계속되었다. 

또 이때 육사 15기 출신으로 1974년 뉴욕에서 조직된 재미구국향군 창설에 적극 관여했던 워싱턴의 고세 

곤은 향군의 이름으로 연방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의 인권탄압과 한미관계를 연계,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지 

원의 중단을 촉구하는 편지와 한인들과 미국인들의 연판장을 계속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상원의원 존 글 

렌, 제시 헬름스, 대니스 디콘시니,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의 도날드 프레이저 위원장 등이 그들의 의정 

활동에 이러한 한인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 TV 방송국이 한국사 

태의 특집을 방영하는 시간을 전단으로 만들어 한인들에게 돌려 한인들이 모국의 현실에 더 관심을 갖도 

록유도하였다. 

10·26 사태와 유산체제의 종언 

1976년 4월 9일 워싱턴발 UPI 통신은 한국 외무부장관 박동진이 미 국무부에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점심을 함께한 뒤 아세아 태평양지구담당 국무부차관보 필립 하비부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다가 국무부 문 

간의 리무진 차 앞에서 구국향군회원들의 데모를 만났는데 이들은 "인권 없이 원조 없다”,"살인자 박은 물 

러나라”고 쓰인 커다란 기치를 흔들고 있었다고 온 세계에 전했다. 

그해 9월 9일 하오 워싱턴의 백악관, 국무부, 한국대사관 앞에서는 워싱턴 한인들과 뉴욕, 필라델피아 등 

지에서 온 한인들 70여 명이 한국의 구속된 정치범 석방을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이어 10월 11일부터 22일 

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 4시부터 7시까지 이러한 시위가 마치 정례행사처럼 계속되였는데 

미국인 3~4명과 한국인 1~2명이 한 조가 되어 시위한 것이 특징이였다. 밤에는 백악관 앞 길 건너 라파이 

엣 공원에서 촛불시위를 갖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워싱턴연합장로교 노회총무 에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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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등 기독교계 인사들로서 한국에서 3·1절 행사후구속된 인시들-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 

으며 데모 잠가자들은 10월 24일 에큐메니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데모의 목적은 미국사회에 한 

국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한국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의 활동과 한국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박정권의 유신통치가 시작된 뒤 미국 곳곳의 한인사회에서는 여러 민주화단체가 발족되었는데, 그 주력 

은 역시 워싱턴이었다. 1977년 1월 1일 기존 재미 민주힌국촉진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민주사회 건설협 

의회가 발족, 김광서, 김광훈, 주우정이 고문이 되고 장성남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 

국의 민주현정 질서회복과 박정권에 대한 미국, 일본의 지원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동넌 2월 26일에는 재미 한국민주화연합운동의 이름으로 캐나다,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LA 등지에서 

데모를 벌였다. 다음날 이들은 갈릴리교회에서 한인연합예배와 한미합동예배를 드린 뒤 백악관 앞에서 촛 

불행진을 가져 지난 해 3·1절 구국선언 후 구속된 모국인사들의 구출을 촉구했고, 이어 3월 1일 해외 한인 

민주선언을 재택하였다. 

한국에서 날로 인권침해가 심해 가고 워성턴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꾸준히 계속되자 차츰 미국의 언 

론도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75년 12월 20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남한에서 시를 쓰는 일’ 이라는 이상 

한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그 서두는 다음과 같다. 

"요즘 남한은 시를 쓸 만한 곳이 못된다. 시인들은 그들의 감정을 달과 물, 도 눈과 나무에만 국한시키 

도록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눈치껏 시를 써야지 공무원의 눈에 이 시가 정치를 비유한 것이라는 인상 

만주어도 일이 벌어진다. 이처럼 착실한총고를 계속 외면해 온 시인이 김지하이다. 그는 이제 또다시 교 

도소에 들어갔다.” 

통적시’로 온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시인을 인용해 미국 신문이 한국의 인권탄압을 야유한 것이다. 이어 

1976년 5월 2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남한의 중앙정보부: 그 권력이 비대해지자 공포도 더욱 널리 번지다’ 

라는 제목 아래 한국중앙정보부의 악명을 온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 신문은 한국중앙정보부의 해외활동 

을 언급, 김대중 납치사건은 물론, 민주화 활동에 앞장선 전 해군참모총장 이용운의 가족이 로스엔젤레스 

에 살면서 LA 주재 한국총영사를 포함한 4명으로부터 이용운의 소재를 대라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김대중, 

이용운과 당시의 한국정보부장 신직수, 전 정보부장 김형욱의 사진까지 실어 한국종앙정보부의 미국 내 불 

법활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유신의 폭력이 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몰아내고 부마사태로 또다시 모국이 술렁대자 워싱턴 한인 

사회도 모국의 정세변화에 접접 더 신경이 날카로와져가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식, 박정희가 정보 

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급보는 총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워싱턴에 널리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뒤 12시간이나 지난 워싱턴 시간 

1979년 10월 26일 하오 6시 반 NBC-TV 저녁뉴스를 통해서였다. 이 방송의 저녁뉴스를 맡은 데이빗 브링클 

리는 "남한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나 대통령 박정희가 축출되였다. 고가 암살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나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 대변인은 그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만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때 한국에서 군사혁명이라니 그것은 당치도 않은 오보였다. 30분 뒤 ABC-TV의 저녁뉴스는 또 다른 소식 

전했다. 앵커 자리에 앉은 프랭크 레이놀즈는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 나라를 지난 18년 동안 통 

치해 온 박정희는 사망했다. 새 정부는 박정희가 종앙정보 부장이 오발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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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이 오발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돌고 있다. 박의 경호실장과 다른 경호원 4명도 피살되였다. 여 

기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보도를 전했는데, 이 사건은 계속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다음날 아침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박정희의 암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주말을 지나면서 한국정 

부가 발표한 사건경위를 비롯하여 미국의 한반도 돌발사태 대응책, 박정희의 과거 등등이 구체적으로 보 

도되었다. 

1979년 10월, 재미육사출신 예비역 장교단이 국군장병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 군의 중립을 촉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는 양심범을 석방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서두르도록 요구했고, 민주연합 한국위원 

회의장 고세곤 등이 11월 24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유신잔재 추방 등을 외쳤을 뿐 대상을 잃은 저항은 유신 

때보다 그 열기가 한결 약했다. 

한편 1980년 1월 25일 워싱턴지역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에는 재미 육사동창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최근 

한국정세에 대한우리의 견해’라는제하의 광고가실렸는데 그내용은새로운군부의 정치개입을은근히 부 

추기는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미 육사동창회원들이 격분, 이 광고는동창회와는무관하다는점을강조하 

는 광고를 게재하여 모국에서 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이 워싱턴에서도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꿈꾸며 ‘서울의 봄'이라고불리우던 80넌대 초 워싱턴을방문한한국의 여류 변 

호사 이태영이 공개석상에서 모국의 가족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 큰 일”이 

라는 ‘우려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서울의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한 

인들이 많아졌다. 

김재규구명 강연 

그해 3월 1일 워싱턴의 올 소울스 교회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설에도 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박정희를 

사살했던 김재규의 구명을 위한 모임이 열려 장석윤, 최도식, 최덕신, 최홍희 등의 강연이 있었다. 민주연 

합 한국위가 주최한 이 모임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의 처제 이성희가 나 

와 10·26 사태 관련자들의 근황을 보고하며 형부의 구명을 호소했고, 참석자들은 김재규 구출 재미한인 긴 

급결의문을 채택, 그의 재판을 앞으로 발족할 민주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군부독재를 끊임없이 견제해 온 연방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 

령 후보지명전에 출마하자그의 선거자금모금에 찹여하는한인들도생겨 미국정치참여로모국의 민주화에 

기여해보려는움직임이 이때 처음으로폭넓게싹렀다. 

광주 민주항쟁과 전두환 정권 

1980년 5월 22일 아침 미국신문을 받아 본 한인들 가운데는 1면에 커다랗게 실린 한장의 사진을 보고 총 

격을받은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진은한국광주에거 시민들이 군용지프와트럭에 가득타고가는사 

진인데, 트럭 앞 범퍼에 커다랗게 써 붙인 구호가 "전두환 찢어 죽여라"였기 때문이였다. 이것이 워싱턴 한 

인사회에 광주 민주항쟁이 널리 알려지게 된 첫 계기였으며, 사건이 일어난 뒤 이미 4일이나 지나서였다. 

광주의 비극이 전해지자 워싱턴에서는 5월 27일 백악관 앞에서 나연수를 비롯한 호남출신 한인들과 고세 

곤, 이홍로, 유석희, 강철은, 자철호등 150여 한인들이 데모를 벌였다. 이때의 데모를가리켜 한국대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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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 및 한국신보 등이 북한을 돕는 데모라하고 하여 다수 한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도 미주한국, 중 

앙일보, 아시안-아메리칸뉴스, 한민신보, 기독교방송 등 한인 언론기관은 이에 맞서 한국신보를 비난하며 

한인사회 정화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후 광주의 뒷소식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군부세력이 야당지도자 김대중을 내란음모의 주 

도자로 몰아 구속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 밖에는 막연한 풍문만이 전해졌다. 자연히 미국 쪽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는데 국무부의 공식논평은 김대종의 기소 내용이 덕지로 갖다 댄 것’ 이라는 강력한 것 

이었다. ‘내정간섭’ 이라는 비난을 각오한 듯 했다. 

도 연방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가 한국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내자 국무 

장관 에드민드 머스키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사태가 심각해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으로 하여금 

적극 나서도록 했다고 바로 회답한 것 등이 한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광주의 소식에 절망한 

워싱턴의 민주화세력 가운데 김웅태는분노를참을길 없어 항의의 표시로삭발을하기도하였다. 그는"당 

시 무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항의의 방법은 삭발 밖에 더 있었겠는가?”라고 암울했던 그때를 회고 

하고 있다. 민주화 인사들은 이때 미 국무부의 브리핑이 열리고 내외 인사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매일 정오 

에 국무부 앞에서 데모를 강행키로 하고 6월부터 이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 데모에 몇 사람씩 찹여했으 

나 누구나 생활도 꾸려나가야 되니 뜻과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며칠 뒤부터는 이근팔, 김응태만이 데모 

계속하여 그해 말까지 끈질기게 버렸다. 

그러나 끝내 김대중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한민통 미주본부는 이에 항의, 9월 19일 하오 백악관 앞 

라파이엣 공원에서 미국인들 10명을 포함, 50여 명이 시위했다. 여기에는 워싱턴 한인회장에 출마키로 한 

강철은과 계은순이 나란히 찹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운동권 출신이라야 된다는 비 

공식 선언을 한 셈이 되였다. 김대중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불안이 더욱 높아가 

는가운데 연방상원의원 케네디는도다시 성명을발표, "김대중에 대한사형선고는한국의 자유와민주주의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9월 18일자에 뜻밖의 기사를 보도해 김대중의 사형선고 이후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했던 

한인들을놀라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미 국무장관 머스키는 그의 보좌관들이 김대종의 사형선고에 관하여 전두환과 정면충돌을 피하려면 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건의를 받아 들여 국무부 인권국이 준비했던 강력한 내용의 성명은 발표하 

지 않기로하였다. 그 대신 머스키는우리는 깊은관심을갖고 김대종의 재판을지켜 보았는데, 이 극단적인 

판결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이다. 한국 측은 이것이 한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처지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관들은 

미국이 김대종에 대한 선고나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면 김대중이 교수형을 당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김대종은 결국 사면될 가능성이 많으며 미국망명이 허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예고한 대로 이때부터 2넌여 만에 김대중이 워성턴으로 망명한 것을 보면 이 기사는 정확한 것 

으로 미국이 김대중의 구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내용, 물론 전두환으로서는 그 대가(對價)를 미국 

측에 요구, 그것이 다음해 전두환의 백악관방문이였다. 이 밖에 미연합감리교단의 지도자들이 카터 대통령 

에게 김대중의 구명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미국의 종교계도 우려를 표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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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는가 하면, 미국의 전 유엔대사 앤드루 영이 김대중은 ‘한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미국의 흑인 민권 

지도자에 비유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였다. 당시 UPI 통신은 김대중의 판결이 파키스탄의 전 총 

리 알리 부토가 1년 반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전례를 들어 "과연 김대중이 부토의 운명을 

따를 것인가?”라고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등 김대중의 뉴스는 이미 세계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강철은환영위원회불참 

1981년 1월, 민주당의 카터가 물러나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들어섭과 동시에 미국 역사상 최 

악의 나라 망신이었던 이란의 테헤란 대사관의 미국인 인질들이 444일 만에 석방되는 등 한동안 뒤숭승했 

다. 워싱턴이 아직 새로운 정권의 분위기로 바뀌기도 전에 한국 대통령 전두환이 레이건 정권 발족 이래 제 

일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 

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워싱턴 한국대사관의 움직임은 박정권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때까 

지 한인사회에 군림해 오던 대사관이 이제는 적극 앞장서서 한인들을 설득, 대통령 방미환영위원회를 구성 

한 것이댜 위원장에는 3~6대 한인회장 최제창, 부위원장에는 20대 한인회장에 막 당선된 강철은, 총무에 

는 한인회 사무총장 장선근, 전직과 현직 실업인 협회장인 조한용과 박일호, 이 밖에 오학근, 에드워드 전, 

양동자를 환영위원으로 위촉, 한인회 관계자들을 앞장세워 전체 한인들의 대통령 환영으로 유도해 보려고 

나섰다. 환영위는 북버지니아 알링톤의 쉐라톤 호텔에 본부를 차리고 대통령 환영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직 한인회장 강철은이 ‘‘워싱턴 한인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대사관 측은 아연 실색했다. 

강철은 자신은 이미 광주학살 규탄데모에 적극 참여했었고, 어느 모로 보나 한인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가 

전두환 환영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동향을 다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환영위원으로 내정되었던 실업인협회장 박일호도 사퇴하고, 환영위원 조한용도 사퇴해버 

려 한인회 사무총장 장선근과 사무차장 권태경이 환영위의 총무와 부총무를 맡아 대사관 측을 더욱 곤경 

에빠뜨렸다. 

드디어 대통령 전두환이 1981넌 2월 1일 하오 4시 워싱턴 근교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환영위 

원희가 마련한 33대의 버스 편으로 이곳까지 가서 기다리던 한인들이 일제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환영군중들의 틈에 세워진 환영플래카드에는 "Welcome, 5천만의 지도자 전두환 대통령 각하, 재미동포환 

영위원회”라고 씌어 있었다. 

한인회장 강철은도 공항에 나가 환영위원장 최재창에 이어 전두환과 악수했다. 여기에 나온 한인들에게 

는 스카프가 선물로 안겨 졌다. 이날 공항 환영행사에서 KBS아나운서 출신인 이광재가 "만세 !”를 선창했다. 

미국의 수도워싱턴은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방문하는것이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곳으로 어 

느나라국가원수가와도그나라출신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동원되고선물까지 안겨졌다는이야기는전 

례가 드문 일로서 이때 AP통신이 전 대통령의 방미 광고비용만으로 30만 달러 이상 들었다고 비꼰 것도 위 

싱턴에서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였다. 

전두환은공항에서 바로 백악관 앞 미국 정부의 영빈관‘블레어 하우스’로 갔는데, 거기에서도한인들과 

통일교신도 등 1천여 명이 환영하였다. 그러나 백악관 앞길 건너 라파이엣 공원에서는 2백여 명의 데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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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항의 플래카드와는 정반대로 ‘광주 원흉’ 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전두환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 

였다. 데모대 가운데는 샤핑 백을 얼굴에 덮어써서 자기 얼굴을 정보부원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애 

쓰는 한인들도 였었다. 누런 종이봉투에 눈만 보이도록 두 군데를 뚫은 이 얼굴가리개는 한인들의 창작품 

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억압 받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운동기들이 워싱턴에서 데모할 때면 애용하는 것으로 

워싱턴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장면은 미국의 ABC, CBS, NBC 등 전국 방송망을 비롯하여 

여러 TV 방송기자들이 나와 취재했는데 보도진들을 상대로 전두환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준 리와 에드워드 

전이, 반대하는쪽에서는고세곤, 심기섭이 각각찬반의 의견을소개하였다. 

이날 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초청 파티는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의 모국 대통령 

환영잔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때 호텔 앞에는 삭발하고 죄수옷을 입은 김응태, 박백선 등을 비롯 

하여 신대식, 박문규, 고세곤, 이근팔, 심기섭, 서유웅, 조창구 등 약 50명의 데모대들이 늘어서 경비경찰과 

옥신각신해 가며 ‘광주학살’, ‘살인마’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항의하였다. 

이때 호텔에 들어가던 대한항공 사장 조중훈 등 전두환과 함께 온 재벌들과 대사관 직원들, 초청된 한인 

들이 데모대들에게 곤욕을 당하였다. 데모대들은 "전두환이 온다.”고 차에 달려가 피켓을 던지는 등 화풀 

이를 했으나 그것이 전두환과 많이 닮은 그의 동생 전경환으로 밝혀졌고, 전두환은 뒷문을 통해 호텔 안으 

로들어갔다. 

"약속 안 지키면 산으로 가겠다.” 

이 파티장에서 전두환은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한인들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새 

정권의 관용을 자랑했다. 이 말 끝에 전두환은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못지키면 산으로 

가겠다.”고 농담해 장내를 웃겨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다. 이날 "산으로 가겠다”고 장담했던 전두환은 

그 뒤 반정부 한인들의 모국방문 약속을 대체로 지킨 솁이었지만, 이로부터 7년 뒤 결국은 백담사가 있는 

강원도의 산으로 들어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언한 셈이 되었다. 

한편 공항의 환영행사에까지 나갔던 한인회장 강철은은 정작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장에는 나타나지 

않아 친정부 쪽에서는 그가 환영위원장 자리를 맡지 못한 데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공박하였고, 반정부 쪽 

에서는 태도가 모호하다고 양쪽의 협공을 받았다. 며칠 뒤 강철은이 폭행까지 당했다는 소식이 한인신문 

에 보도되였다. 이런 일로 워싱턴 한인회는 사무총장이 사임하는 등 분규에 휩쓸렸고, 이것이 그 뒤 모국 

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회와 한인사회 자체가 진통을 겪게 되는 이른바 ‘대통령 환영위 

파동’의 시발점이 되였다. 이때 LA나뉴욕에서는한인회가주축이 되어 대통령 환영행사를 치루었으나워 

싱턴만은 한인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절해 이것이 워싱턴의 정치적 감각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해 

석을낳게하였다. 

전두흰을 환영하는 한인들은 모국의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가 사는 워성턴에 오는데 이를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민주화세력들은 광주에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 

들을 학살하고 자유를 강탈했으며, 야당지도자 김대중을 사형까지 선고하게 한 전두환의 워싱턴 방문은 도 

저히 용납못할 일로 확신했고, 이것을두 번 다시 없는보복의 기회로보았다. 

이들에게는 새로 들어선 미국의 보수정권이 모국 전두환 정권의 들러리를 서는 것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바로 한 해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힌국문제는 이슈가 됐던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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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치 미국의 새 정부가 한국의 새 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선전에 열을 올리며 워싱턴 

에 나타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두환 방미의 배경에 관하여 ‘에반스, 노박 칼럼'을 통해 레이건 정권이 발족 전에 이미 

김대중을구명해 주는대신 전두환의 방미를약속해 이루어진 것이라고공개하였다. 레이건 정부는전임 카 

터 정부가 인권을 인류사회 전체가 지켜 나아가야 될 인간의 타고난 기본권으로 보고 ‘인권외교’ 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였던 것과는 달리, 인권을 나라마다 다른 ‘국내문제’로 풀이, 연방국회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 

는 2일 발표할 예정이던 인권보고서의 공개를 한국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는 각각 사설을 통해 김대중의 감형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권’ 

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두환은 한국을 아직도 경찰국가로 다스리고 였다며 전두환의 방미와 관련해 

레이건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난하였다. 

워싱턴의 민주화세력은 한인사회에서 상당히 기반을 잡은 교회가 한국인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다는 불만을 계속해 오다가 1980년 겨울 한국의 목요기도회를 본따 강요섭 목사의 주도로 목요기도회를 만 

들었다. 서유웅, 하경남, 고의곤, 고세곤, 임한섭, 심기섭, 김응태 등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어 이들은 1981년 8월 수도장로교회를 만들어 뉴욕에 망명해 와있던 문동환 목사를 초빙했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강연장으로 개방되어 이문영, 한완상, 이신범, 서경석, 정상 

복,이우재, 송건호 등이 이 교회에서 강연회를 갖는 등 반독재의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 널리 활용되였다. 

이때 문동환은 민주화세력을 규합,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연합'（민통)을 재건, 스스로 의장에 뽑혔 

고, 최성일이 사무총장, 미 연방하원의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이 명예의장에 추대되었다. 한편 워싱턴에는 

민통 워싱턴위원회가 결성되어 초대회장에 박문규, 부회장에 김응태가 선출되였다. 

호남향우회발족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인들의 입을 통해서 점점 더 번져 예상을 가히 넘은 

처참한 실상이 밝혀지는 데 따라 한인사회의 분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호남출신 한인 

들은 1982년 2월20일 호남향우회를 결성, 준비위원장인 나연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미 발족해 

있던 영남향우희의 회장 김종태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새로 친구가 생겨 반갑다.”고 호남향후회의 발족을 

축하하였다. 

광주 민주항쟁 배후조종자라고 지목되었던 김대중이 그해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바로 눈 앞에 두고 한 

찹 부산한 워싱턴에 돌아왔다. 공항에서의 환영인파 때문에 비상구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와 서유웅이 대기 

해 둔 차에 올라 숨을 돌린 김대중은 "이 김대중이 살아서 워싱턴에 오다니 꿈만 같다.”고 워싱턴 도착 첫 

감회를털어 놓았다. 

김대중은 워싱턴에 도착한 후 2~3주 정중동(靜中動)의 시간을 갖다가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3월 12일에는 조지워성턴대학 강당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첫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희에는 약 1200여 명 

의 한인들이 참석하였는데, 전에는보기 드문많은 인파였다. 당시만해도이 같은강연희에 참가하는데 대 

사관 측의 눈길을 의식할 정도였다. 김대중은 이날 강연회에서 "민주회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기 염을 

토해 연설시간 1시간 45분 동안에 50여 차례나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연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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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이 강연회에서 완전히 자신을 회복한듯보였다. 김대중의 영향력이 다시 한 번 나타난 것은광 

주의거 희생자 3주넌 추도식 때였다. 

호남향우회는 2대 회장 박백선과 탁병갑을 비롯하여 전원이 이 행사를 위해 전력투구,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 추모식의 안내광고는 "오월이 오면 화창한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다가 1980넌 이후에 억울 

하게 죽어간 고향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속절없이 세월이 가도 잊을 수 없는 형제 

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서럽게 지하에 누워 있는 형제들을 위해 우리들은 마지막 3년상(喪)의 의식을 갖 

기로 했습니다.”라고 시작, 한인들에게 이 모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도 추모식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아! 광주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하였다. ‘광주 학생 시민 대학살의 진상’이라는 부제가붙은 이 책에 

는 당시 구하기 힘들였던 광주의 현장사진과 일지, 목격기, 한 성직자의 증언 등을 담았고, 맨 뒤에는 광주 

사태를 계기로 유명해진 시 ‘아, 광주여, 우리 나라의 십자가여' 로 끝을 맺고 있었다. 

1983년 5월22일 일요일 밤 추도식장인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프랜시스 하몬드 고등학교 강당에는 

1200여 명의 한인들이 몰려 들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모진 수난 끝에 망명생활을 시작한 김대종의 

모습을보기 위해 나온한인들이 많았다. 이날김대중은"한국에 민주주의 정착시키는것이 바로우리의 한 

을 푸는 길’’이라고 강조했는데 추도사를 읽기 시작하면서 ‘한 많은 광주의 영령이여'하는 대목에 이르러 그 

만 목이 메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 장내가 숙연해졌다. 한완상, 문동환 목사도 나와 광주사태를 ‘학 

살’로 규정,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였다. 

특히 한인들에게 커다란충격을준것은광주현장의 비디오와 16밀리 기록영화를상영할때였다. 김대중 

자신이 "생전 처음 눈물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이미 강연 때부터 가독이나 분위기가 격양된 데다가 뒤이 

어 바로 그 현장사진을 보게 되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 긴 한숨소리, 분을 참으려는 신음소리 등등, 동 

포들이 같은 동포들에게 당하는 생생한 모습, 아니 그보다도 인간의 존업성을 짓밟는 다른 인간의 잔학성에 

한결같은분노가강당안을온통휩쓸었다. 단합이 어려운한인사회가이때만은한덩어리였다. 

아울러 이 추모행사를 주최한 워싱턴 호남향우회는 이때부터 명실공히 민주화세력의 지지세력으로 자리 

굳혔고, 김대중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 워싱턴 대사 

관의 해군무관보좌관, 21대 한인회장을지낸조한용과그의 인맥은김대중후원에 적극적인 것으로알려졌 

는데, 이 밖에도남모르게 적지 않은한인들이 김대중을지원, 간접적으로모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또한김응태와부인 이재정은광주의거 당시 일본과독일기자들이 찍은필름을구입, 편집하여 30분짜리 

비디오 "오! 광주여" 약 300개를 만들어 보급하여 그날의 참상을 한층 더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김대중은 

워싱턴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 전국 순회연설에 나서 한인들과 미국 유력인사들에게 한국의 민주화를 역설 

하였다. 1983넌 2월 27일 뉴욕의 퀸즈대학에서 시작하여 6월 25일 시카고대학까지 미국의 동부 끝에서 중부 

와 서부 끝까지 골고루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찾았고, 하바드, UCLA 등 명문대학도 순방하였다. 이때 모 

국에서 도다른야당의 기수김영삼이 단식투쟁을오랫동안계속하자 1983년 5월 김대중은워싱턴에서 서울 

상도동 김영삼의 자택으로 격려진문을 보내고 성명을 발표, 미국의 독재정권 지지를 비난했고, 민통연합의 

문동환, 민통 워싱턴위원장 박문규, 민주회의 대표 김석남 등이 단식투쟁지원 워싱턴대책위를 발족시켰다. 

또 김대중은 1983년 8월 인권문제연구소를 차려 자신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김대중은 민주화활동외에도 에모리대학의 명예박사학위, 하바드대학연수등한국의 정치인으로서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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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도 다재로운 활동을 벌인 뒤 미국 망명 2년 1개월이 지난 1985년 2월 8일 워싱턴 내셔날 공항에서 많 

은한인들이 피켓을들고환송하는 가운데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필리핀의 상원의원인 아키노가 미국에 망 

명해 있다가 모국에 귀국하면서 마닐라공항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배후 조종으로 총에 맞아 숨진 국제적 

인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다가 전두환 정권이 김대종이 귀국하면 당장구속한다고 업포를놓아귀 

국을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미국 언론도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흔들리지 않 

았댜 만일의 사태를 위해 2명의 미 연방국회의원들이 김대중과 함께 서울로 갔고, 미국과 일본의 기자들이 

많이 동행하여 그의 귀국은 또 한 번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 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숨은 공로자 최성일 

미국 안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 전략 전술 양면에서 때로는 막후 때로는 정면에 

서 때로는 이론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 행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현신하다 세상을 떠난 한 사 

람의 이름과 그의 숨은 공적을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이름은 최성일이다. 

그는 서울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도미, 캔사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1971년)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사립명문 제네바(Geneva College)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모국의 민주화를 

돕는 일에 뛰어들어 한국의 인권상황, 노사문제, 정치상황, 한국정부정보기관의 미국내 공작실상등을미 

국 정 계, 언론, 학계, 연구기관에 알려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실상을 바로 알도록 하였다. 또한 그가 사무총 

장 겸 편집인으로 있었던 미주 한민통의 정기 간행물을 통해 도는 성명서를 통해 혹은 언론과의 회견 또는 

기고를 통해 때로는 직접 시위에 참가 행동하는 지성, 언행일치의 민주투사로서 한국 민주주의 쟁취에 침 

병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과는 숙명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982년 12월 김대중이 이른 

바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되어 신병치료라는 형식으로 전두환 정권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되어 워싱턴 내셔 

날(현 레이건 내셔날) 공항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김대중이 1985년 초 귀국할 때와 그 이후 최성일이 이 세 

상을 떠날 때까지 불가분의 인연을 맺게 된다. 

김대종과 그의 가족의 워싱턴 거주 시부터 이후 김대중이 하바드대학교 펠로우(fellow)로서 캠브리지에 

서 연구생활을 할 때까지 최성일은 가정과 자기 몸을 돌봄이 없이 취침 시간만 제외하고는 김대중과 함께 

기거하면서 김대중의 연구와 저술을 도왔다. 그는 당시 김대중의 입, 두뇌, 팔 다리의 역할을 총실히 수행 

했다. 김대중의 역작인 ‘대중 경제론"의 영역은 전적으로 최성일의 각고 끝에 탈고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1985년 김대중이 귀국하고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국이 드디어 민주주주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시기, 최성 

일은 그간 떠나 있었던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 정치학 분야의 학자로 명강의의 명교수로서 학계에 이바지하 

다 1991년 후두암으로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 5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당시 유족으로는 한국이 낳은 명배우인 원로영화인 김신재 여사(권사), 부인, 2녀(모나, 미미), 아들 제이 

슨과 누이동생 한 분이다〔최성일 교수의 부친은 초창기 한국 영화의 거목 최인규 감독(6·25 사변 때 납북)이 

며, 모친은 앞에서 언급한 원로영화인 김신재 여사]. 

전두환의 2차방문 

전두환은 임기를 절반 이상 넘긴 1985년 5월 25일 두 번째로 워성턴을 방문하였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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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영식장에는 워싱턴 환영위원장 송제경, 한인회장 계은순, 평통워싱턴지역위원장 마종인 등이 나가 대 

통령과 악수했다. 이에 앞서 호남출신이자 현직 한인회장인 계은순은 대통령의 1차 방문 때와는 달리 자신 

이 환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 한인들의 투표 끝에 근소한 차이로 송제경에 밀렸고, 이원상 목사, 박석규 

목사, 전 한인회장 박규훈,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자철호 등은 본인들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영위 

의 위원으로 발표되었다고 항의하는 등 이때도 워싱턴 한인사회는 대통령 환영위 문제로 또 한 차례 소동 

을겪었다 

대통령은 바로 헬리콥터 편으로 워성턴 마뉴먼트 광장으로 옮겼다. 여기에서 숙소인 한국대사관저로 향 

하는 길 주변에는 환영과 반대파의 한인들이 늘어섰는데, 데모를 하던 조창구가 대통령이 탄 자동차 앞으 

로 끼어들고 박백선이 도로에 뛰어들려다가 경호원과 시비 끝에 경찰에 연행되어 10달러의 벌금을 물고 나 

왔다. 

다음날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백악관 앞은 아침 9시부터 또다시 한인들의 찬반시비로 소란했다. 백악 

관 앞 펜실베니아가를 사이에 두고 백악관 쪽에는 친정부파가, 길 건너 라파이엣 공원에는 반정부파가 각 

각 자리를 잡고 마주셨다. 백악관 쪽 친정부파는 "환영 한미정상회담, NEW HISTORY M꼬IBR'’라고 쓴 피 

켓을 내걸었으나 일부는 이를 버티는 기둥의 규격이 틀렸다고 경찰의 저지를 받은 반면, 길 건너 반정부 

파는 워싱턴의 데모에는 이미 이력이 난 터이어서 기마경찰의 집종적인 감시만 받을 뿐 ‘광주’, ‘정치법 석 

방’이라고 쓴 피켓은 모든 것이 규정대로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들이 입고 나온 셔츠에는 핏자국도 선 

명하게 ‘광주’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길을 건너와 사진을 찍는 청와대 경호원들과 충돌 직전에 이르기 

도하였다. 

이날 하오 워싱턴 DC 14가의 내셔날 프레스센터 옆 메리옷 호텔에서 열린 한인 환영만찬장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비난이 퍼부어졌다. 한 한국여인이 청와대 경호원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만찬 

장에 들어가던 한인들이 심한 야유를 받고 쩔쩔매며 피하는 둥 한인사회 자체 내의 분규도 한결 심해졌다. 

전두환이 워싱턴을 떠나는 27일 워싱턴 마뉴먼트 앞광장에서는또다시 조창구와박백선이 길을 건너가려 

다가 경찰의 저지를 받고 조창구가 횟김에 길바닥에 드러 누워버렸다. 

이 방문 때 주미대사 류병현과 공사 손장래는 광주진상조사 촉구위원회의 탁병갑, 박원식, 홍오균 등을 

전두환을 수행한 민정당충재 비서실장 이영일과 만나도록 주선해 광주사태 이후 크게 높아진 한인사회의 

반발을 누그려뜨려 보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광주사태 진상규명 촉구위원회(위원장 탁병갑)는 한인들로부 

터 ‘광주위령탑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3,000불을 광주에서 결성된 ‘5월 광주민중혁명 희생자위령 

탑 건립 및 기넘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에 보내달라고 미주 한국일보에 맡겼다. 

김대종은 귀국 후 야당인시들이 총망라된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공동의장이 되었는데, 이 모임의 공동의 

장이자한국민주화운동의 또한사람의 기수김영삼이 그해 워싱턴을방문, 김석남, 박문규, 고세곤등이 앞 

장서 그를 맞았고, 김영삼은북버지니아 펄스처치고등학교 강당에서 10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한 

국의 민주화를 역설하였다. 이때를 계기로 워싱턴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굳힌 김대중계에 비하면 작 

은 규모나마 김영삼계가 워싱턴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였다. 

정권의 출범 때부터 정통성 문제로 고민해 온 제 5공화국은 1987년 3월 17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주미대 

사관 공보관장 박영길의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군에서 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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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의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신분인 미국의 아이젠하 

워 대통령도 군사정부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보내자 이 신문은 

3월 30일자에 "Democratic Korea?”라는 제목 아래 실었는데, 이 글은 "쿠데타로 집권한한국의 장군들을 아 

이젠하워 대통령에 비교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는 내용이었다. 

노태우의 6·29 선언 

전두환이 약속했던 7년의 단임 임기가종말에 가까와오고한국에서 정치가다시 활개를 펴게 되면서 개 

현론이 대두되었다. 워싱턴에서도 이것이 또다시 정권의 연장을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민주 

화세력들간에 점점 더 높아갔다. 이러한우려를표명하기 위하여 고응표, 이도영, 조한용등 3명의 전 워 

싱턴 한인회장들은 공동으로 대표위원이 되어 1986년 6월 27일 북버지니아 알링톤의 우래옥에서 조국민주 

화촉구 워싱턴위원희를 결성, 전두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 이 메시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 

부의 독재’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곳의 언론을 대했을 때 우리만이 미개된 세계 속에서 흘러 들어온 초라한 

민족이어야만 하는 것 같은 비굴함을 느껴야만 합니다.”라고 전제하고 "개헌으로 정쟁이나 도 하나의 새로 

운 불합리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기만만이 꾀해진다면 지난날의 아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며 히늘의 

진노와 국민의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회선언문을 통하여 이것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권의지에 찹여하기 위한 정치적 후원 

단체가 아님을 밝혀 둔다.”라고 하면서 ‘‘워싱턴 한인의 순수한 염원을 결집하여 조국 민주화촉구에 미력이 

나마 이바지해 보려는 민족적 사명감’’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워싱턴 한인들은 많은 모국의 재야 정치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모국의 정치인들도 워싱턴 한인들의 지원을 바라 새해가 되면 이들도 한인들에게 카드를 보내는 것이 관례 

처럼 되어 이미 워싱턴한인사회의 민주화세력들끼리도모국정치의 파벌을가리는풍조가서서히 일기 시 

작하였다. 이에 앞서 1986년 5월 31일 하오 5시 백악관 앞 라파이엣 공원에서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톤 토론토, 볼티모어 등의 24개 모국 민주화단체 주최로 대규모 ‘5월 민주화 대행진’을 벌였다. 이 대회 

는 한국정부가 4·13 조치를 발표하자 다시 ‘군사독재의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미 동북부지역 

의 민주화단체가총궐기했는데, 이들이 만든 ‘27년군사독재 종식을위한 5월 민주화대행진’이라는팜플랫 

에는 "조국이 민주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독재정권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 위 

한 민주화 대행진을 벌임으로써 재미한인들의 ‘피플 파워'를 보여 줍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가 

르쳐 주기 위해서도 만사를 제치고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갑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김영삼통일민주당총재는이 행진을격려하기 위하여 격려사를보내왔는데, 그는여기에서 “이역 

만리 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면서 항상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며 민주화 

갈망하고 계시는 애국동포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그 

토록 열망하는 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애국동포 여러분의 민주화 투쟁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였다. 

1987년이 되면서 전두환이 후임 대통령문제로 어떤 형태로라도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접점 다가올수록 한 

국에서는 민주화 데모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때 노태우를 앞세워 전두환 정권이 내놓은 카드가 ‘6·29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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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었다. 

인권문제 연구소와 민족문제 연구소 

6·29선언으로 "전두환의 뒤를 이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또다시 한반도 전체가 정치의 열풍에 휩 

쓸리자 워싱턴의 민주화 세력도 이번 기회야말로 4반세기의 군부독재를 완전히 끝장낼 절대적인 기회라며 

들뜨기 시작하였다. 군부독재의 종식이라는 같은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이들은 인권문제연구소를 구심점으 

로 한 김대중계와 민족문제연구소를 앞세운 김영삼계로 그 성분이 분류되었다. 김대중, 김영삼의 지지세력 

은 1987년 12월에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노태우와 야당의 김 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이른바 

‘1노 3김'이 대결하는 선거전에 각기 자기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 가서 장기간 머물며 선거전에 

열을 올렸다. 민주화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상대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대 한인회장 강철은, 21대 한인회장 조한용 등 모국의 정치바람이 워싱턴 한인사회에 커 

다란 영향을 미쳤을 때의 한인회장 2명이 귀국, 모국정치의 문을 두드렸다.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1987년 9월, 전두환이 지명한 여당후보 노태우가 워싱턴에 왔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을 찾아가 만난 것이 ‘출마 인사’라고 뒷말이 무성했다. 여하간 전례가 없는 일이였다. 노태우는 이 

때 워싱턴 DC 14가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 연설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수행한 현홍주가 한인시위대의 항의 

에 휘말려 곤욕을 치루었다. 

5공 청문회가 열리고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변하는 등 모국 정치정세의 이처럼 커다란 변화는 그 

것이 바로 미주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노태우가 워싱턴을 방문해 파티장에 나타나면 그와 가 

까이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였다. 전두환의 워싱턴 방문 때면 워싱턴 한인회장의 거취(去就)가 한인들의 입 

에 오르내리더니 24대 한인회장 오석봉은 워성턴을 방문한 모국대통령 노태우를 여러 번 환영해도 말썽은 

커녕 일부 한인단체장들이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군사독재에서 문민정부로 

모국에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문민대통령 김영삼이 등장한것은워싱턴한인사회로서는박정희의 3선 

개헌 저지운동부터 시작하여 장장 4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해외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페이지를 뜻했다. 

김영삼은산더미처럼 떠맡게 된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최우선 과제로‘깨끗한사회’를 내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부패’를 한국병으로 규정해 그 치료에 나섰다. 

김영삼이 취임 9개월 만인 1993년 11월 21일 워싱턴을 방문, 23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백악관의 북문 

을 들어설 때 그 앞길에 늘어선 한인들은 모두 ‘친정부' 일 뿐, 백악관 쪽은 ‘친정부’, 길 건너 라파이엣 공원 

쪽은 ‘반정부’ 이던 지난날의 지정석은 그 흔적마저 없어졌다. 그가 만난 미국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된 새 정권이라는 점은 13년 전 전두환의 백악관 첫 방문과 비슷했으나 회담의 성격이나 내용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여러 한인들이 앞을 다투어 환영일색의 신문광고를 낸 

것은모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 환영 리솁션장에서 워싱턴한인회장 정세권이 환영사를 하고 헤드데이블에 들어가자 김 

창근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과남상돈북버지니아한인회장이 정세권을뒤따르다경호원들에게 저지(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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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를 당했다. 이에 화가 난 두사람은 대통령이 리솁션장을 떠나자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소 

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후 이들은 대사관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평통직을 사퇴하였다. 

한국대사관은 문민정부답게 환영한다고 과거와 같은 한인들의 환영위원회조차 만들지 않았다. 21일의 모 

국대통령 환영 연에서 김 영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으로 한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야 

당생활로 고생하던 시절 워싱턴 한인들이 보내준 지원에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으로 구성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미 

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고 여 

러분의 가족을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재미한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모국의 독립’이었으며, 해방 후 재미한인들의 염원은 ‘모국의 

민주화'였다. 20세기 전반에 망국의 한을 안고 미국에 살았던 실향민의 선배들이 ‘모국의 독립’에 기여해 그 

한을 풀었던 것처럼 20세기 말에 워싱턴에 산 한인들이 스스로 ‘모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찹 

석했던 것이 모국대통령의 환영회였다. 

6. 모국통일운동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두고 온 모국에 대하여 앞으로 기여할 일이 였다면 모국의 통일을 돕는 일일 것 

이다. 그러나 6·25 동란 이후 생성된 냉전체제의 경직성으로 남과 북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워싱턴 한인 

들의 통일운동은 큰 제약을 받아 왔다. 통일문제에 대한 거론은 당국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왔고, 일부 친북 

성향으로 지칭되는 한인들이 한인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간혹 거론했었으나, 그 결과는 곧 한인사회에서 고 

립되는 것이었다. 냉전체제의 슬픈 유산이었다. 

따라서 워싱턴에는 통일운동다운 통일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상 

적인 관찰에 불과하다고할수 있다. 워싱턴 한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현실적인 제약에도불구하고 여 

러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인사회 초기에 통일운동에 정열을 쏟은 김용중의 활약 

과 근래의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들(이하 평통),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표방한 통일단체 및 

인시들의 활동을 간추리고 친인척을 만나기 위한 방북문제도 인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통일운동의 일환으 

로파악하고자한다.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 

김용중은 1898년 충남 금산(당시 전북)에서 태어난 후 중국 상해를 거쳐 1917년 미국에 들어와 하바드, 

콜롬비아,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수학하였다. 

김용중은 1943년 3월 조선의 실정을 소개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영자 월간지 ‘The Voice of 

Korea’를 창간하고, 그 발행기관으로 조선문제연구소(The Korean Affairs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이와 함 

께 이 무렵 같은 이름의 라디오방송국을 세워 하루에 3~4시간씩 방송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세 

계 민족간에 조선의 이상과목표, 희망을 전달하여 상호 이해하도록하며 우의를창조하는 것”이란 발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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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창간되어 1960년대 초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발행된 월간 ‘The Voice of Korea’는 언론인으로 

서의 활동은물론, 강렬한독립의지, 외세의 간섭 없이 남과북이 하나가되어야한다는통일관등그의 생 

애와 업적을 어렵풋이나마 짚어볼 수 있는 귀종한 자료이다. 

1960년대는 그의 생애에서 통일의지가 절정에 다다른 연대로 기록될 만하다. 1961넌 1월 14일과 19일, 김 

용중은 김일성 주석이 1960년에 ‘남북조선연방제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남한의 장면 총리와 북한의 김일 

성 주석 앞으로 자신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담은 공개서한을 측근을 통해 보내었다. 

이 제안의 골자는 남북한 간의 연락부설치, 중립국에서의 남북회담 개최, 자유 총선거에 의한 제헌국회 

창설과 전한국정부 수랍 유엔과 인접국가들이 보장하는 종립국가 협정체결 등으로 전문은 ‘The Voice of 

Korea' 206호(1961년 1,2월 합본호)에 실려 있다. 고는 또 1964년 12월 12일과 1966년 11월 12일 자신의 종럽 

화 통일방안을 더욱 발전시긴 제안을 남북한 수뇌들에게 다시 보내어 통일논의를 촉구한다. 1964년에 남북 

지도자에게 보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들 자신의 손에 달려 였으며, 우리 한인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 

와 난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외부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 일을 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북한 쪽의 답신을 ‘The Voice of Korea' 등에 공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고 정당한 일임을 나타내고 

자 하였다. 김용중은 1972년 조국평화통일 재미촉진위원회 의장을 맡아 임창영, 강용홀, 전규홍, 주영한 등 

재미원로인사들과 통일운동에 나선 후 1976넌 켈리포니아 리들리에 은둔, 침묵상태에 들어갔다. 

70대 노구의 통일운동가 김용중은 북으로부터는 ‘수정주의자’, 남이나 한인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로부 

터는 ‘친북주의자’로 공격당하는 개인적 고통보다 자신의 통일의지가 관철되지 못한 상황에 ‘외로옴’을 더 

질게 느꼈을 지도 모른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전두환의 제 5공화국은발족과동시에 미주한인들에 대하여 박정권때의 협박과는정반대로 회유책을쓰 

려는 것이 여러모로 나타났다. 당시까지의 이승만, 박정희의 두 정권이 다같이 미국에 견제당하지 않으려고 

애써온 흔적을 남겼던 것과는 달리 전두환은 당시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미의 풍조가 날로 번져 

가는 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친미의 경향이 질었다. 더욱이 발족부터 정통성이 문제시되어 미국의 지지가 

시급하여 박 정권 때처럼 도다시 미주 한인들을 협박할 수 없게 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한새로운움직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한인들을평화통일 자문회의(평통)의 위원으로 임명한 

일이다. 한국정부의 헌법기관인 평통에 한국의 해외 거주자까지 포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나 한인들이 사는 

나라에서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설립취지를 앞세워 해 

외한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밀어 붙였다. 

그러나 이 기관은 한국에서 창설 당시 전두흰을- 대통령으로 뽑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을 당연 

직 위원으로 흡수하는 바람에 그 뒤에도 계속 제 5공화국의 체제를 지키는 기관으로. 또는 한국정부의 해외 

한인들의 회유책으로 인식되어 많은 한인들의 거부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흡을 안고 출발하였다. 군사정권 

의 연장에불만을품은민주화세력이 해외에서 처음으로한인들을포섭하는이 정부기구를가리켜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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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앞잡이’로 몰아 세운 것도 당연한 추세였다. 

한인사회의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자들가운데 평통위원인 인사들은출마와동시에 평통을사임한 

다는 발표부터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평통에 관심이 없던 한인들은 이러한 사임발표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도 평통위원이였던가?"하며 비아냥거리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는 이처럼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통회의 참석차 한국에 초대되는 일 

이 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임명장이 전달되자모국의 정치나관직 등에 관심이 많은 일부한인들사 

이에서는 이 평통직의 위력이 차츰차츰 번져 이들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대사관은 점점 더 권위를 높였고, 

자연히 평통위원들이 전두환정권의 체제보호에 방패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한 때 평통의 존폐문제가 거론되였었으나 당연직 위원들을 통일주 

체국민회의 대의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로 바꾸고, 해외평통위원들은 그대로 존속되였다.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 그런대로 조용했던 평통인선이 한국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11기 회장 김영진과 강남종 북 

버지니아한인회장, 손순희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장, 김영근 워싱턴 한인연합회장등은‘민주평통 워성턴 

협의회 회장 인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2003넌 7월 21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서 ‘친북인사인 모씨가 평통회장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친북인사로 매도 

된 위원들은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한동안 언론을 통한 공방전이 오갔다. 

이런 와중에서 모국정부는 김응태 (66)를 워싱턴 회장으로 임명했다. 11기 평통회장으로 임명된 김응태는 

1969년 워싱턴지역으로 이민 와 줄곧 이곳에서 살아온 올드 타이머로 워싱턴한인사회에서는 반독재, 민주 

화투쟁을 일관한 인물 가운데 1인으로 통하고 있다. 72년 ‘워싱턴 희망의 소리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며 동포들에게 유신정권을 비판하는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재미광주민주항쟁 기념사업회장(83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워싱턴한인연합회 부회장, 북버지니아한인회 이사장(1999~2000년)을 맡아 한인사회활 

동도 활발히 했으며 본국의 양심수들을 돕는 사마리아선교회 회장(1990년)으로 일하기도 했다. 현재는 메 

릴랜드 실버스프링의 조지아 애비뉴 부근에서 패스트 푸드점 파파이스 체인점을 운영하고 였다. 국민대학 

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이따금심심치 않게 일어나는평통과평통위원과회장 인선을둘러싼논쟁 도는구설에 관하여 짚고넘어 

가야 할 점은, 과거 흔히들 정권에 상관없이 친정부 인사들로 알려진 인시들이 계속해서 평통위원이 되고 회 

장직 등을맡아온현상이 비평과비난의 대상이 된 점은이미 위에서 언급이 되었으나, 이른바민주화운동 

에 참여했던 인시들이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속했던 인권문제연구소나, 민족문제연구소, 구국향 

군 등 단체들과 김영삼, 김대중 등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줄곧 평통은 정권의 ‘들러리’라고 주장하고 무용 

론(無用論)을 펴오다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평통 무용론을 외치던 사람들이 평통 

위원들이 되고 지역 평통의 회장으로 임명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비판적 

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회장 선임(임명)의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명실공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는 민주평통 회장의 탄생을 보기를 다수의 한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역대 워싱턴 평통회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기 (1983~1985) 회장 마종인 30명 

2기 (1985~1987) 회장 마종인 30명 

워싱턴지역 한인사 一 149 



3기 (1987~1989) 회장 박호설 42명 

4기 (1989~1991) 회장 박호설 42명 

5기 (1991~1993) 회장 오학근 39명 

6기 (1993~1995) 회장 이완수 40명 

7기 (1995~1997) 회장 이완수 82명 

8기 (1997~1999) 회장 이종연 86명 

9기 (1999~2001) 회장 최병근 109명 

10기 (2001~2003) 회장 김영진 101명 

11기 (2003~2005) 회장 김웅태 102명 

12기 (2005~ ) 회장 이용진 83명 

80년대 이후의 통일운동 

워싱턴지역 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조직운동은 1984년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과 한겨레미주운동 

연합이 주관하여 워싱턴 DC에 한겨레 미주홍보원을창립하면서부터라고볼수 있다. 

1985년 당시 워싱턴지역에는 한국의 정치지도자 김대중을 지원하며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해오던 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연합(이하 민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통일운동에 있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 

고 도한 외세(특히 주한미군)와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당시 통일운동 단체들과는 상당한 거 리 

감이존재했었다. 

1984년 한겨례미주홍보원과 한청련의 등장은 워싱턴 지역에 조직적인 통일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그동안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전넘하던 단체들은 쇠퇴의 길을 걸었고 지역 

청넌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7년 지역 청년들을 종심으로 워싱턴청넌 

연합이 당시 북버지니아한인회가 센터로 사용하고 있던 학교 강당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통일과 완성되지 못한 한국의 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 단체는 산하에 아리 

랑 문화패를 두고 1987년부터 워싱턴 지역의 통일, 민주화운동 활동을 하다 1992년 해체되었다. 그 후 일 

부 회원들과 지역 고등학생(애난데일 H.S.）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 6월 우리문화나눔터를 결성하게 된다. 

1993년은 한반도의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가담 활동했던 목사그룹과 통일운동에 적극적이 

였던 인시들을 중심으로 미주동포전국협회(이하 NAKA)가 1993넌 결성되었다. 초대회장에는 이승만 목사 

이고 현 회장은 LA지역의 조동설이다. NAKA는 전국적으로 이사들을 구성하여 네트웍을 만들고 동포사회 

의 권익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해오는 단체이다. 도한 NAKA는 이와 같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진 

행하기 위하여 미 정치계와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 현재 VA지역의 Fairfax City에 

센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NAKA는 매년 2~3차례 연방 국회를 방문하여 한반도 문제를 알리고 국회 내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있으며 웹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미국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 

지는 미국인들을 종심으로 조직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넌 7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가 만들어 져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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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같은 시기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이하 동포회의)가 1993년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워싱턴민족운동연합),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활동하던 각 

지역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효과적인 민족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후 워싱턴 지 

역에서 활동하던 우리문화나눔터와 워싱턴민족운동연합, 볼티모어 겨레사랑청년모임이 연대하여 1996년 

통일맞이 워싱턴모임을 결성하여 통일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였다. 

동포회의는 1999년 연합체 형식의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이하 자주연합, 의장 이행우)으로 재창립하여 

지금까지 미주지역의 통일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워싱턴지역에도 워성턴 민족운동연합으로 동포회의에 

참여하였던 인시들이 다시 자주연합 워싱턴지부로 재결집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한반도에서의 자 

주적인 나라, 민주적인 정부, 통일된 조국을 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주 연합은 2003년 7월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백악관 앞 자주평화대회를 위시하여 미주 

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각종 시위와 집회를 주도하였다. 또한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 미 

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참여한 인시들괴- 함께 백악관 앞 항 

의시위와 미 국회 항의 방문등활동을 펼치기도하였다. 

우리문화 나눔터, 볼티모어 풍물패 ‘한 판' 등은 문화운동단체로서 한국의 풍물을 계승, 발전, 전수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목표로 민족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타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통일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 공 

동선언을 계기로 2001년 4월 워싱턴 지역에서도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회(상임대표 신필영, 공동 

대표 임창현, 조창구)가 결성되었다. 

2001넌 4월 ‘워싱턴한인연합회'사무실에서 결성된 이 단체는 같은 해 5월 뉴욕에서 타 지역의 유사한 단 

체들과 함께 ‘6·15 공동선언실현 재미동포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신필영 전미주총연회장, 뉴욕의 

문동환 목사, LA 관음사 주지 김도안 스님을 3인 공동의장으로 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6·15 위원회 

는 2001년 6월 6·15 공동선언 한 돌 통일축전을 애난데일 노바대학 내 Cultural Center에서 개최하였으며 

2002년 6·15 재미동포협의회 차원의 대표단을 금강산에서 개최한 6·15 제2돌 통일축전 민족공동행사에 파 

견하기도하였다. 

또한 자체 기관지 "통일시대”를 발간하고 있다.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먼저 3가 

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였다. 그 첫째가 통일의 원칙이다. 두 번째가 통일 방법, 세 번째가 통일의 주 

체이다. 통일의 원칙은 남북 7·4 공동선언에 나오는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고 통 

일의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쪽의 연 

합제와북쪽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가통일로 가는가장가능한방법이라 인정되고 있다. 또한주체는남북 

해외의 8,000만 전 민족이 똑같은 민족통일의 주체이며 따라서 통일운동은 남·북한 , 해외 모든 민족구성원 

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의 통일운동은 결코 미주 전체의 통일운동 역사와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일운 

동의 주도세력들이 전국적인 네트웍을가지고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관계 속에서 지역 통일운동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또한이러한단체들은미국내 진보적인운동단체와그리고타민족운동단체들과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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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반전, 반핵, 반제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이 

러한활동은한반도문제에 있어 국제적 연대라는긍정적인효과도만들어내고 있다. 최근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위의 단체들은 워싱턴 지역 유학생들과 연대하여 2004년 3월 ‘탄핵무 

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워싱턴 공동행동’(대표 김만식, 이나영, 서혁교)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3차에 걸쳐 탄핵무효 촛불 문화제 (1차는 대사관 앞 2~3차는 애난데일 중심가)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워싱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정치문제를 버지니아 지역 한인타운인 애난데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부 동포사회 내의 비판적인 평가(한국 정치문제에 관여한다는)도 있었지만 지역 

동포들에게 낙후된 한국 정치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워성턴 지역 통일운동은 현 시기 다양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민족의 분단역사와 함께 진행해 왔고 도 앞 

으로도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이재수 제공) 

북한돕기 운동 

북한의 기아 현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0넌대 중반부터 미주한인사회는 북한돕기에 적극 나섰다. 북한 

돕기는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라는차원에서 제2의 통일운동이라볼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워싱턴―볼티모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3월 1일 설립됐다. 이후 2넌 동안 서로돕기에서는 

975,966달러를 모금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 서로돕기는 미주 전체 규모로 조직됐 

는데 96년 이후 5년 동안에 총 4600만 달러 어치의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에 보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북한돕기에 참여했다. 

유진 벨 재단 

스티브 린턴 회장(52,한국명 인세빈)은 매년 4~5차례 북한을 찾는다. 체류기간은 매번 약 2주, 이 기간 

에 그는 북한 곳곳에서 운영 되는 제3요양소, 즉 결핵요양소 30개 이상을 방문한다. 그동안 환자들은 좀 차 

보이는지, 결핵약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의료기기가 아직은 쓸 만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그 

에게 맡겨진몫이다. 

유진벨 재단이 지원하는 요양소는 4개. 약 100명 수용가능한 요양소 하나를 지원하려면 3만 7천 달러 상 

당의 결핵치료약과 의료기기, 농작기 등 기본 패키지를 구입해야 하며 후원자로 연결된 후에는 매 6개월마 

다 1만 2천5백 달러 분량의 후속지원 기트를 구입해야 한다. 재단은 97년부터 이동 X레이 검진 차량 16대, 

V데이 촬영 등모두 260억여 원상당의 의약품과농기구를북한내 결핵요양소에 지원했다. 

한인방북 

워싱턴의 한인들 중 제일 먼저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 본 사람은 고영일(바디샵 경영)로 여겨진 

다. 고영일은 1979년 4월 28일 평양에서 어머니 이정화, 누나 고려행과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이는 고영일 

이 9살 때인 1950넌 어머니와 누나와 헤어진 후 29년 만의 해후였다. 고영일은 당시 영주권 소지자로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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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린 제35회 국제탁구대회에 참석한 미국팀의 통역으로 평양에 갔었다. 

고영일 이후 80년대 초에는 언론인 남상천이 북한을 다녀 왔고 1985년 9월에는 탁재현(리커스토아 경영)이 

형님과 누나를 만나기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 90넌대 들어 북한돕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인 방북은 늘 

어났고 94년 사망한 김일성 북한 주석의 매년 생일에는 워싱턴에서만 5~10여 명이 참석해왔다. 최근에는 

이산가족 재회사업상 북한을 찾는 동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7. 뿌리교육의 대두 

뿌리의식의 형성 

소수민족 언어와 문화 전통을 가르치고 유지시키기 위한 소수민족 학교들이 미국에 세워진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미국의 주류사회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 많은 세월을 

두고 그 소수민족 자체 속에서만 활동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 언어학교들이 미국 주 

류사회의 학자들에게도 별 관심을 얻지 못한 재 지내 오다가 1960년대에 있었던 여러가지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정책 변화와 환경 변화로 그 여건이 달라지게 되었다. 

미국에 현존하는 소수민족 학교의 수는 1989년 현재 6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50개의 서로 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재미 한글학교의 현황으로는 1993년 통계로 660개에 

달하며 43,000명의 학생과 5,100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2003년 Washington지역의 경우 약 70개의 학 

교에 3,500명의 학생과 400명의 교사들이 활동하고 였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기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한인단체 도는 개인 

이나 학교 운영이사회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였다. 시설물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교회 건물이나 공·사립학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주말학교의 경우가 가장 초보적 인 단계의 소수민족학교에 해당하며 , 주로 토요일 오 

전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 그리고교과내용으로는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예체능등으로되어 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그 어느 민족의 경우든지 그 소수민족이 믿는 종교기관과 그 소수민족 

의 언어학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의 뿌리의식을 지니게 하는 데는 그 민족의 

종교와언어가가장큰구실을하고 있어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등을국교로하는나라들은그나 

라의 문화 전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교의식에 그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더욱 자기 언 

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종교가 바로 그들의 

문화 전통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뿌리를 지니는 데 언어는 필수적으 

로따르게 되어 였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좀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즉, 전통문화가 유교, 불교 등 동양적인 것이었 

는데, 근래에 와서 한국민족의 주된 종교가 기독교로 바뀜에 따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구 기독교문화 사 

이에 많은 상충을 가져 오고 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민족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재미 한인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한 

인교회들이 한국민족의 문화 전통에 대한 뿌리의식을 도외시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는 거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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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을 일으킬 경우 한국민족은 주체성 도는 정체성 (Identity)을 지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결국 뿌리 없는 유랑민으로서 이 땅에서 유랑하다가 다른 민족에 흡수되거나 도는 사라져버 

릴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워싱턴 최초의 한국학교 

워싱턴지역에서는 1970년 6월20일 워싱턴 한글학교가 주미 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워싱턴 DC N.E. 에 

있는 트리니티칼리지의 시설을 빌려서 탄생하게 되었다. 첫 워싱턴 한글학교의 교장에는 강성익(대사관 교 

육관), 교사에는이경애, 원인숙, 김호길, 김영희, 준 리 등이었고국어, 역사, 사회, 음악, 태권도및 무용등 

올 가르쳤으며, 6~15세까지의 어린이들 120명이 나왔다. 워싱턴의 한글학교는 김호길, 노진환, 오학근 둥 

이 발기의 주축이 되었고 장극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워싱턴 한글학교는 1975년 5월에 재미 한국인 자녀교육 심포지 업을 메릴랜드대학에서 열었는데 주제 발 

표와 토론에는 김웅수, 문원택, 부성래, 장선녀, 강호석, 강경구, 이동녕, 한기현, 김병서, 신태민, 박봉남, 

김현칠, 왕영수, 김호길, 허병열, 김경열 등 당시 한인사회의 대표적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1970년대 한인 이 민의 급속한 증가와 한인학교의 증가에 따라 교회 부설 한글학교가 우후죽순처 럼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에 4개 교였던 한글학교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0개 교로 늘어났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병행하여 한글교육이 이루어짐에 따 

라서 인적자원의 부족, 장소의 불편 등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던 한글학교를 워싱턴 한국학교와 통합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메릴랜드지역에 있던 제일한국학교(제일침례교회 부설), 스프링브룩한 

국학교(워싱턴한인침례교회 부설), 몽고메리한글학교(몽고메리한인침례교회 부설)， 산돌한글학교(산돌침 

례교회 부설)， 대성한글학교(대성 침례교회 부설) 등 5개의 교회 부설 한글학교가 워싱턴 한국학교와 통합 

되어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Montgomery Campus가 되어 1988년 9월 10일 Rockville, Maryland에서 개교하 

게되었다. 

한편 1990년 봄에 북버지니아에 였던 워성턴중앙한글학교(중앙장로교회 부설)， 안디옥한글학교(안디옥 

침례교회 부설), 맥클린세종학교 (와싱턴한인교회 부설), 콜럼비아한글학교(콜럼비아한인침례교회 부설), 

갈릴리감리교회한글학교(갈릴리감리교회 부설)， 버지니아한국학교(버지니아한인침례교회 부설)， 중앙침례 

교회한글학교 등 7개교가 통합하여 워싱턴통합한국학교 북버지니아 분교가 폴스처치 버지니아에 개교하 

게되었다. 

그리고, 북버지니아에 소재한 워싱턴통합한인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외교관이나 지상사 요원으로 나와있 

는 해외 일시 체류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국내반’ 이라는 특수반을 편성하여 한국으로 귀국해서 학업을 계속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6년 9월 메릴랜드캠퍼스 워싱턴통합한인학교의 경 

우, 몽고메리카운티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목을 정식 학점 과목 

으로 인정받은 일이다. 그리고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어감에 따라, 1997년 8월을 기해 개교 초창기부터 30년 

이상 계속 교사로 봉사해온 이경애 이름으로 장학금 제도를 설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함에 따 

라 장학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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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국학교 역대 교장 명단 

제 1대 강성익 제 6대 이서구 

제 2대 강경구 제 7대 이필상 

제 3대 이재은 제 8대 고의곤 

제 4대 박철 제 9대 박종안 

제 5대 박일영 제10대 최경수 

워싱턴 통합한인학교 역대 교장명단 

MD캠퍼스 

초대최경수 

2대 현운종 

3대 이광자 

4대 정운복 

5대 김경열 

6대 김순자 

VA캠퍼스 

초대 어수린 

2대 최경수 

3대 김경열 

학교 이사회는 1992년 3월 워싱턴통합한인학교를 한미교육재단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산하에 다음과 같 

은 5개 기구를 두어 운영해 왔다. 

워싱턴 통합한인 학교(UK SW)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와 페어팩스 카운티 (Fairfax County)에 각각 캠퍼스(Campus)를 두 

어 유치원에서 12학넌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왔다. 현재 2004년 6월 기준으로 교직원 48명에 총학 

생수 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한국역사문화및풍습, 음악, 고전무용, 태권도, 연극등의 

소개를 통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 주된 것이며, 여름방학을 통해 한국의 자매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Student Exchange Program)운영, 한국으로 귀국하여 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내반을 편성 

하여 운영,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Leadership Training Program) 및 학생상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5년 9월, 메릴랜드 캠퍼스와 버지니아 캠퍼스를 총괄하는 초대 통합교장으로 오랫동안 메릴랜드 캡 

퍼스 교장으로 수고한 김경열을 선임했다. 

워싱턴 국제연구원(WCIS) 

국제 및 복합문화의 교육 및 연구,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영어교육(ESOL), 한국 교육기관의 영어교사 

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교육(TESKL), 영어 연습과 대화능력 향상을 위한 미국가정 민박주 

선 및 관련분야(Seminar)개최, 뉴스 레터 (News Letter) 및 논문집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한D |교육자료도서관(KAERC) 

지난 1994년 12월 북버지니아 애난데일(Annandale)에 있는 타운하우스 건물을 이용해서 한국과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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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문화, 역사, 정치, 경제, 언어, 문학, 사회, 종교, 음악 및 연극등에 걸친 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카셋 

(Cassettes), 비데오 테잎 (Vedeo Tapes) 등의 자료를 소장하여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공간을 이용하여 세미나 및 집종적인 한국어 강의실로 이용하기로 했다. 

워싱턴 국제 교육원(WCES) 

한국어 및 문화훈련 프로그램(Intensive Korean Language Program) 8주간 실시 및 전화, 케이블(Cable)을 

통한한국어 개인지도, SAT, PSAT 준비 및 향상프로그램들을실시했다. 이상과같은 기구를통해 좋은프 

로그램(Program)을 마련했으나 운영기금의 부족으로 계속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人|모 

한사모(한국학교를 사랑하는 모임)는 지난 2000넌 한국학교 개교 30주넌 기넘식에서 이 학교 졸업생인 강 

동원, 강동진 형제가 학교 건물구입 기금으로 2만 불을 기탁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학교는 지난 30년 동안 

주로 미국 공립학교를 빌려 사용해 왔으나 렌트비의 과중과 학교의 잦은 이동 및 교실 사용의 제약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이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1월 20일에 구성한 워싱턴 통합한인학교 건립위원회를 후원하는 후원 단체로서 한사모(한국학교를 사랑 

하는 모임)를 결성했다. 한사모 회원이 되면 1년에 240불씩 5년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현재 한사모 회원 

은 100여 명으로 약 5만 불이 모였다. 

한글학교 현황 

1970년에 세워진 한국학교가 주미 한국대사관의 주관 내지는 후원 하에 운영된 데 비하여 1970넌대 그 

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세워진 한글학교들은 대부분 종교기관의 부설로 이루어졌던 것 

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 교회에서 세운 것이 절대 다수이며, 그 외에 천주교나 불교사찰, 또는 개인이나 한 

인단체에서 세운 것이 더러 였다. 한글학교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마다 운영상태가 서로 달랐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뜻 있는 이들이 열정만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간적, 경제적 손 

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서 오는좌절과 여러 면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학교의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던 한인학교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협의체의 기관을 만들기로 하였 

다. 그것이 1982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의 근匠준린에서 탄생한 재미한인학교 협의회이며 초대 회장으로 

주하성이 선출되었다. 

해를 거듭해 감에 따라 이 협의체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사연구, 교재편찬 등 협동사업을 실 

시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 I , Il , lII 과 같은 협의회에서 만들어 한국 문교부의 감수를 받은 책이 교재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자료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더 체계적이며 능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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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글교육을 위하여 ‘한민족어 교육과정’을 편찬하게 되었다. 

재미 한인학교협의회가전국규모인 데 비하여, 각지역의 특수성을살려서 더욱협동적으로한인학교교 

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 한인학교 협의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역협의회로는 1983년에 생긴 워싱 

턴지역 한인학교협의회가 최초의 것이며, 이것을 본받아서 뉴욕, 시카고 등 각 지역마다 많은 협의회가 생 

겨나게 되었다. 워성턴지역협의회가 주로 벌이는 사업으로 연합학예회, 춘추로 가지는 교사연수회, 한국어 

경시대회 및 연말에 가지는 스승의 밤 등 행사가 있으며, 개별학교에서 하고 였는 행사로는 한빛 한인학교 

주최 뿌리회 주관의 ‘한글 백일장’ YMCA에서 주관하는 ‘동요대회’ 새서울 한글학교 주최 ‘학술연구 발표회’ 

와같은행시들이 실시되어 왔다. 

그리고 교사 연수에 였어서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 수준의 강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 1987년 가을 

학기 워싱턴한인교회에서 가진 강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한국어 문법(최호택 담당), 한국어 교수 

법(정운복 담당)이 매주 세 시간에 걸쳐서 실시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매회 가지는 교사연수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것과 아울러 장소를 제공하는 학교의 공개수업을 참관함으로써 많은 도움 

을얻을수있었다. 

연합학예회는 VA와 MD를 번갈아가며 장소를 택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주로음악, 무용, 연극, 태권도등 

다양한 면에서 발표희가 이루어졌다. 

역대 워싱턴지역 한인학교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다. 

1. 여 D 여 00 己l 6, 최호택 

2. 김일호 7, 한광수 

3, 황보철 8, 김경열 

4, 이한봉 9, 이인애 

5. 오영자 

워싱턴 지역 한글학교 현황 

워싱턴 56개 

볼티모어 16개 

한글교육과 미국 동화(同化) 문제 

미국의 인구구성은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온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국이라는새로운환경에 적 

응하고자하는노력이 이루어지고 였는가운데서도자기들의 문화전통을유지하는경향이 있는데, 많은소 

수민족들이 이민생활가운데서도자기들의 언어와문화를자녀들에게 가르칠수 있는 언어학교들을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립학교의 교육을통하여 미국화에 필요한내용을배울수 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하여 자기의 소수민족 언어, 문화교육을 과외로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와문화는한데 얽혀 있어서 따로분리시켜서 교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한글학교에서 

의 한글교육은 한국문화를 함께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소수민족학교인 한글학교에 참여하 

는 학생들은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함께 취하는 이중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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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미국정책이 Melting Pot Theory에 입각하여 일단 미국에 온 이민은 누구든지 영어를 사용 

하고 미국문화 즉 WASP Culture를 따라야만 했던 데 비하여 1960년대 이후 민권법 (Civil Rights Act), 이중 

언어 교육법 (Bilingual Education Act), 이민법(Immigration Law) 등이 새로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의 현실은 

그 정책이 Salad Bowl Theory에 입각하여 복합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졌다. 따라서 각 소수민족이 자기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떨치고 고유한 문화전통을 더욱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초기에는 뜻있는 지도자들이나 학자들 사이에 과연 이곳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의 2세 

들에게 굳이 한국말과 글, 그리고 문화 전통을 가르치고 심어서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되는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일단 미국에 왔으면 하루빨리 영어를 배우고 미국문화에 익숙해져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야 하 

며, 이들 주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어 하나 더 익히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익혀서 하루빨리 그들을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비록 우 

리가 아무리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민족(배달민족)이며 한국말과 좋 

문화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지상을 통힌 열띤 논쟁이 있었다. 전자로는 남 모 교수, 후자로는 박 모 교수 같은 이가 대표적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한인들의 여론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말과 글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 

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전통이 미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이 우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말을 한인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학생일수록 더욱 자신의 Identity를 제대로 지니고 복 

합문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에 속하는 C 모씨 (78세 의사)의 경우를 소개해 본다. 

C 씨는 1953년도에 미국에 와서 3자녀를 낳고 영주권을 받은 후 1960년에 한국에 두고 온 아들 (15세)과 딸 

(13세)을 데려왔댜 C 씨는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며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C 씨는 자녀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익히느라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실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아 겁이 났던 것이다. 도한 이것 

이 미국화의 첩경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1975넌 워싱턴에 와서 많은 한국사람들을 만나 보고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 

음을 깨닫고 C 씨 내외는 곧 한글 익히기를 시작하여 빠른 시 일 내에 한글 실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미국 

서 낳은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으로서의 한글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다. 

한국에서 거의 자라서 미국으로 데려온 장남, 장녀도 한글을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되어 점차 잊어버리게 

되였다. 그 후 장남은 미국 여자와 결혼하고 장녀는 미국 회사에 장기근속하면서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이들 

도 모두 한국말을 못하게 되고 말았다. C 씨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칠 일이다. 이민온 당시 형세로는 이 

런 문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었고 특히 자녀들은 시대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대학 한국학과 살리기 운동 

한 대학의 한국학과가 주정부 예산 삭감으로 폐강 위기에 몰리자 한인사회가 나서 이를 회생시킨 사례하 

나를 소개한다(워싱턴중앙일보 2003.2.26. 자)． 주 정부가 재정난 타계의 일환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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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메릴랜드대학교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문을 닫을 위 

기를 맞았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손순희)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인 

회 회원과 인근 한인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이날까지 90여 개인, 단체로부터 3만 3,011달러 

35센트를 모았다. 한국어, 한국사 등 한국어 강좌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약 5만 달러로 학교 

측은 한인회가 모아온 성금에 학교 기금을 보태 향후 2년간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학 강의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전달식에 참석한 제임스 해리스 인문예술 대학 학장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 한국학 관 

련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학 강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초석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10여년 전 힌국어를시작으로한국학강의를 개설하고운영해 온찰스 램지 동양학과장 김영희 한국어 강 

사 부부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드린다."며 "당장 발등의 불은 꼈지만 앞 

으로 갈 길이 먼 한국학 강의를 위해 학교 당국과 한인커뮤니티, 한국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 필요하 

다.”고말했댜 

한국학교를회상하며 

안성준, MD Campus 2003년 졸업 

저는 이 Speech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가졌던 U. PENN. 의 한 졸업생과의 인터뷰를 생각해 보았습니 

다.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떤 외국어를 잘 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잘 한다고 대답했 

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Skill을 가지고 있다며 요즈음에 와서는 우리와 다른 인종적인 배경을 가 

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대 

학을 졸업하고 지금 원하고 있는 의학 공부를 마쳤을 때 저는 이들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한국이나 스페인에서도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진다는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녀오고 있으며 이 기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특 

별히 누구나 늦잠 자고 싶어하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또 토요일 아침에만 나오는 재미난 만 

화영화를볼수 없다는것이 얼마나힘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불을푹뒤집어 쓰고토요일 오전 

은 잠과 門「 보는 것으로 채우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물론 부모님의 push에 의해서 강제로 할 때도 많 

았지만) 한국학교에 꾸준히 출석해 올 수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 한국어를 거의 master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discipline 과 commit

ment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였었습니다. 저는 Korean-American으로서 영 어만 쓰는 제한된 환경 의 벽을 

넘어 한국말뿐만아니라한국에 관계된 역사와문화를 비롯한많은 것을통해 한국인으로서의 identity가무 

엇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한국학교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접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예술의 아름다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그것을 바탕으로 이어온 5000년 동안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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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한 6·25 전쟁 후의 잿더미로부터 다시 나라를 부흥시켰던 한국 사람들의 용기와 강인함은 Korean— 
American으로서의 pride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도한 서예, 한자 수업을 통해 붓글씨, 서화 그리고 중국말에 대한 기초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인상 

적인 경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나 이곳에 앉아있는 학생 모두에게 특별한 행운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 2세들에게는 한국의 언어, 역사, 문희를二 접하고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학교를통해 이러한좋은기회를제공받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러한좋은 기회를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동안 저희 고등반을 담당하셔서 열심히 지도해 주신 신선숙 선생 

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후배들을 잘 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 한국 대사관의 확대 

주미한국대사관(2450 Mass Ave N.W. Washington D.C. 20008)은 지난 1949년 창설 당시 장면 대사 및 한 

표욱, 김세션과 미국인 여비서 2명 등 모두 5명이였던 인력이, 2003년 말 현재 약 1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약 50%는외교관신분이며 나머지는행정요원(현지고용포함)으로구성되어 있다. 주미한국대사 

관은생활여건과자녀교육등의 조건이 좋을뿐아니라대미외교는한국외교의 가장중요한축이므로 외교 

관들은 누구나 주미대사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공관장 및 총영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부임일자 및 주요경력) 

대사 

초대 장면 (1949, 2. 전 국무총리 , 부통령 사망) 

2대 양유찬 (1951, 4, 전 한일회담 수석대표, 사망) 

3대 정 일권 (1960. 5. 전 외무장관, 국회의장, 사망) 

4대 장리욱 (1960. 10. 전 서울대 총장, 사망) 

5대 정 일권 (1961, 6, 3대 대사, 사망) 

6대 김 정 열 (1963. 4. 전 국방부 장관, 사망) 

7대 김현철 (1964. 11. 전 재무부 장관, 사망) 

8대 김동조 (1966. 10. 전 외무부 장관, 사망) 

9대 함병춘 (1973. 12.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망) 

10대 김용식 (1977, 4. 전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사망) 

11대 류병현 (1981. 7. 전 합참의장) 

12대 김경원 (1985. 11. 전 대통령 비서실장) 

13대 박동진 (1988. 5. 전 외무부 장관) 

14대 현홍주 (1991. 8. 전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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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한승수 (1993. 4. 전 상공부 장관) 

16대 박건우 (1995. 1. 전 외무부 차관) 

17대 이홍구 (1998. 5. 전 국무총리) 

18대 양성 철 (2000. 8. 전 국회 의 원) 

19대 한승주 (2003. 4. 전 외무부 장관) 

20대 홍석 현 (2005. 2. 전 종앙일보 발행 인) 

21대 이태식 (2005. 9. ~ ) 
역대 총영사 명단(설립 이전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영사업무 취급) 

초대 김성구 (1970) 

2대 유종하 (1974, 전 외무부장관) 

3대 오재기 (1975, 작고) 

4대 한탁재 (1977. 4.) 

5대 장휘동 (1979, 작고) 

6대 민병석 (1979. 11.) 

7대 박연수 (1980. 4. 작고) 

8대 이동익 (1982. 2, 작고) 

9대 김승영 (1985, 5,) 

10대 문동석 (1985, 8.) 

11대 반기문 (1987, 8.) 

12대 김명배 (1990. 7.) 

13대 권종락 (1993, 2.) 

14대 배진 (1993. 8.) 

15대 원종찬 (1995. 9.) 

16대 김 성 엽 (1997. 1.) 

17대 김욱 (2000. 2.) 

18대 이현주 (2001, 8,) 

19대 한병 길 (2003. 3.) 

20대 최병구 (2004. 9.) 

21대 권태면 (2006. 2.) 

한미 한인장학기금 

한국정부는 한미수교 1백주년을 기넘하여 1981년 1백 50만 불을 희사, 한미 한인장학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장학금은 2세들에게 면학기풍을 진작하고 조국에 대한 긍지를 함양하여 장차 한인사회와 조국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지도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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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한국대사관 개관 50주년 

1999년 10월에는 대사관에서 주미한국 대사관 개관 50년 기넘식을 갖고 장면 초대 대사의 흉상 제막식 

울 가졌다. 또한 한국총영사관 4층에 한미외교자료실을 마련했다. 미국시민과 특히 동포 2세들이 한미관계 

와 주미대사관의 역사를 한 눈에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외교 사료실에는 구한 말 이후 외교 사령장 등 기 

록문서와 관련 도서 외교 현장사진 한국대사관과 관련된 주요 외국 언론보도 이승만 박사의 외교담당고문 

으로 건국과 한국전 당시 대외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했던 올리버 박사 등 관련 인사들이 기증한 자료 약 

4백 점이 갖춰져 있다. 

앞으로 대사관은 외교 사료실을 미주한인과 방미 힌국전l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미국 시민에게 

도 공개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대사관 문화원 등을 방문하는 인사들의 필수 견학 코스로도 이용한 

다는 계획이다. 외교사료실은 량기백 박사(미 의회도서관 45년 재직)를 고문으로 위촉해 전시품을 수집 정 

리했으며 재미 지한인사 및 대사 공관원 미주 동포에게도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량 박사는 "외교 사료실 개설을 위해 도와준 분들이 많아 감사한다.”며 "더욱 자료를 보 

강, 더 좋은 사료실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량 박사는 그러나 “우리 나라가 건국된 지 50년이 

나 됐지만 미국 대학들에 한국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초대 대사였던 장면 박사의 

자료는 특히 구하기 어려웠다.”고 외교 사료실을 열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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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워싱턴 한인사회 

1. 워싱턴 한인문화예술 
워싱턴의 한인 문화예술: 문학, 미술, 전통문화, 연극, 음악, 건축 

(집필자: 김행자 시인) 

흐름살피기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품위와 연결되고 국가 경쟁력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아도 국가 사이에 정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정치 경제 못지 않게 큰 비중 

을 갖게 되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인류학자 알렉산더 알란드가 말했듯 문화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 

없이 환경에 적응되는 과정에서 습득되어 가는 것이라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부터 발자취를 추적해야겠 

으나 초기 이민 후 오늘날까지 미주 한인사회에 형성된 문화예술의 사조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이 미국 내에서는 아직 없다. 

1903년 1월 13일 미국상선 겔릭 (Gaelic)호에 실려 하와이 오하우섭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초의 102명의 한 

인 이민단을 시작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 허리 휘는 노동으로 하루 69센트, 한달 20달러의 사탕수수밭 노동 

자의 생활로 피땀 홀려 번 돈을 모아 조국 광복을 위해 보냈고 자녀교육에도 열성을 다했다. 한일합방과 해 

방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을 겪은 1950년대 이전의 이민사회에서 문화예술행위는 여건상 어 

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미주 한인이 민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업 적을 기 리는 다양한 기 넘사업과 하와이를 비롯해 워싱 

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펼쳐진 일 

련의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포들의 문화의식을 일깨워 준 좋은 계기가 되였다. 

하와이 한인이민 사업회가 발간한 이민사진첩 "그들의 발자취”(Their Footsteps, 1994)에 의하면 하와이에 

이주한 이민선조들은 대개 4가지 물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물결(1903~1905)은 1903넌 하와이 호놀룰루항 

구에 도착한 102명의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들 이후 이 시기에 건너온 7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아메리카 신 

대륙에 씨를 뿌렸다. 제2물결(1912~1924)은 젊은 나이에 이민와 혼기를 훨씬 넘 기고 중년에 접 어 든 노총각 

들에게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농장주들과 목사들의 도움으로 이 땅을 밟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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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부들이였으며 제3의물결(1947~1967)은 평화부인과 유학생 그리고 전쟁고아들이 대부분이였지만 마지 

막 이민 물결인 제4물결(1968 ~현재)은 1965넌 이민법 개정의 결과로 자유이민의 물결을 타고 온 사람들로 

그들은대학교수, 목사, 약사, 간호사, 의사, 관광업자, 기업주등다양한 업종에 종사한한인들이었는데 그 

들이 형성한 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세 물결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고 더 좋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뿌리내리며 자녀교 

육에 열성을 쏟으면서 기회의 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 가고 있다. 

워싱턴의 한인문화란 이민 온 한인들이 이 지역에서 펼치는 창조적인 예술활동일진대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워싱턴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시초는 제3의 물결을 타고온 유학생 그룹 30여 명이 모여 워싱턴에서 처 

음으로 ‘워싱턴지역 한국학생회’를 발족한 1955년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유 

학생들은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취지로 발족한 학생회가 최초의 학생회지인 ‘횃불’을 창간하고 한인 수 

가 적었던 50년대에 최초의 주소록을 발간하는 등 사실상 한인사회 전체를 대표해 모든 활동을 펄처나갔 

기 때문이다. 

1959년 가을 워싱턴 한국학생회 (제4대 회장: 박동선, 문화부장: 양숙희) 는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시집가 

날"（감독: 서준택, 신랑: 최석홍, 신부: 헬렌박, 중매쟁이: 이진구)을 무대에 올려 최초의 연극공연이 이 

루어졌다. 당시 서준택 감독은 이 연극을 위해 가마와 소도구를 뉴욕 영사관에서 빌려왔다고 한다. 그 "시 

집가는 날"이 45년이 지난 후에 최근에 재연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967년 12월 5일에는 워싱턴 시내 "팀스터스”에서 망년회 및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뉴욕에서 한창 명성을 떨치던 음악가들 중 정명화, 김영욱, 백건우, 김선길, 김남길 등을 초청해 성황을 이 

루었다. 이날의 수익금은 당시 대부분 고학생이었던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68년 12월 16일 ‘재미 한국 

학생 장학회’를 발족시켰다.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에 초청된 김영욱은 약관 18세였으며 그는 이미 1965넌 

Merriweather Post Contest에서 16세의 나이로 1등의 영예를 안았다. 

제3의 물결 이후 케네디 대통령의 뉴프론티어 정책에 의한 개정이민법이 1965년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 

라 1970넌대 한인이민자들이 제4의 물결을 타고 대량 이민 온 후 힌국의 전통문화와 문학, 음악, 미술, 무 

용, 건축 및 체육분야에 이르기까지 왕성한활동을펄처왔다. 이 문화활동의 주역들은주로힌국의 각분야 

에서 이미 활동하였던 인시들이었고 1.5세~2세들의 문화계 진출은 한인사회에서보다는 주류사회에의 도 

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민의 역사는 100주넌 기넘사업을 계기로 큰 도시를 종심으로 그런대로 발굴, 정리되고 있지만 한인사 

회의 문화 예술의 반세기의 역사는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였다. 문화 예술의 발자취를 문서로 남 

기는작업이 우리 후세를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행스럽게도문학장르에는한국계 미국인작 

가들의 이민과 작품활동을 돌아볼 수 였는 연구서적이 본국에서 출간되어 이민문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해방 전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종요한 발표매체였던 "신한민보"에 실렸던 모든 문학작품 

찾아 자료집으로 엮은 숭실대 조규익 교수의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1999년, 월인) 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2001년 신아사에서 발행한 경기대 영문학과 교수 유선모의 “미국 소수민족 문학과 이해’' 힌국_ 

계 편으로 영문으로 쓰여진 작품만을 다루고 있다. 

또 하나는 이민 100주년 해인 2003년 5월 20일에 월인에서 발행된 정효구, 이동하 교수에 의해 쓰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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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문학연구”로 한글로 쓰여진 이민 1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근의 재미한인문학까지를 함께 연구 

해 그 업적의 의미가 있다하겠다. 

한인문화예술의 정체성 

마음은 두고 몸만 떠나온 이민 1세대가 이제 미주한인 인구가 200만을 상회하는 거대한 집단으로 성장했 

다. 그러면 이민 한세기를 마감한 미주한인사회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며 그 세월 속에서 부대끼며 뿌리 

내려온 문화예술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여 왔을까. 참으로 아득한 질문이지만 이민 역사가 100년이 되었어 

도 이민 1세들의 의식은 여전히 모국 지향적이다. 고도로 발달된 기계 기술로 더 심화되었다고 하겠다. 이 

땅에서 자라나 교육받고 소수민족으로써 미국인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은 하루빨리 동화되기를 바 

라면서 1세들은 동화가 아닌 최소한의 문화획득과 우리 고유 문희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제 고립된 소수민족의 이미지를 벗어나 미국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 

고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서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 문화예술을 돌아 

보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땅에서의 문화예술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창의성이 가미된 승화된 이민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화예술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은 물론 교포사회의 지원 

이 뒤따르지 못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뜻있는 예술단체들이 출범해서 몇 넌 못가 재정난으로 쓰러지는 것 

을 수없이 보아온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손가락 하나로 세계가 접속되고 본국으로부터 다양한 예술공연이 이어지고 였으며 위성방송으로 본국 

과동시에 뉴스를시청하고한국신문을보며 거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동포의 현지화도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댜 70년대에 대거 유입된 이민 1세 대부분의 자녀들도 이제는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어서 그들이 생존의 현장에서도 벗어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에 관 

심이 옮겨져 그런 현상에 부응한문화예술계의 활동이 점점 활기를띄고성황을이루고 였다. 다만우리 문 

화에만 집착하는근시안적인 향유에서 벗어나다문화를수용해 향유할수 있을때 성숙한문화민족으로한 

인사회가 성장할 수 였을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막을 수 없는 문화의 흐름이다. 

한인 문화예술의 세계화 

우리 문화 예술이 추구해야 할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한 소재나 고양해 

야 할 정신이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닿아 공감할 수 있도록 재창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앞으로 우리문화예술계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라 하겠다. 문학분야의 예만 보아도 "네이티브 스피 

커"(Native Speaker)와 “제스쳐 라이프"(A Gesture Life) 두 권의 장편소설로 미국 문단의 주목 받는 작가로 

떠오른 이창래가 펴낸 세 번째 장편소설 "Aloft"로 미국 언론과 평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 

민자의 삶을 벗어나 인종을 넘어 인간을 조명한 보편적인 미국의 삶으로 소설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높은 

평가를 주였다. 2002넌도 뉴베리상 수상자인 동화작가 인다 수 박이 자신이 문학에서 지향하는 것은 한국 

인이라는 자의식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듯 예술활동에 있어서 

보편성의 중요성을 이 땅의 예술가들은 기 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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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중 특히 문학의 경우는 언어의 예술이어서 번역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동족상잔의 6·25를 겪었고 그로 인해 뼈아픈 분단 반세기의 아픔을 지닌 노벨문학상 감의 소재를 갖고 

도 아직도 수준 높은 전쟁문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작가들은 더 치열한 작가정신을 가지고 좋은 문학작품을 생산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의 고지를 

향해 정진해야할것이며 그런좋은작품들을선정해 제2의 창작으로 일컬어지는 언어장애가 없는 2세 작가 

들을 찾아 좋은 번역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하루속히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통일지원 

우리 조상은옛부터 예술을사랑하는민족이었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은오늘날종합예술의 기원이 되 

었다. 면면이 이어온우리 민족 정신이 승화된 문화예술의 참모습은동족상잔으로 갈라진 반세기의 두물줄 

기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함이 우선이다. 50여 년 골깊은 이넘의 차이를 생각할 때 난제 중의 난제이다. 통일 

이 국경 해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통일 독일을 통해 볼 때 1989년 11월 9일 동독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에도 양독주민들은아직도문화충격으로 인한갈등속에 어려운사회 통합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문화예술의 꽃은 남북의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를 구축한 통일 한국 

에서 피워내야참모습을볼수 였을것이다. 우선본국의 예술인들보다제약을덜 받고우리 전통문화예술 

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 기지에 나와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여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 

일에 대비한큰틀속에서 다양한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워싱턴 이민 사회가모색해야 할과제라하겠 

댜 활성화된 남북한문화교류는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끌어내는측면 지원을담당할것이다. 문화예술쪽 

에서 지금까지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화가의 작품전이 종종한인사회에 전시되었다. 또한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통일의 염원을 담은 출간물로는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발간한 통일 신문집 "통일의 

그 날 오게 하소서 (1999)" 2년 동안 KEDO 북한 금호 사무소 대표를 맡아 근무한 외교관 출신 이현주의크거 

랑 끝에 선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부제가 붙은 "횃불과 촛불"(2003,6. ） 등이 출간되 었다. 워싱턴 문학 8집은 

본국 시인들과 워싱턴 문인들이 쓴 14편의 "통일 시 코너’’를 싣고 있다. 고은, 최상고, 김령, 김행자, 백순, 

이경식, 임창현, 차영대, 허권이 참여하였다. 간간이 북한 실정을 알리는 탈북 인시들의 강연이나 북한방문 

기, 이산 가족 방문 등의 기사가 한인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장:현준기)이 

추진해 오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관광 사업의 문호가 열려 ‘북한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1) 문학 

최초의 시동인지 ‘지평선’ 

미주한인에 의해 최초로쓰여진한글작품들을찾아올라가보면 하와이 이민사의 산증인인 최용운의 제 

목 미상의 시를만날수 였다. 

강남에 노든 속에/춘풍우선(春風郵船) 만리(萬里)하니/ 이친척(離親威) 기분묘(棄壇墓)/ 슬픔을 뉘 알리 

요/ 새 울어도 눈물 보지 못하고/ 꽃 웃어도 소리 듣지 못하니/ 좋은 것 뉘가 알고 슬픔인들 누가 알랴. 

100여 넌 전 친척과 조상의 묘까지 버리고 이역만리 낯 선 나라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민와 척박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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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여인네의 피맺힌 정한이 서려 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망국의 슬픔을 안 

고 살았던 해방 전의 문학은 이러한 정서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해방 전 중요한 발매 매체였던 

‘신한민보’에 발표되었던 재미한인작가들의 소설세계는 한결같이 소박한 아마추어적 작품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문학평론가 이동하 교수는 평가한다. 소위 이민 문학이라고 불리는 미주 한인 문학은 영어로 쓰여 

진 작품과 한글로 쓰여진 작품으로 구분되는데 영어로 쓰여진 작품으로 미국 문단에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 

으로 인정을 받은 강용홀의 ‘초당(Green Roof)’이 출간된 해가 1931년이니 영문소설 역사가 70년이나 되지 

만 교포들의 한글 작품 생산이 나타난 시기를 보통 70년대 초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편이다. 1970년대 

에는특히 미국으로의 이민물결이 급증해 대 도시를중심으로문인 협회가형성되면서 지면을확보한문인 

들의 활동이 활발해서 2002년에 창간된 ‘문학 아메리카’에 수록된 주소록에는 문인수가 500여 명이 올라 있 

댜 물론 시인의 숫자가 제일 많아 시집 출판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재미 한인문학은거의 모두가한글로쓰여졌다. 한글로쓰여진 재미 시단최초의 시 동인지는‘지평선’ 이 

였다. 1973년 말 LA 거주 시인 황갑주의 주도 아래 미주 전역에서 김진춘, 김시면, 김병현, 석진영, 정용진, 

박영숙, 고원, 마종기, 황갑수, 최연홍이 참여해 출판한 ‘지평선’은 타자기로 쳐서 만든 작은 시집으로 재미 

시인들의 본격적인 문학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컸다. 창간호가 1973년에, 제2집이 1974년에, 

제 3집이 1976년에 출간되어 한인 문단에서는 70년대를 ‘지평선 시대’라고 불렀다. ‘지평선' 제2집 후기 난에 

는 ‘어설피 미국화되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모국어를 계승한 동인지를 낸 사연을 적고 있고 제 1집 

펴내는 말에서는 "고향과 조국의 그 온갖 것을 가슴으로 어루만지고 싶을 때 모국어로 된 시를 찾는다.” 라 

고 되어있다. ‘지평선’은 아쉽게 제4집으로 끝이 나고 주로 LA지역 문인들의 시편들이 주를 이루었던 LA 

지역에 이주해 온 송상옥을 중심으로 미주 문인협회가 결성되어 1983년 ‘미주문학' 창간호를 발간 후 연간 

으로 지속되다가 2002년 여름호부터 계간지로증간돼 발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L.A.지역에서 지속되어 나오는 문예지로는 ‘문학세계’(발행인: 고원)， 재미시인협회 

의 ‘외지’, ‘해외문학’(발행인: 조윤호) 등이 있다. 

‘‘빛의 바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00년을 돌아보면 조국이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는 선조들은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독립자금을 조달했고 독재 정권 시에는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기에 나온 미주 한인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작품집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빛의 바다’와 빛이 타는 오웰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시대적 역사적 산물로 나왔다는 것이다. 1980년 10월 

에 발간된 "빛의 바다”의 책 머리에는 "이 작은 시집을 군사독재자의 총칼에 숨진 수 많은 광주 영령들 앞에 

드린다”는현사가붙어있다. 이 책에 작품을낸 시인은고원, 최연홍, 황갑주, 김인숙, 석진영, 이세방, 이창 

윤 등으로 33편의 시가 수록되어 였고 재미 한국시인 7인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필자들은 빛의 바다’에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빛나게 하려는 물결로 언제나 가득 차 있다. 이 작은 시집 

이 광주인들의 불굴의 투지에는좇지 못할망정 이역만리에서도우리의 가슴이 함께 뛰고 있음을알린다.”고 

쓰고 있다. 이어 6명의 동인들은 1983년 5월 17일 37편의 시가 실린 ‘빛이 타는 오월’을 발간했다. 이 두 권 

의 시집은 미주 내에서의 반체제 운동으로써 조국이 처한 아픔에 동참하는 역사적 문학 기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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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에 사는 고원이 영어로 번역한 ‘한국의 저항 시선(South Korean Poets Of Resistance)’이 뉴욕에 나온 

것은 1980년이였는데 김지하, 양성우, 고은, 고원의 시 13편이 한영 대역으로강신석의 그림과함께 만들어 

진 이 책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독자들에게 많이 팔렸다. 

영문으로 쓰여진 작품들 

유선모 교수는 초기 이 민 후 1928년 류일한(II-Han New)의 ‘When I was a boy in Korea(나의 한국 소년 

시절)’를 시작으로 영문으로 쓰여진 한국계 미국인 문학(Korean-American Literature) 이 30년을 단위로 그 

문학활동이 집중적으로 발전한 홍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연대별, 세대별 작가들의 문학적 경향과 주제를 

종심으로 분류, 비교분석하고 있다. 30넌대 작가들의 문학적 경향은 우선 주제 면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추 

구와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추구였다. 

류일한의 소설은 문학성 이전에 이민 1세가 미국에서 발표한 최초의 영문소설이라는 점과 Non-Fie

tion에 속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30년대에 미국문단에서 최초 

로 그 문학성을 크게 인정받은 작품을 남긴 사람은 강용홀(Younghill Kang, 1899-1972)이였다. 한일합방 

과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의 유년기를 소재로 한 자전적 장편소설 ‘초당(The Grass Roof, 1931)’은 구겐 

하임상(Guggenheim Award)과 Book of Century상을 수상했다. 강용홀 이후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미주 

한인들의 문학사는 1세대 작가 김용익, 김은국의 출현으로 빛을 발한다. 이들을 대표로 한 60넌대 1세대 작 

가들의 특징은 한국인의 정체성 찾기와 작가 자신들의 성장체험을 토대로 쓰라린 이민생활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미 주류문단에 화려한 각광을 받으며 등장한 김용익(Kim Young Ik, 1920-

1995)은 대표작 ‘꽃신(The Wedding Shoes)’이 1956년 6월 New York의 ‘Harper's Bazaar'지로 데뷰하여 텔 

레비전, 영화, 발레, 문학선집으로 영국 등 세계 각국으로 소개되어 각광을 받았고 겨울의 사랑 (Love in 

Winter, 1956)’은 서 독 ‘종자돈(The Seed Money, 1958)’은 프랑스 파리 에 서 각각 출판되 었고 ‘동네 술(The 

Village Wine,1976)’과 ‘From Below The Bridge(1958)'는 Best American Short Stories 부문에서 외국인이 쓴 

최우수 단편으로, ‘행복의 계절’(The Happy Days, 1960)이 뉴욕 타임스에 연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김은 

국(Richard E. Kim)은 ‘순교자(The Martyred, 1964)'와 ‘죄 없는 사람들(The Innocent, 1968)', 빼앗긴 이름 

(The Lost name,1970)’을 잇달아 내놓으며 일급작가로 미 주류문단의 호평을 받았다. 

60넌대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했던 박인덕 (Induk Park)이 쓴 ‘9월의 원숭이 (The September Monkey)’는 

한국 여성이 쓴 최초의 영문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한국의 첫 페미니스트이자 남녀평등 

사상의 실천가였다. 

80년대 작품활동을 하던 작가들은 1986년에 출간된 ‘토담벽 (Clay Walls, 1982)’을 써서 1986년 퓰리처 상 

후보작에 올렸던 김난영 (Nanyoung Kim), 포스트 모더 니즘 문체로 쓴 한국의 근대시를二 소설로 소개하고 실 

험시를 쓴 장래가 촉망받던 요절시인 딕테 (Dictee) 의 차학경 (Theresa Hakkyoung Cha), Man Sei!(1986)의 

Peter Hyun, 죄의 대가(Guilt Payment, 1983)를 쓴 Ty Pak이 있으며 이들의 주제는 한국인의 전통과 애국 

심을 강견실(Connie Kang), 이혜리 (Helie Lee), 하인즈 인수 팽틀(Heinz Insu Fenkle), 이창래(Chang Rae 

Lee), 노라 옥자 켈러 (Nora Okja Keller) 등 1.5세대 작가들은 부모들의 고생스러운 이민생활과 자신의 어렸 

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쓴 자전적 소설을 쓰고 있다. 1.5세대의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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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것이 반드시 한국인의 정체성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 주류문화와의 동화도 겸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유산과 자아의식을 동일시하지 않고는 그들이 완전한 사람 

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한 민족적 가족의식만을 갖고 였는 한 미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 

는것이다. 

“미 주류사회에의 문화적 동화를 등한시한 재 민족적 정체성만을 고집하다가는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 

으로서의 고립과소외감을극복할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두문화를동시에 공유해야만이 양문화의 차 

이를 극복하고 ‘미국의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유선모의 결어의 한 부분을 영어와 한글로 글 

을 쓰는 Korean American 작가들은 유념 해야 할 것이 다. 

미국 내에서 출간된 한국계 시인들의 영문시집으로는 ‘Mother and Dove'(New York: Institute for Korean 

-American Culture)가 1997년에 나왔고 18명의 시인들의 작품들이 영역되어 실려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최연홍 임창현, 김행자와 플로리다의 한혜신의 작품이 실려있다. 표지화는 화가 김령이 그렸다. 2003년,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이민 100주년기넘 문집으로 발행한 ‘떠오르는 슬픔’에는 ‘사진신부'수 

록작가 중 영문작품을 출품한 작품들 중에서 ‘Washington Times’의 Stephen Henkin에 의해 선정된 37명 작 

가들의 작품이 실려있다. 하와이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넘해 하와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Century of 

The Tiger’에 이미 수록된 이창래, 김은국, 캐시송은 중복을 피해 제외되었다. 그러나 100주년 기넘 한글 

작품집인 ‘사진신부(Picture Bride)’에는 이창래, 김은국, 캐시송의 작품이 모두 수록 되어있다. ‘Surfacing 

Sadness’의 출간은 장르별 문인들이 집단으로 참가해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작품이 미국사회에 소개된 가 

장 진지한 첫 시도이고 이민 1세들의 작품과 2세들의 작품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수 였다는 점에서 큰 의 

미를갖는다. 

90년대 이후 주목해야할 1.5세_2세들 작가들 

다민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사회가 도래한 21세기,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의 문학이 미국 

적 소재의 고갈로 인하여 그들이 접하지 못했던 소수민족작기들의 신비주의적 색채의 작품들이 활기를 띄 

면서 미 주류 문단에 생기를 불어넣고 였다. 

특히 1993년 Toni Morrison이 미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흑인으로서 ‘The Bluest Eye’로 노벨 문학상을 받 

고, Alice Walker가 ‘The Color Purple(1982년)’로 흑인 최초의 풀리치상 수상자가 되는 등 1990년대는 소수 

민족 작가에게 있어서 문학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한국계 미국인 

작기들의 작품이 봇물을 이루어 출간되어 나왔다. 3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와 예일대학에서 영문학을 전 

공한 이창래가 발표한 ‘본토박이 (Native Speaker)’가 1996년 4월 미 P.E.N. 클럽이 최고의 소설작가에게 수 

여하는 ‘Hemingway Foundation Pen Award' 와 Barns and Noble사의 ‘위대한 신인작가 발굴상’을 수상한 

바 였댜 자신의 경 험 에 바탕을 둔 이 민자의 삶을 다룬 ‘Native Speaker(본토박이 1995)’와 ‘A Gesture Life 

(1999)' 두 권의 소설로 미국 문단의 주목 받는 작가로 떠올랐으며 뒤이어 2004년에 발표한 세 번째 장편 ‘하 

늘 높이 (Aloft)’는 인종을 넘어 비아시아적 시각으로 미국사회를 조망하는 시도를 단행했다고 미 언론과 평 

단에서극찬을받았다. 

특히 3월 9일자 아트섹션에서 뉴욕 타임스는 이창래는 암, 파산, 실종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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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표현하고 있다면서 읽을수록 주인공을 둘러싼 끝없이 복잡한 환경과 혼란에 대 

한묘사를곱씹게 된다고 평했다. 

이창래의 출현은 언어장벽으로 제한된 이민 1세만을 대상으로 글을 써왔던 한인작가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으며 60년대 이후한인문학이 미 주류사회로확장되는계기가되었다. 이창래 외에도 90년대 이후주목 

받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을 대략 열거해 보면 LA Times 도서관의 편집책임자인 강견실(K. Connie Kang)의 

'Home Was The Land of Morning Calm(1995)' 베스트셀러 작가 이혜리 (Helie Lee)의 쌀이 있는 풍경 (Still 

Life with Rice : 1996)', 빛없는 곳에서’ 12세기 고려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소넌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도 

공이 되기 위한 꿈을 향한 도전과 노력을 그려 미국 도서관협회가 그해 가장 뛰어난 동화작가에게 수여하는 

2002년 뉴베이상 수상자인 2세 작가 린다 수 박(박영진)의 세 번째 저서 ‘사금파리 한 조각(Single Shard)', 

1999년 뉴욕 시립도서관 우수 100도서 목록에 오른 ‘널뛰는 소녀 (Seesaw Girl)', 2000년 시카고 시립도서관 

의 최우수 도서목록에 등록된 ‘연 싸옴꾼들(Kite Fighters)', 해방 직전 작가의 어머니를 소재로 한 ‘내 이름 

은 미야코' 등 모두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미아 윤(Mia Yun)의 자전적 소설 ‘파란 대문 집의 아이들(House of The Winds, 1998)’은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만큼 관심을 끈 작품으로 그녀는 뉴욕의 문학잡지 ‘Evergreen Review'에서 자유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워싱턴 D.C. 에 살고 있는 Frances & Ginger Park 자매는 ‘내 자유의 여행 : 북한을 

탈출한 어린이’(My Freedom Trip: A Child's Escape From North Korea)와, ‘여왕벌’로 국제 도서협회 동화 

작가상과 학부모 선정 작가상을 받은 한인 2세로 ‘내 베이글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Where on Earth Is My 

Bagel)’에 이 어 2002년 ‘굿바이 신당동 382번지 (Good Bye 382 Shindang Dong)’를 펴 냈다. ‘굿바이 신당동 

382번지’의 일러스트작가 최양숙의 동화책 ‘이름 항아리 (The Name Jar)' 또한 2002년 아동그림책 부문 시 

카고 공립도서관의 최우수상과 국제도서협회 교사선정 아동 도서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마리 리 (Marie Lee)의 ‘목소리 찾기 (Finding My Voice,1992)' 외에 ‘Saying 

GoodBye(1994)'등을내놓았고, 하와이 대학아시아계 미국인문학을가르치며 여러 권의 저서를갖고프리 
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1.5세대 작가 Nora Okja Keller는 1995년 종군위안부(Comfort Women)의 일부를 엮은 

단편 ‘모국어 (Mother Tongue)’로 Pushcart Prize를 수상했다. 또한 Cathy Song은 Korean American 작가들 

이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미국문단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시인 중 하나이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 

자로 이민 온 할아버지와 그의 사진중매신부로 건너가 결혼한 할머니의 손녀로 한인 3세인 Cathy Song은 

1983년 처녀시집 ‘사진신부 (PictureBride)’를출간해 예일대학이 주는점은시인상’을비롯 ‘프레드릭 보크 

시인상’, 밀리 기넘상’, ‘하와이 문학상’을수상하였고 20여 년 동안미 문단에서 활발한활동을하면서 2번 

째 시집 ‘창틀 없는 창, 사각형의 빛(Frameless Window, Squares of Light,1988)' 에 이어 ‘School Figures 

(1994)' ‘축복의 땅(The Land of Bless,2001)' 등의 시집을 내놓았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센프란시스코 주립대 문예창작과 조교수인 김명미 

는 ‘Under Flag(1991)' , 'The Bounty(1996)' , 'Dura(1997)' 등 세 권의 시 집을 냈다. 4살 때 이 민 와 메 릴 랜드 

주립대 영문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한 김양희 (Patti Kim)는 그녀의 첫 소설 ‘A Cad Called Reliable’로 1997넌 

타우슨 대학 문학상을 받았으며 이 책으로 Book of The Month Club, Stephen Crane Award 수상자로 추천 

되었다. 뉴욕 타임즈는 서평에서 우아하고 해학적인 필체로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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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 주류사회에서 유망 신예작가로 주목받고있는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와 러시아계 유 

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작가 수잔 최(Susan Choi)는 코넬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첫 작 

품으로 ‘The Foreign Student(1998)’ 를 내놓았다. 그 후 발표한 ‘American Woman’ 은 2004년 뉴욕 공공도서 

관의 젊은 사자상'후보에 올랐고 2004년 구겐하임 재단 펠로에 선발되 어 6개월에서 1년간 해당분야의 학문 

연구나 예술작품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3만 6000여 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았다. 독일계 아버지와 한국 

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인즈 인수 팽클(Heinz Insu Fenkl)은 ‘Memories of My Ghost Brother(1996)', 

'Mimosa Sector(1997)' 외 여 러 권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Vassar College에서 Asian American Literature를 가 

르치고 있다. Literary Journal 'Plough Shaves’ 의 편집인인 3세 작가 단 리 (Don Lee)는 그의 소년시절을 토 

쿄와 서울에서 보냈다. 그는 ‘The Price of Eggs In China’ 로 Push Cart Prize를, ‘The Possible Husband’로 

O' Henry Award를 ‘Yellow' 로 The Sue Kaufmen Prize를 수상한 주목할 만한 작가로 National Magazine 

Award의 Finalist이 기도 하다. 

워싱턴 지역 최초의 시문학 종합지 “망향’’ 

문학을 "인간의 사상을 시, 소설, 희곡, 수필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워 

싱턴 한인들의 문화적 행위는 1960~70년대 유학생회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행했던 “횃불”에서 비롯되었다 

고 할 수 있겠다. 1960년 워싱턴지역 한국학생회에 의해 창간된 횃불은 모국을 떠나 외지에서 외롭게 지내 

는 교포와 유학생들의 친목을 위한 소식지로 출발했으나 점차 대사관과 한인 사회의 동정 및 문화단신 등 

을실어 사실상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을 알리는종합잡지 격으로 되어 이 속에는간간이 시, 동화, 소설 

이나, 수필도 포함하고 있었다. 70년대 들어서 워싱턴 지역에서 제작된 한글신문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면 

서 주로독자란을통해 한인들은문학적 의욕을발산할수 있었다. 그 뒤 1975년 9월 워싱턴지역에서는 최 

초로 워싱턴 시문인 협회(Korean Pen Club ofWashington)가 김순현에 의해 발족되어 이듬해인 1976년 4월 

19일, 이 지 역 최초의 문집 이 된 시문학 종합지 망향' 창간호가 발간되 었댜 

시, 수팔 동화와 더불어 4·19 혁명 기넘을 특집으로 낸 창간호에는 민족 구국 선언 시와 함께 ‘4·19는 혁 

명이다’를 기고한 함석현, 독일 교과서에 게재된 ‘압록강은 흐른다’의 망명작가 이미륵의 동화 ‘화가 낙동’, 

김재춘, 오병현 김순현, 심기섭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시에는 — 새해에 다지는 시인의 양심 선언 — 이라는 
부제가 붙은 김순현의 권두시 ‘한 톨의 씨알이’에 이어 고원, 최연홍, 강순희, 김택용, 전재영, 김만화, 이록 

영, 한초, 허광수가 시를 발표하고 였다. 김순현은 창간사에서 ‘우리는 조국으로부터 수만 리 떨어진 이곳 

에서 향수와 절망을 넘어서 보려는몸부림에서 "망향"의 창간호를 내보낸다.（종략) 살찐 돼지가 되느니보다 

야위어 빠진 소크라테스가 되려는 올바른 인생관의 확립에서의 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이룩하려는 ‘꿈' 

의 대중 운동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창간호 이후 5개월만에 가을호가 발간되고 이어 4권까지 간행되었으나 김순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볼 

티모어에서 유명을달리해 ‘망향'은총 4권을세상에 내놓고끝이났다. 77년에는김정현이 수필집 ‘전심매'를 

펴냈고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장대욱(1998 작고) 이 한인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한 것 

도 이 때부터 였는데 그는 ‘횃불' 원고의 타자와 편집을 돕고 필명 서당아로 수필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갈릴 

리 사람들(번역서)’, ‘워싱턴 한인교회 30년사(1998)', ‘이중 국적자(1990)', ‘세월 따라 바람 따라(1991)' 등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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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를 남겼다. 이어 1981년에는 현대문학을 통하여 등단한 최연홍이 미주한국일보에 시를 발표하기 시 

작하였다. 그 즈음 워싱턴 한인YMCA는 피츠버그에 사는 김용익을 초청하여 문학강연회를 가졌고 김용익 

관계 기사가워싱턴 포스트 일요판에 크게 실렸다. 한편 신춘문학인의 밤도간간이 한인교회에서 열렸는데 

마경일, 김명희, 김영, 박숙희 등이 찹여 멤버였다. 이 시기에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서서히 문인들의 창작 

활동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지현의 번역소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원작. 오리아나 팔라치: 

Letter to a Child Never Born) 가 1980년에 출간되 었고 아내로 어 머 니 로 사업 가로 일 인삼역 의 고단한 삶 속 

에서 길어올린 시편을 엮어 김민선은 1989년 첫 시집 ‘무엇 놓고 부르나’를 서울 명륜당에서 내놓았다. 

문인 단체들 

미주에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의 시작은 로스엔젤레스에서 송상옥(소설가), 김병헌, 김호길, 전달문, 권순 

창(이상 시인)등 이미 한국에서 문학활동을 하던 문인들이 주도해 1982넌 “미주문인협회’’가 발족되고 부터 

이다. 물론 문인협회 조직 이전부터 활동해오던 문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고 원, 황갑주, 이세방, 황영애, 정 

용진, 조윤호, 김용팔이 그들 종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1987년에는 전달문, 송순테 김문희, 조성희 등을 종심으로 ‘재미시인협회’가 창립되고, '세계한민족 

작가연합', ‘해외문인협회’, ‘미주크리스챤문인협회’, ‘미주기독교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미주현국

소설가협회' 등 한인 인구도 많지만 문학단체도 많이 있다. 그외에도 뉴욕의 ‘미동부한국문인협회’, ‘시카고 

문인회’, ‘하와이한인문인협회’, ‘샌프란시스코 문인협회’, ‘애틀란타 지역의 한돌문학회' 등이 대도시를 중심 

으로존재하고있다. 

워싱턴 지 역의 문인 단체로는 1990년 5월 26일 창립된 워싱턴 문인회를 시작으로 1990년 7월에 결성된 

포토맥 펜클럽이 2002년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의 개명 요청에 따라 단체 이름이 바뀐 워싱턴 여류 수필가 

협회, 그리고 1999넌에 결성된 지향(Fragrance of Poetry)' 동인회가 2004년 1월에 들어서 동인성격의 시향 

조직으로 만들어 발족된 ‘미주한국시문학회’가 있다. 또한 본국에 본부를 두고 미주지역 지부 형식으로 

이루어진 단체로는 2002년 8월 30일에 결성된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워싱턴지역위원회와 작고시인 김 

선현에 의해 1999년에 조직된 ‘화백문학회 워성턴지부’가 있으며 그외에도 뉴욕에 근거를 둔 ‘크리스천 문학 

가협회’가 순회 모임 형식으로 워싱턴 지역에 와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워싱턴 문인회 

캐나다 문인회장을 지내고 워싱턴에 와서 목회를 하던 반병섭이 문인들의 조직의 필요성을 제의해 1990년 

1월 14일 반병섭 목사관에서 최연홍을 준비위원장으로 임창현(회칙 기초준비위원)， 반병섭, 김령, 김한옥, 

안재훈으로 ‘워싱턴문인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년 5월 26일에 워싱턴 문인회가 탄생되어 회 

장에 최연홍, 부회장에 임창현, 김행자, 총무에 허권, 재무를 원경애가 맡았다. 문인들의 신작발표회를 월 

마다 열고 문학상을 제정했는데 첫 수상자로 유인국(시), 임창현(수필)， 안설희(소설)， 유성건(영시) 등이 뽑 

혔다. 유인국의 시집 ‘산월’과 최연훔의 영문시집 ‘가을 어휘록(Autumn Vocabularies)' 영한대역 단편 ‘이브 

(Eve)’의 출판기넘회가 잇달았다. 1991년에는 회원들의 작품을 수록한 ‘워싱턴문학’ 1호가 나왔고 같은 해 

11월 10일에 전통 문화원에서 제1회 문학의 밤이 개최되어 시낭송 및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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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회는 이듬해 반병섭을 회장으로 개선하고 한국전통문화원, 워싱턴한인교회 등에서 희원작품 발표회 

를 가졌다. 제2회 워싱턴 신인문학상은 윤명자(소설), 송인복(시)， 이서룡(시), 명의철(시) 등이 받았다. 워싱 

턴문학 2호(1992)가 나왔고 이원로의 시집 빛과 어둠을 넘어’, 장대욱의 수필집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출 

판기넘회도 가졌다. 1992년에 회장이 된 허권은 뉴저지 수필가 위진록, 시인 김문희, 뉴욕의 김송희 시인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내의 한국문학 교류를 도모하였다. 최연홍, 김명희, 마경일은 알렌 긴스버그의 시 

집 ‘아우성(시문학사 1990)’ 을 펴냈으며 ‘예술공보' 에는 워싱턴 문인회 특집이, 동아일보에는 워싱턴문인회 

원 작품이 연재되였고 워싱턴 한인회보에는 문인회원들이 작품연재를 맡기도 하였다. 

유영아, 김행자의 시는 LA한국일보 문예작품 경연에서 당선작을 차지했고 안설희의 단편소설 이민수기 

는뉴욕한국일보문예경연에 당선되었다. 

93년 6월에는 임창현 수필집 “이별연습’' 출판기넘회를 가졌고 1994년에는 허권에 의해 초청된 본국의 박 

재릉 시인은 제 4회 워싱턴문학신인상을 심사해 권귀순, 박양자가 공동 당선했고 시 부문 가작에 임숙영, 

영시부문에 윤희정, 신수정, 수필에 모니카 손(가작)， 소설에는 최인선이 당선을 안았다. 또한 워싱턴 포토 

맥 팬클럽과 공동 주최해 박재릉 문학강연희를 개최하였다. 

송인복 시집 ‘시계를 산다고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다’ 변완수 수필집 ‘동서남북'의 출판 기넘회가 잇달았 

고 95년에는 제 5회 워싱턴문학 신인상 시부문에 이문자의 ‘사모’와 한혜신의 ‘숲' 이 각각 당선과 가작으로 

뽑혔다. 캐나다 벤듀젠 공원 육각정에는 반병섭 시인의 시비 ‘그대 배달의 후예이거든’이 세워졌다. 임창현 

의 시는 미주문학과 조선문학지에서 당선을, LA 한국일보 문예공모에서 가작을 차지해 중앙대 동문희 주 

최로 당선축하회를 열어 주였다. 1995년 11월 4일에는 김행자의 시집 "눈감으면 그대”의 출판기넘회가 열렸 

고 김행자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LA문인협회 권순창 회장과 캐나다거주 반병섭 시인의 내방이 96년 봄 

에 였었으며 최연홍의 ‘마돈나에서 클린턴까지' 출판기넘회를 열고 ‘시’ 어떻게 쓸것 인가로 강연희를 가졌 

댜 제6회 워싱턴문학신인상은 당선작 없이 시부문 가작에 김 인기와 박 앤, 전수일은 수필부문에서 당선하 

고 강필명은 소설부문 가작을 하였다. 

교포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학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 문학동호인 대상 제1회 

포토맥 강변문화제가 문학강좌와 백일장으로 나뉘어 96년 10월 19일에 버지니아주 그레이트 휠스에서 개 

최되였는데 시 부문에 Elizabeth Kim(영시장원)，이정자, 오요한이 수필부문에는 최영훈(장원), 소니 김, 김 

부순이 수상했다. 11월 16에는 제 2회 애송시 낭송회 및 문학의 밤이 김준길 공보공사의 제계속의 한국 문 

학' 강연과함께 알링톤 쉐라톤호텔에서 열려 그옥한문학의 향기를동포들과함께 나눈 가을밤이 되었다. 

1997년에는 최연홈 시집 ‘한국행'출판기넘회와 제 2회 포토맥 강변문화제가 이어졌고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워싱턴 디시 조지타운 소재 M.O.C.A.(Museum of Contemporary Art) 갤러리에서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미 사회에 영한 대역으로 한국시편들을 소개하는 시화전을 개최하고 시화집 ‘Korean Poetry-Art 

Ensemble' 도 발간되어 나왔다. 시인 23명의 작품에 한농 한기백 화백의 시와 그림외 미술가협회 화가 6명, 

문인회 회원이자화가인 김령, 임창현, 천세령이 그리고 서예가권명원이 참여한시화전에 대해 1997년 10월 

30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스타일 섹션에서 한농의 시와 그림을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걸작품이라고 소개 

하고 회원들의 작품이 그림이 있는 시가 독특함을 창조했다고 평가했다. 연이어 11월 9일에는 제 3회 교포 

대상 애송시 낭송회 및 문학의 밤이 버지니아 알링톤쉐라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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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2일 임창현이 제 6대 회장에 피선되었고 워싱턴문학 신인상 제 7회 입상자에는 영시에 박충 

기, 시 부문에는 이규태, 이정자, 차영대가 수필부문에는 윤학재, 김광수, 주영하가 각각 수상했다. 제 7회 

워싱턴 문학상 시상 및 임창현 시집 ‘그리고 도 그리고' 출판기넘희가 1998넌 3월 28일에 개최되었고 조선 

문학 4월호에는 해외동포 문단으로 워싱턴 문인회 편이 소개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임창현이 조선문학 

본국 평단에 시 부문 문학평론이 당선되었고 99년 4월 제8회 워싱턴 문학상 수상에 시 : 당선 신종훈, 가작 

이영진 이문형 김해남, 수필 : 가작박인자, 이영호, 최호택, 소설 : 당선 양성호, 가작이선아가수상의 영예 

안았다. 1999년에 이어 4년연속 재외동포문학상을 워싱턴 문인회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 2000년 

도 9월에는 김인기가 제 2회 시 부문 가작을, 2001년도에는 김령이 제 3회 수필 부문 우수상을, 2002년도 

에는 윤학재가 제 4회 수필 부문 가작을 차지했다. 2002년 2월 제 8대 회장으로 윤학재가 선출되였고 4월 

에는 윤학재 수필집‘단층인생 아름답게'출판기념희가 열렸다. 이때부터 야외 시화전과 월례회 모임인 ‘글사 

랑방’이 활성화된 시기라하겠다. 제8회 (2000년도) 워싱턴문학 신인상 수상자는 당선없는 가작으로 김환희 

(시), 이택제(시조)， 홍윤희(수필)가 수상했다. 

1999넌 이후는본국문단진출과작품집 발간이 현저하게 증가해 백순, 김인기, 권기순, 안설희, 이신혜, 

손지언, 허권, 유경찬 등의 촐판기넘회가 줄을 이었다. 2002년 6월 이문형이 조선문학에 시 ‘바다의 품' 외 

3편으로 등단했고 2003넌 2월 이영목이 ‘우리들의 초상화'단편 소설집을 출간했다. 제 10회 ‘워싱턴문학 신 

인상’은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2004년에는 시 부문에 이정은이 당선하여 수상했다. 2004넌 9대 회장은 이 

문형이 선출되었고 임원으로 수석 부회장에 이경식, 부회장 차영대, 오요한, 사무총장에 김인기, 총무 유양 

희, 재무 정애경 등을 구성했다. 

도문인회는 이 총무공의 애국애족정신과혼이 살아숨쉬는문학적 순수성을 기리고각인시키자는목적 

으로 ‘충무문학상’을 제정하여 공모해 수필 부문에서 전현자가 ‘이순신장군 충효사상을 그리며'로 당선했고 

김재숙, 정상대는가작에 입선해 2004년 4월 28일 훼어팩스소재 기쁜소리방송강당에서 ‘충무문학상시상 

식 및 뇌가 문학의밤'을 개최했다. 또한 9월에는 소질개발과 문학적인 감성고취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성 

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교실도 개설했다. 

워싱턴여류수필7~협회 

1990년 7월 이순영, 한혜경, 최영자, 이금자, 김정자, 마영옥, 김원정 등 7명을 창립회원으로 창립된 포토 

맥펜클럽(워싱턴여류수필가협회 전신)은 초대회장으로 이순영을 선출했고 지금까지 출간된 작품집으로는 

첫 동인집 ‘워싱턴뜨기 ’(1991)에 이어 제2집, ‘워싱턴에 뿌린 씨앗’(1993), 제 3집 ‘워싱턴의 무궁화’(1998)와 제 

4집 ‘포토맥강의 노을’(2004) 이 있다. 제 1집에 작품을 실었던 최신애, 이순영, 한혜경, 최영자, 이금자, 마영 

옥, 김정자, 김원장 마경일 등 이들 중에는 어린시절에 즐겨 부르던 ‘오빠생각'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던 최 

신애 동요작사자도 있었으나 고령으로 늦게 문학에 들어선 그들은 이제는 주옥같은 노래와 작품만 남기고 

최신애, 이순영, 이금자, 김원정 수필기들은〈 하나 둘 뒤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고수옥 회원은 2001년 

에 한혜경 회원은 2003년에 소천했다. 반병섭 고문은 제2집 추천의 글에서 "첫 번째 수상집이 나왔을때 많 

은분들이 관심을보여 주었고 언론들이 지면을아끼지 아니하여 칭찬해 주셨다. 특히 연로하신 여성노인들 

이 쓰신 생의 기록들이어서 그랬고 이민 20여년 역사에서 처음 되어진 일인 까닭도 있었다. 어쨋든 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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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파란많았던 한시대를사신분들이 쓰는글들은 역사증언으로같이 보관되어져야할자료라고 생각한 

다.”라고 쓰고 있다. 회원들은 전문작가가 아니나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흘러가는 포토맥 강줄기 같이 

연넌세세 새로워지기를바라며 그렇게 순수하게 모임이 시작되었다. 2001년 8월 제4대 김령 회장이 출범하 

면서 ‘‘워싱턴여류수필가협회’로 단체명칭이 바뀌었고 새 회원이 대폭 영입 되면서 2004년 1월에 발간된 제 

4집에는 단체와 회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협회지 고정명칭도 ‘워싱턴여류에세이’로 바뀌고 희원 15명 중 

검령 김소니, 김인숙, 손지언, 신춘분, 유설자, 유양희, 이숙선, 이혜란, 재수희, 최향남, 하순득 등 12명의 

작품을수록하고 있다. 초창기 회원인 김령 회장과 이숙선 회원을제외하고는모두가새 얼굴로 이루어져 있 

다. 만 35세 이상의 여성으로만 구성된 협회는 문예작품 활동을 통하여 모국어와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한국 

인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모습의 간직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작품창작, 연구발표, 토론, 강연회, 문 

학강죄를 개최하고 회원의 본국등단추천 추진 및 타 단체와의 친선교류가주요활동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고문에 임창현 자문위원에 최인숙, 이숙선, 역대 회장에는 초대 회장 이순영, 2대 최인숙, 3대 김한옥, 4대 

와 5대는 김령이 2001년부터 회장직을수행하고 있으며 수석 부회장에 이혜란, 부회장에 채수희, 총무직은 

최향남이 맡았다. 협회는 2004년 5월 29일에 메릴랜드 캐더락 파크에서 ‘어머니의 길'이라는 시제로 제 1회 

주부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여 전현자가 장원을 차지했고 육아일기 공모에는 손미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05넌 7월 9일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이혜란, 부회장에 정애경, 총무에 한현숙이 선출됐다. 

口|국한국시문학회 

워싱턴지역 시인들의 동인모임으로 1999년부터 뿌리내려온지향'이 시를사랑하는 이들의 문학교류와문 

학의 아름다움을 통해 워싱턴지역의 동포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단체로의 정립을 

위해 2004넌 1월 4일 “미주 한국시문학회”를 결성하고 최연홍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시문학회는 매년 

1회 시문학 전문지 지향'을 발행하며 특히 한글 작품을 영역, 미 전국의 주요 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문학회는워싱턴지역뿐아니라뉴욕과조지아, 플로리 

다 지역 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1월 31일 훼어팩스 스데이션 소재 최연흥 회장 자택에 

서 열린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김행자, 백순, 총무에 이천우, 재무에 정영희로 임원을 구성하고 매월 정기모 

임을 통해 자작시 낭송, 이민문학의 올바른 좌표설정을 위한 토론 등 회원들이 모여 문학을 나누고 즐기는 

순수문단활동으로보다참신하고새로운장을펼쳐간다는다짐을갖고 있다. 또시문학회는워싱턴 지역 미 

술 및 음악단체와 연계, ‘시화전’ ‘음악과 함께하는 시' 시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학관련 행사도 주최한다. 

창립회원은 권귀순, 김광수, 김해남, 김행자, 백순, 문무일, 박앤, 박양자, 손지언, 신종흔, 정영희, 우순 

자, 이경희, 이규태, 이정자, 이천우, 임숙영, 최은화, 최연홍, 허권 등 20명 이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워싱턴지역위원회 

2002년 8월 3일 지역 문학 발전 및 회원 간의 친목도모, 본국 문단과의 교류 등을 통해 아름다운 글밭을 

일궈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동부지역위원회’ 가 임창현을 초대회장(임기 5년)으 

로발족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관할지역을메릴랜드주로부터 플로리다주까지로그관할지역을조정하 

고 명칭을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워싱턴지역위원회”로 변경했다. 워싱턴지역위원회는 2004년 1월 18일 

워싱턴지역 한인사 一 175 



에 신년 하례모임을 겸한 총회를 갖고 신임 부회장에 오요한, 감사에 이혜란을 임명해 부회장은 기존의 김 

령과 함께 2명을 두게 되었다. 주요활동 범위는 회원들은 국제펜클럽 대회에 찹석 세계문인들과의 친선도 

모 및 문학교류와 로스엔젤레스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미주펜문학’ 에 작품을 게재할 수 있으 

며 세계 재외동포 한인대회, 심포지업개최 및 참석할 수 있다. 회원자격은 본국문단 5년 이상 경과하고 작 

품집 1권이상이어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본국문단에 등단한 문인의 경우 작품집이 없더라도 준회원으 

로가입할수있다. 

화백문학회 미주지부 

화백문학회 미주지부는 한국의 화백문학회(회장 김해석)가 한국 화백문학회의 취지와 방침에 따라 미주 

내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회원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본국의 ‘화백문학'지에 작품을 발표하며 신인을 발 

굴하여 ‘화백문학’을 통한 등단을 돕는다는 목적을 갖고 1999년 10월 17일에 워싱턴 디시에 지부가 결성되 

었다. 임원진 명단은 고문: 고원, 김용팔, 황갑주, 자문위원 : 최호택, 초대회장에는 시인 김선현이 2000년 

에 작고함에 따라 현재는 백순(제2대)이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 주경로, 서기 겹 재무: 박승필로 구성 

되어 있다. 회원으로는 김한옥(시), 박승필(수필)， 백순(시), 주경로(시), 최호택(수필)， 허광수(시조)가 참여 

하고있다. 

화백문학회는 1992년 9월에 서울에서 창립한 문학단체로 작품집 ‘창작춘추'를 1993년부터 발행해오다가 

1999넌에 ‘화백문학’으로 개칭한 후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미주 지부는 연 2회 봄과 가을에 모임을 갖고 작 

품낭송을 하며 본국의 ‘화백문학'지의 ‘재미 문학인 특집’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문예지와작품집 발간 

미국속의 한국문인들의 창작활동은 영어로 쓰여진작품과한국어 작품으로 나누어지며 힌국어가주 언 

어인 이민 1세가미국에서 쓴작품은크게는한국문학에 속하지만한국을 떠나와 이민자의 삶을살면서 한 

국어로 써낸 작품들은 ‘이민문학’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영어가 주 언어인 1.5~2세, 

3세가 영어로 쓰는 작품들은 미국 문학에 속하고 더 자세히는 Asian-American문학에 속해서 2세들의 작품 

이 강의된다면 American Studies에 속한다. 70년대 에 대 거 유립 된 한국 이 민자 자녀들이 이 제 대학에 모두 

진학하고 있어서 미국의 큰 대학들은 거의 한국어가 정식 학부강의가 설립되어 있지만 한국문학이 강좌로 

써 가르쳐 지는 대학은 하와이 대학, 하버드 대학 등 몇 곳이 안된다. 

지금까지 발간되어온 문학단체의 한글로 쓰여진 간행물을 대략 열거해 보면 제일 오래된 워싱턴 문인회 

의 회원 작품집 ‘워싱턴 문학’ 이 2004년 제10집을 발간했고 워싱턴 여류 수필가 협회는 첫번째 동인지 ‘워 

싱턴 뜨기 (1991)’ 에 이어 업성턴에 뿌린 씨앗(1993)', ‘워싱턴의 무궁화(1998)’, ‘포토맥강의 노을 (2004)' 등 

총 4권을 발간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문필가 변완수(수필가, 시조시인)가 우리 민족의 문필 중흥과 인 

문 중흥을 위해 2000년 1월, 뜻을 기리는 이, 참을 찾는 이, 얼을 키우는 이, 글을 좋아하는이, 배움을 즐기 

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창간공약을 걸고 문예 인문 종합지 ‘사해(四海)' 창간호를 내놓은 이후 현 

재까지 제5호가 나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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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8년 9월, 번역 및 출판기금을 형성하여 우수한 한인문학작품을 선정해 번역에서 미국내 출판 

및 서점 보급까지 연결해 미국사회에 우수한 한국문학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출판 계약 단체인 

KALC (Korean American Literary Council)가 알링톤 버지니아에 설립되어 자체에서 발간하는 KALC News 

Letter가 계간으로 3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그후 2003년 7월 1일에는 워싱턴 지역 및 미주문인들을 위한 창 

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전문 문학월간지 업성턴 문학과 사상(발행인: 석보환, 편집인: 유인국)’이 창간 

되어 매월 독자를 찾아가고 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 워싱턴 지역 문인들의 작품집 발간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 

는데 1985넌에 출간된 최연홍의 ‘정읍사’ 와 반병섭의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1985) 등 80년대는 2권이었으 

나 90년대는 39권의 작품집이 쏟아져 나왔고 2000년 이후는 현재까지 18권이 출간되었다. 90년대의 폭증 

현상은 60~70년 대 이주한 이민 1세가생활에서 경제적인 안정과자녀들의 양육에서 벗어난시기여서 보다 

많은 시간을 창작에 활용할 수 였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총 27명의 시인, 소설가, 수필가가 펴낸 작 

품집은 60권으로 시집 (28권), 수상집 (4), 수필집 (4), 수기 (2), 번역서 (1), 번역시집 (2), 영시집 (1), 환경에세이 

(1) , 칼럽집 (2) ， 문화비평서 (2), 시문집 (1) ， 인물전(1) ， 소설(5) ， 신앙간증 에세이 (1) 등 분포도 다양하다. 90년 

대 이후 발간된 작품 총 60권 중 영어로 쓰여진 개인 작품집은 최연홍의 영시집 ‘Autumn Vocabularies'（가을 

어휘록 1990) 단 한 권 뿐이었다. 반병섭의 시문집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1985), ‘목장의 메아리’(1988),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1988), ‘양지로만 흐르는 강’ (1992), ‘살아있음이 이리도 기쁜데'(1994), 낄보다 먼 여 

행’ (수필집, 1995), ‘바다건너 시동네'(공저), 장대욱의 ‘이종국적자’(1990), ‘세월 따라 바람 따라’(1991), 임창 

현의 3권의 수필집, ‘살아있어 아파오는 것’(1988), ‘이별연습’(1993), ‘하나님과 동행하며’(공저)와 3권의 시 

집: ‘그리고 또 그리고’(1997), ‘추억은 팔지 않습니다’(2000), ‘워싱턴 팡세'(2001), 이원로의 ‘빛과 소리를 넘 

어’(1992), 햇빛 유난한 날에, 변완수 산문집 ‘동서남북’(1994), 송인복의 ‘시계를 산다고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다’(1994), 김행자의 ‘눈감으면 그대’(1995), 남현실의 별이 눈을 뜨는 밤에’(1995), 문무일의 ‘인생은 미 

완성’(1995), 최연홍, 김명희, 마경일의 알렌긴스버그의 번역시집 ‘아우성’(1996), 김미진은 ‘모짜르트가 살 

아있다면’과 ‘우리는 호텔 켈리포니아로 간다’를 펴냈는데 민음사가 내놓은 ‘모짜르트가 살아있다면'은 베 

스트 셀러 순위에 한때 오른 적이 있었다. 김선현의 ‘그사람’(1997), ‘마지막 시인’(2000), 김명희의 ‘오감도' 

(번역시집, 2001. 원작: 이상)는 이상의 난해시 전문을 번역한 첫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백 순의 ‘그래도 주 

님 사랑 넘치면' (1999) 임혜신의 ‘환강의 숲' (2001), 유영아의 ‘서른셋 삐에로의 노래’ (1995)와 2권의 수기 : 

때마음의 어린왕자 (1999), ‘혼자서는 너 둘이 가는 사랑' (1996), 유인국의 ‘산월’ (1990) , ‘체리데일 이름으 

로 '(2000, 전자시집)， 윤학재의 ‘아리랑그림자’(1999), ‘단층인생 아름답게'(2002), 이신혜의 ‘내고향 어머니 

새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2002), ‘저녁 6시의 약속'(2004), 권귀순의 ‘오래된 편지’(2002), 김인 

기의 ‘부끄러워도 그렇게'(2002), 손지언의 ‘하란이 필 무렵’(2002), ‘물방울이 되고 싶다’(2003), 이영목의 

‘우리들의 초상화’(2002), 안설희의 ‘옥수수밭 이야기 ’(2003), 허권의 ‘도피성’(2003) 유경찬의 업성턴 나그 

네'(2004) 등이 출간되었다. 최연훔은두 권의 문화비평서 : ‘마돈나에서 클린턴까지’(1995), ‘할렘가에서 백 

악관까지’ (1996)와 4권의 시 집 : ‘정읍사’ (1985), 'Autumn Vocabularies' (1990) , ‘한국행’ (1997), ‘최 연홍의 연 

가’ (2003), 그리고 ‘떠남으로써 머물러 있는 사람’ (1990, 수상집), ‘이브' (1990, 소설), ‘섭이 사라지고 였다’ 

(1990, 환경에세이), ‘고객감동주식회사’ (1997, 번역서), ‘미국을 다시 본다’ (칼럼집, 1986), ‘우리시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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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들’(1998, 인물전) 등으로 총 12권의 최다 저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인사회에서 한국어 작품집 출간이 압도적인 가운데 문인단체 밖에서 출간된 작품집들로는 버 

지니아 Linden에 거주하는 1969년에 현대문학으로등단한중견작가박시정의 소설집으로‘날개소리’(1976), 

‘고국에서 온 남자’,‘당신의 손에'와 작품집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등이 나와있다. 박시정은 재미 한인들 

이 낮선 미국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문제와 씨름하며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끈질기게 관 

찰하고 그 결과를 소설 속에 담아 오로지 한글소설만을 써서 한국 국내 지면에 발표하는 작가로 뉴욕에 거 

주하는 중견 작가 김지원과 함께 1970년대에 등장한 전문적 작가로서의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준 작가라고 

서울시립대 이동하 교수는 2002년 8월 미주 문인협회가 주최한 이민문학 100주년 기넘 미주한국문학 심포 

지업에서 발표한논문 ‘20세기 한인 소설의 전개 양상’에서 밝히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하는마종기 

1966년에 미국에 와살면서 ‘변경의 꽃’(1976), ‘안보이는 나라의 사랑'(1980), ‘모여서 사는 것이 어디 갈 

대들이랴(1986)' 등 7권의 시집과 이 외에 2권의 시선집: ‘그리고 평화한 시대가’(1982) ， ‘새소리 ’(1992), 황 

동규, 김영태와 함께 펴낸 동인지 ‘평균율' 2권, 그리고 마종기 시전집 (1999) 등을 펴내며 꾸준히 한국시단 

에 시를 발표해 온 시인이다. 

그 외에도 이정우(필명: 한글산)의 시집 ‘마음에서 빛이 지면’(1996) 이순영의 유고집 ‘홀러가버린 노래’ 

(1996) , 이 선명 칼럼 집 ‘카인의 후예' (2003), 이 지 현 수필집 ‘따끈한 맥주’ , 박석규 (목사)의 ‘영 원한 오늘’ , 

시각장애의 역경을 딛고 미 정부 고위 공직에 오른 강영우의 부인인 석은옥의 자전적 수기 ‘나는 그대의 지 

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 강영우의 체험적 성공지침서인 대안의 성공을 찾아라’(2003), 이숙션의 첫 수필 

집 ‘코스모스의 추억들’ (2004), 전정구 시집 ‘사계절 사랑의 시’ (2004), 북한 체류 2년 KEDO출신 외교관이 

뒤집 어 본 북한 체험 기를 쓴 이현주의 ‘횃불과 촛불’ (2003), 남태호의 소설 ‘콘툼을 향하여' (1999) 등이 출 

간되었고, ‘재미한인교회70년사’ (김택용), ‘아메리카니즘의 몰락' (김종빈), ‘미국, 미국인, 미국사회’ (정운 

복), ‘포토맥’ (옥일성), ‘민족의 요람속에' (김영훈), ‘코메리칸’ 의 이민행진곡 (김태선. 만화) 등의 일반서적 

이 있고 종교계 등 비문학 부분의 저서가 한인사회에서 많이 출간되였으리라 믿으나 자료 수집의 어려옴 

으로 다 수록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워싱턴 지역을 다녀간 본국 문인들로는 박이도, 민영, 박재릉 (이상 문 

인회 초청)， 소설가 박완서, 최인호, 박범신, 강형철, 이문열이 있고 2004년 2월 2일에는 세계 각국의 문학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폴저 세익스피어도서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고은 시인이 있다. 고 

은 시인은워싱턴 문인회 (회장: 이문형)가마련한동포간담회 강연에서 남과북그리고 해외동포가우리민 

족의 주축임을 강조하고 ‘고향을 기억하지 마라, 새로운 고향을 개척하라’고 한 김재준 목사의 말을 인용 

해 조국관의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인들에게는 이민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해외동포 문학의 정체성 

에 대해 언급하고 본국문학이란 전범을 추종하거나 모방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색다른 이민 한국문학을 해 

야한다고주장했다. 

이민 100주년 기념 간행물 및 문학행사 

2004년 1월 미주 이민100주년을 기넘하는 미 의회도서관 초청 시 낭송회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 이민 문 

학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만한 간행물들이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2003년에는 이민 100주넌 기념사업을 

계기로 미주 전역의 문화 예술계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문화예술을 통해 온 한민족에게 우리문화의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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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일깨워 준 큰 계기가 되었다. 미주한국소설협회 (회장: 조정희)가 18인의 한인소설가의 단편소설을 엮 

은 ‘사막의 소리’(2002.8. ）에 이어 세계 한민족 작가연합 (회장: 김호길)은 수필선집 ‘새들은 하늘에 새 길을 

낸다’(2003.2.）가 출간되었고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넘 사업회는 이민 100주년기넘문집으로 2003년 4월 

15일, 문학선집 ‘사진 신부’ 와 그의 영문판 ‘떠오르는 슬픔’ (Surfacing Sadness, 2003)을 내놓았다. ‘사진신 

부’는 이민 1세의 눈물겨운 애환과 꿈이 담긴 삶의 기록으로 고원, 최연홍, 정효구, 변완수, 명계웅, 이계향, 

송상옥 이동하 등 편집위원이 선정한 미주한인 대표작가 57명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권귀순, 김선현, 김행자, 백순, 이정자, 임창현, 임혜신, 최연홍, 허권 (이상 시인)， 김령, 변완수, 윤학재, 장 

대욱 (이상 수필가)와 소설가 안설희 등 14명의 작품이 실려 있다. 미주문학단체연합회가 2003넌 10월 20일 

발간한 “한인문인 대사전”은 북미지역 문인들 205명의 대표작과 연보들이 실려 있다. 

워싱턴 지역문인으로는 김인기, 김행자, 김선현, 백순, 손지언, 오요한, 이경식, 이택제, 이문형, 최연홍 

(이상시인)， 안설희, 이규태 (이상소설가)， 김령 변완수, 윤학재, 이혜란, 재수희 (이상수필가)， 임창현 (평 

론가) 등 18명이 선정되었다. 재미시인협회(회장 이재학)의 이민 100주년 기넘시집 ‘외지’와 해외문학사는 

‘해외문학’ 이 민 100주넌 기 넘호를 발간했다. 

또 한가지 기 억될 만한 간행물은 이민사의 빛과 그림자 중 어두운 면을 조명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 

상을 원색으로 펼쳐 보인 교포실업가 이영목의 첫 단편소설집 ‘우리들의 초상화’로 출간 전 중앙일보에 연 

재되어 화제를 모았다. 2003년 1월 5일 열린 출판기넘회는 폭설에 마비된 교통에도 불구하고 눈속에 달려온 

170여 명의 축하객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책 판매대금은 전액 워싱턴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기증되 

었고 이 책은 초판 후 본국에서 ‘워싱턴의 도박꾼’으로 재판되였다. ＇사진 신부’와 ‘Surfacing Sadness’는 한 

국과 미국의 240개 주요대학 도서관과 대도시의 도서관 100여 곳에 소장용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재미 한 

인학교 협의회가 100주년 기넘 해에 즈음해 발간한 미주 한인 역사상 최초의 이민 역사 교과서 ‘코리안 아 

메리칸의 발자취'도 뿌리 교육의 뜻깊은 성과였다. 

문학작품은 확실히 후세에 남길 수 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 면에서 상기한 간행물들과 2002년 

8월 17일 미주한국문인협회의 창립20주넌 및 이민100주년 기념 ‘미주 한국문학의 좌표'를 주제로 한 ‘미주 

한국문학 심포지 엄' 개최는 미주한국문학의 발자취와 미주문학인들의 역할 등을 살피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내다 보게 한 점에서 미주 문학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임창현(평론가)이 ‘워싱턴문학 어디쯤 왔나’로 발표를 한 바 있다. 특히 정효구(문학 

평론가. 충북대) 교수의 의식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한 ‘재미 한인문학, 어제 오늘 내일―시’와 이동하(문학 

평론가. 서울시립대교수)의 ‘재미 한인문학, 어제 오늘 내일―소설’은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한 논문으로 

미주 한인문학의 소설의 현주소와 시문학의 바탕에 흐르는 의식의 변천사는 미주문학사 연구에 좋은 자료 

가될것이다. 

1994년 4월 28일 미 의회도서관에서는한국시인들로는최초로시 낭송회를가졌는데 최연홍과로스엔젤 

레스 지역의 김문희, 김정미 시인들이 함께했고 그때 발표된 시들이 거트루드 클라크 위덜 시문학기금으로 

한정판으로 묶여 나왔다. 2003년 1월 17일 저녁에는 미 의회 학자 프로그램과 의희 시문학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미주이민 100주년을 기넘하는 시낭송회가 메디슨 의회 도서관의 멈포드룸에서 열렸다. 고 박남수의 

시 ‘갈매기’, ‘성씨풀이’ 를 비롯해 최연홍의 ‘나의 항해’,‘귀향기’, 김행자의 ‘민들레 홀씨처럼' ‘망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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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발표되었다. 힌국어와 영어로 발표되였는데 기포드 학자 프로그랩실장과 제니퍼 러플랜드 시문학센타 

담당자가 영어로 낭송하고 한글시는 한국어로 낭송됐다. 박남수 시는 권귀순 시인이 낭송했다. 

본국문단 진출 봇물 

1999년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본국 문단에로의 진출이 부쩍 증가한 것도 워싱턴 문단에서 특기할 만한 흐 

름이다. 1999넌부터 2000년도 사이에 9명, 2001년부터 2002년 사이가 18명, 2002년 이후 현재까지는 9명 

으로 99년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만도 36명이 본국 문단에 등단했다. 최근 한국에서 문학잡지들이 범 

람하면서 일부 문예지들이 신인으로 등단시켜 놓고 책 구입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규 

탄이 되기도 했다고 국제 팬클럽 힌국본-부 성기조 회장은 말하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문단이 흐려지고 문 

인들이 양산되고 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 회장은 미주 지역에서 한글로 작품을 쓰는 문인들 

이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인들보다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발표될 정도 

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적 확산은 질적인 도약을 선행한다’는 말을 현실 

에 적용하면 양적으로 확산된 힘이 모여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 때가 되면 미주 한인사회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올수 있는가능성이 높아진다는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겠다. 풍요속에서 이제 질적인 향상을 위해 치 

열한 장인 정신으로 모든 예술인이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전통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정진해야 

할사명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본국 문단에 등단한 시인 및 작가의 명단과 등단지를 보면 이경식(시. 믿 

음의 문학)， 임혜신(시.조선문학), 이슬기(시.심상)， 백순(수필. 한국문학, 시.자유문학)， 김인기(시. 한글문 

학)， 김정임(시. 자유문학)， 명의철(시. 창조문학)， 안설희(소설. 자유문학)， 권귀순(시. 펜문학), 이상 9명, 

(1999~2000년), 김광수(수팔 순수문학)， 박앤(시. 문예운동), 박영진(시. 순수문학)， 손지언(시. 조선문학), 

송성호(소설 문예운동), 오요한(시. 한맥문학)， 윤학재(수팔 수필문학)， 이규태(시. 순수문학), 이문형(시. 

조선문학)， 이신혜(수팔 문예사조), 이정자(시. 문학시대), 이택제(시. 순수문학), 이혜란(수필. 수필문학), 

차영대(시. 순수문학), 유경찬(시. 한맥문학), 신춘분(수필. 한국문인), 문무일(시. 포스트모던)， 김한옥(시. 

미래문학, 화백문학) 이상 18명 (2001-2002년), 2002넌 이후 등단자로는 정애경(시. 순수문학), 노세웅(수 

팔 자유문학)， 유양희(수팔 한국문학)（시. 순수문학)， 정영희(시. 조선문학), 재수희(수필. 창조문학)，이천 

우(수팔 순수문학)（시. 시마을), 강석찬(시. 문예사조), 조형주(시. 조선문학) 등 이상 8명 총 35명이 본국문 

예지를통해 문단에 진출했다. 버지니아의 센터빌에 거주하는 정영아는본국중앙일보 2004년 신춘문예 소 

설부문에 ‘자양강장제’로 당선되였다. 

신인상과문학상 

신인 발굴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한 한국일보사였다. 미주 한국일보 로스엔젤레스 본 

사는 해마다 한국일보 문예작품 공모를 통해 미 전국에 흩어진 역량있는 신인을 찾아 많은 문인들을 배출해 

왔는데 1979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25주년을 맞아 등용문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미주에는 로스엔젤레스(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애틀란타, 하와이, 워싱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 

로 문인협회가 였어서 각 문인단체마다 신인상을 공모해 각각 문예지를 통해 신인들을 배출 한인문학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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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확대에 공헌해 왔으나 대다수가 본국 문단에 재도전하는 모국지향적 경향을 보였다. 한국 문예지 등단이 

용이해지면서 영문작품 생산이 더 소원해진 접은 미 주류 문학계의 진출과 이민문학의 정착을 위해 미주문 

인들이 극복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워싱턴문인회도 1990년부터 미주 지역에 산재한 역량있는 신인들을 발굴해 동포사회의 교양과 정서향 

상에 기여하기 위해 ‘워싱턴 문학 신인상’을 공모해 시상해 왔다. 신인상 외에도 기성문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을 제정해 수여하는 문학단체나 문예지로는 미주한국문인협회가 1989년부터 ‘미주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해왔는데 역대 수상자로는 마종기, 김용팔, 김용익(소설)， 황갑주, 고원, 박남수, 송상옥(소설)， 최태웅 

(소설)， 김선현, 정용진, 김호길, 2003년에는 문인귀가 수상했다. 재미시인협회도 2002년부터 ‘재미시문학 

상’을 제정해 첫회는 김병현, 제2회, 3회는 각각 유장균, 황갑주가 받았다. 

‘해외문학사’가 1998년에 제정한‘해외문학상’의 시와소설부문의 대상수상자는제1회: 고원(미국), 이희 

성(일본), 제2회: 리진(러시아)， 박미하일(러시아)， 제3회: 배정웅(볼리비아), 양원식(카자흐스탄), 제4회: 김 

철(중국)， 정세봉(중국)， 제5회: 김영교(미국)， 공영희(러시아)， 제6회는 김행자(미국), 이정희(카자흐스탄)가 

수상했다. 최 연홍은 "한하운 문학상"을, 임창현은 2002년도 "조선 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 

2000년대에 들어서 문화예술 활동이 눈에 띄게 활성화 되었는데 이러한 예술의 대중화는 대종과의 만남 

을통해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크게 증진시켰다. 특히 한국문화홍보원의 공적이 컸는데 지속적으로한국 

우수영회를 상영하고 작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술 전시공모전을 실시, 53명 10개 그룹을 선정해 매달 

갤러리코리아 2004 작품전’을선보이고 있다. 또한코리아화운데이션 (회장윤삼균)과문화훔보원이 매달 

마련하고 있는 작은음악회는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 미국사회와 동포사회에 수준 높은 음악과 연주를 꾸준 

히 선사해 메마른 이민생활에 활력을불어 넣었다. 2003년 9월 11일 부터 9월 24일까지는문화홍보원 화랑 

에서 워싱턴 6인 시화전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백순, 이은애, 손지언, 주경로 시인의 시에 이은애, 김숙 

자화가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이 기간전시된작품집인화시집 “자연과그리움과우리’’도발간되어져 나왔 

다. 1960년대 서울신문 현상공모에 소설 ‘아름다운 수’ 가 당선되기도 했던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신희수 

그의 저서 ‘한국 부엌에서 자란 시절(Growing Up in a Korean Kitchen)’ 이 미국 최대의 주간지 ‘피플’ 이 

선정한 2001년도 최고의 요리책으로 뽑혀 베스트 셀러가 되어 화제가 되였는데 그는 1980년도 부터 책의 출 

간을 준비해 왔으며 웹싸이트를 통해 한국요리와 음식문화를 알리는 데 전넘해왔다고 한다. 

2001넌 12월 7일, 문화홍보원이 제일제당의 공동협찬을 얻어 대사관저에서 개최한 김치축제는 한국전문 

가 등 미국 주류사회에 속해 였는 ‘한국의 친구'들 대상으로 워싱턴에서는 최초로 열린 김치관련 문화행사 

로‘김치박사' 김난조가‘한국의 맛김치의 세계화를위해서’ 라는주제로강연했고신희수는강연과함께 김 

치 담그기 시범을 보였다. 

특히 워싱턴 문예창작원은 2001년 9월 1일에 개원한 이래 매월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열린문학강좌와 작 

품 낭송회가 문학을 사랑하는 동포대상으로 열리고 있어 한인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였으며 창작원을 

통해 정애경, 유양희, 이천우, 노세웅, 이신혜, 정영희 등 6명의 시인, 수필가를배출해 본국등단을도왔다. 

문학의 대중화운동을가장가까이 대중에게 다가가꾸준히 펼치고 있다. 도한해마다워싱턴 지역 8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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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들이 주최하는학예회, 시낭송회, 음악경연대회, 글짓기대회 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어 뿌리교육 

과 함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본국의 저명한 문인초청 강연도 한인회나 언론사에 의해 이루어 

져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축제가 곳곳에서 열 

렸는데 2004년 5월 17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음악축제가 펼쳐 

졌다.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열린 ‘아시안 실내음악 훼스티발'은 아시안 아메리칸 뮤직 소사이어티 

(회장 양미라) 주최로 케네디센터 데라스 극장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 40여명의 워 

싱턴 코리 언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장 이경신) 단원과 함께 주목받는 꿈나무들이 참여했다. 단원들은 미주 

에서 초연되는'그리움 I, II' 를 연주했다. 

도 메마른 이민생활에서 자신을 찾기위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때 생활 

인들을 끌어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재능을 갈고 닦아 성취감과 꿈을 심어주어 삶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 

어준 언론사 부설 문화센타들의 등장은 워싱턴지 역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왔다. 2002넌 

3월 지역 최초로 중아일보 부설 중앙문화센타(원장 양근환)가 비엔나 버지니아에서 개관하여 공예, 음악, 

미술 건강, 교양어문학, 동양취미교실 등 총 6계열 45개 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26일 

저녁에는 워싱턴 지역에서는 최초로 순수 창작발표회가 지역문인, 음악인, 동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중앙일보문화센타주최로 열린 ‘한 여름밤의 가곡' 행사에는 ‘버지니아의 꽃, 더드우드’ 

(김정임 시, 이상철 곡), ‘황톳길’ (오요한 시, 이상철 곡), ‘보람사 가는 길’ (이경식 시, 박양자 곡), ‘부끄러 

워도그렇게’(김인기 시, 박양자곡), ‘오솔길'（박양자시, 곡.）, ‘구월이 오면’(이정자시, 양근환곡), ‘워싱 

턴 찬가’ (양근환 시, 정현숙 곡)등 창작가곡과 ‘그리운 금강산’ 등 친숙한 가곡을 모은 무대로 성악가 양춘 

희, 김종우, 김솔, 정경희, 김정환, 길철민, 김지혜의 열창으로한여름밤을수놓았다. 

이 행사는워싱턴지역에서 초연이며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시인과음악인들의 시와노래를모 

아 친숙한 가곡으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다. 한국일보 문화센터도 교포들을 위해 자기개발 

과 취미활동을 돕기위해 사진교실, 건강과 영양, 스킨케어 메이크업, 수영교실, 노래교실, 꽃꽃이 등 다양 

한 강죄를 마련하여 팍팍한 이민생활에 풍요로운 삶의 밀거름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이다. 

2) 미 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의 미술행위는 일찍이 한글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그려내는 미술작품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한인단체들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열어 주던 사생대회 등도 있었다. 그러나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한인들이 별도로 모여 자질 향상을 기하고 작품활동을 벌인 것은 1975년 윤삼균을 중심으 

로 하여 워싱턴 한인 미술가협회가 창립된 것이 시발이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워성턴 미술가 협회 

는예술단체 중가장민저 창립된단체로주로워싱턴, 버지니아, 볼티모어를중심으로창작활동을하고 있 

는한인 전문미술인들로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전공분야도회화, 판화, 조각, 설치 작품, 디지탈아트, 

믹스트 미디아, 도자기, 금속 공예, 사진, 서예 등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 걸처 다양하다. 2004년 현재 협회 

등록 회원은 약 50여 명이 되며 주로 이민 1세와 1,5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협회는 매년 정기 회원전과 비 정기적인 그룹전을 개최하고 있고 미술 전시및 문화행사, 각종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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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등을 통하여 미 주류사회에 영향력 있는 미술가 그룹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회원 각자가 전 

문 미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도 검하고 있다. 미협은 창립 이후 

거의 매년 미협진을 열고 1975넌 최초로 동부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 공개모집 전람회를 

개최, 워싱턴지역의 한인 미술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5년 첫 미술가협회전을 워싱턴 D.C. 이스턴화랑 

에서 갖고 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한국미술 오천년전시회 기 

금모금전(1981)과 메릴랜드대학에 한국학과 신설을 위한 모금전람회(1990), 한미장학재단기금 모금전람회 

(1992)등도 개최하였다. 

1994년에는 미협 2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렸고 Rockville Arts Place와 메릴랜드 Art Place에서 열린 ‘New 

Wind' 전시회에 다수참가하여 워싱턴 포스트, 볼티모어 선지에 전시평이 실리기도했다. 또한자라나는우 

리 2세들의 정서 함양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2001년부터는 한국일보와 공동주최한 미술대 

회가 올해로 4회를 맞아 꿈나무화가 215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영예의 대상은 데저보어고교 10학년 

인 장새미의 ‘우물’이 차지했다. 한인이민100주년 기념 스미소니언 전시기금 마련전(2002)과 이듬해 스미 

소니 언 국제화랑에서 열린 ‘Dreams & Reality’ 에 미협회원이 참가하는 등 회원들의 활동도 활발한 가운데 

미협이 2004년도락빌시가운영하는글랜뷰맨션 아트갤러리가공모한전시단체로 입상해 회원전원이 참가 

하는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한인학생 예비화가들이 풍작을 거두었는데 워싱턴지역에서 각종대회를 휩쓸어 2004년 5월 정유근 

(훼어팩스고 11학년) 작품이 2004년도 워싱턴 메트로 학생 포스터 공모전에 최고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김미 

례, 김지영, 김희성이 3개 부문 최고상을 석권해 한인학생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했다. 

2002년도 12월에는 워싱턴지역에 거주하는 저명한인 미술작가 9명과 미국작가 10명을 초청해 맥클린 소 

재 대가갤러리에서 대규모 그룹전을 가졌다. ‘소중한 작은 것들’을 타이틀로 전시회에는 저명 금속공예가 

김홍자를 비롯 서양화가 문법강, 윤경림, 데이빗 정, 이택형, 조각가 유수자 등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 

구축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해 서양화, 공예, 조각 등 80여 점이 전시되어 워싱턴 한인사회를 아름다 

운 미술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고상하고 우아한 연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금속공예가 김홍자(몽고 

메리칼리지 교수)는 자연과 인간의 동작과 표정들을 다양한 금속의 질감으로 표현,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 

와 미국적인 문화를 혼합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였으며 ‘첫 만남’ ‘올리브' 등의 은제 조각 

제품과 ‘Dance in the Air' 'First Encounter' 등 브로우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하와이 호놀 

룰루박물관 현대미술관에 영구 전시되고 있다. 형이상학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세계을 구축하고 있는 문범 

강 (조지타운대 교수)은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세계를 난해하게 형상화한 ‘Fashion Buddha', 'Fashion Fish', 

'Fashion Chant' 등 3작품을, 미국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 이 빗 정은 작품 ‘Kababos' 와 ‘Walk Away’ 를 대 

가갤러리 전시회에 출품했다. 

LA 폭동 기넘집 제작 공모전 특상을 받은 데이빗 정은 200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작가 10인 초 

대전’과코코란뮤지업 초대전, 보스톤 미술박물관초대전 등에 참가했다. 그의 작품은 라슬린 메트로스데 

이션 뉴욕시 퍼블릭 아트 프로그램관리국에 영구 전시되고 있다. 서양화가이며 조각가인 유수자는 해학적 

인 작품 ‘옛친구’와 ‘Three Visitors’ 를, 이택형은 심플한 이미지의 ‘무제’와 ‘Four and Two' 'White Mountain 

(흰 산)'등을 출품했다. 2002년 10월 이태리의 중세도시 아나니에서 10번째 개인전을 가진 윤경림은 ‘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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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비스타’ ‘Pomegranates' 등의 풍경화와 정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윤경림의 

화면은 ‘오래된 유화그림을 보는 듯 약간 퇴색한 색채의 푸근함과 시간이 머문 것 같은 고요한 분위기를 갖 

고 였다’ 고 평했다. 서울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후 1965년 도미, 하와이 주립대학, UCLA, 이태리 피렌체대 

학을 졸업한 후 백악관 그래픽 아티스트, 택사스 주립대 교수를 역임했다. 

생명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수미타 김 (몽고메리 칼리지 교수)은 인간의 내면 무의식세계를 추상적 

으로 표현한 아크릴릭 추상화 작품 ‘Invasion III' 를, 이정주는 푸른 호숫가에 서였는 두 한인 어린 소녀를 

화폭에 담은 Memory I 과 II, 풍경화 ‘Aries on the Rhone River' 등 작품을 내놓았고 주얼리 공예가 오지숙 

은 진주와 구슬 등에 14K 금을 이용한 ‘White Flowers"Puple Seeds"Berries, Golden Shell' 의 아름답고 

특한 장신구 작품을 전시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감나무’ 의 작가 한농 한기백 화백의 개인전이 2004년 5월 21부터 7월 3일까지 맥클 

린 대가갤러리에서 열렸다. 대표작감나무를 비롯‘두마리 새가 있는항아리’ ‘달과산'등회화 30여 점과목 

조, 석조 조각 10여 점 등 80년대에서 최근작까지 전시됐다. 작품 ‘감나무’는 지난 96년 유니세프 창설 50주 

넌 기넘우표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작가로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됐던 작춤이다. 

워싱턴지역 작품전은 97년 99년 초대전에 이어 2004년이 3번째 전시회로 ‘공간의 가치―여백'을 자신의 

예술철학으로 삼고 있는 한농은 2004년 전시작품 역시 시물의 근원과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담아낸 작품들 

이였다. 그의 작품은 미국 갤리포니아 센타 바바라 박물관, 대북시 국립역사박물관, 모나코 몬테카로시 국 

립박물관, 인도 뉴델리시 국립현대박물관, 가봉 대통령궁,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스위스 제네바시 유엔우 

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004넌 5월 23일에는 아·태계 문화 유산의 달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인 2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시키고 미국사회에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한인 민속의날' 이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손순 

희)에 의해 개최되어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전통혼례, 태권도 시범, 풍물 및 시물놀이, 고전 무용 및 

촘 서예 등 볼거리 외에도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노래자랑이 열렸다. 메릴랜드 Silver 

Spring에 거주하는 미협회원인 서예가 목제 권명원은 1미터 20센티미터의 큰 붓을 이용 붓글씨 시범을 보 

였는데 그는 1999년 10월부터 매넌 한글날 기넘 한글서예 휘호시범 및 퍼포먼스를 메릴랜드대학에서 가져 

왔다. 

2003년 10월 Library of Congress and Laura Bush: National Book Festival과 같은 해 11월 미주 이민 100주 

넌 한인작가 초대전 등 여러 행사에서 미주류와 한인사회에서 ‘흙'자, ‘삶'자, ‘아리랑' 등에 주로 우리 민족 

의 얼을 담아 퍼포먼스를 보여온 서예가 권명원은 지역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979년부터 한―중 

작가교류전등총 22회의 그룹전과 11회의 개인전등의 작품활동을통해 국내외에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자인 힌글로 한국고유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담긴 글체를 창작해 서단의 증진작가로의 역량을 발 

휘해 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초대작가등수상경력을가진 그는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작품 2점을 

비롯해 한국 개발연구원, 메릴랜드 대학교, 주미한국대사관, 이화여대에 병풍24폭등이 소장되어 있다. 

또 한가지 기록될 만한 전시회는 2004년 5월 17일부터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새클러 미술관에서 특별 전 

시되고 였는 설치 미술가 서도호의 작품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5월25일 예술면에서 1면 전체를 할애해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유명한 설치 미술가 서도호 작품이 당대 예술가로는 2번째로 이 미술관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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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전망' 씨리즈에서 특별전시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작품 ‘계단' 에 대해 작가가 물질적인 서양이 잃 

어버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의 길 그러나 서양이 결코 잡을 수 없는 길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였다.”라고 평론했다. 

서도호는 서울대 동양화 전공으로 학사.석사를 취득한 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 이어 97년 예일대 

미술대학을 졸업 후 뉴욕에서 활동 중이다. 베니스와 이스탄불 등 국제 비엔날레 초대작가로 미 화단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도호의 작품전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기획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작 

가' 시리즈의 하나로 마련된 그의 사계단 IV(Staircases IV) 연작품은 ‘무형이고 은유적이고 심리적인 개인의 

공간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유년시절 평화와 안락함이 깃든 서울 집과 맨하 

튼 중심가에 위치한 현재 집의 가구, 계단의 이미지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존작 

가로는두 번째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초청된 서도호 개인 전시회는많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다. 

미술가협회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윤삼균(초대), 김홍자, 한순정, 백영희, 한인영, 윤성숙, 윤경림, 유 

신년, 조혜숙, 최재규, 이세용, 정은수, 신인순, 최수환, 김순엽, 이성식, 장인종, 김미혜, 이택형, 정은미, 

김봉, 나진숙: 현 회장 정선희. 

3) 전통문화예술 

1970년대 초기 한인들이 켄트 빌리 지를 중심으로 모여 살 때 한국에서 민속무용을 전공했던 김 영 희는 켄 

트 빌리지에 "김영희 민속무용학원”을 설랍 한인사회 행사 및 다른 민족들의 행사에도 참가하여 한인들의 

향수를 달래어 주고 한국 민속무용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이 학원을 거쳐 간 학생들이 200여명이 되 

였고 이 무용단의 연 공연 횟수는 1백여회를 상회했는데 당시로서는 가히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 

다고할수있겠다. 

이 때에는 또 한국에서 스포프 종계 아나운서로 이름을 널리 날리던 이광재가 워싱턴 한인방송을 운영하 

면서 한인방송 전속 민속무용단을 만들었다. 이 무용단은 그의 부인 정우순이 주로 이끌었는데 각종 한인집 

회나 또는 미국기관에 초청되어 한복으로 단장한 무용단원들이 갖가지 묘기를 보여 찬사를 받았다. 또 젊 

은이들의 모임 인 우리 문화 나눔터 (우문터)도 시물놀이 등으로 간간이 한인사회 행사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 

내는데 우문터는 1992년에 애난데 일 하이스쿨 학생 김세경 등이 만든 ‘우리 얼 풍물패' 의 이름을 바꾼 것이 

댜 약 20명의 1.5세 한인 학생들이 우문터에 나와 한국전통 풍물놀이 등을 배우고 있다. 

또한한국전통문화원은한국의 전통문화특히 전통적인 한인 여인상에 관하여 미국인들과한인 2세들에게 

올바로 알림으로써 미국에 한국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김희숙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던 

것인데 1에이커의 대지 위에 건평이 3,200Sq. 인 전통문화원은주로한국을방문하거나한국에 상주할외교 

관들에게 한국 풍습과 예절 기타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교육을 주로 해왔다. 1년에 50회 정도 기관이나 학 

교에 출장가거나 도는 전통문화원에서 이를 실행하여 왔다. 

전통문화원은 또 한인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 강죄를- 실시해 왔는데 강의 내용에는 전통다례와 차, 한국 

예절, 꽃꽂이, 요리강좌, 공예, 동서양 매듭, 한복과 장신구, 전통혼례, 혼인준비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 

다. 전통문화원의 내부는모두한국식 가구로꾸며져 있고한국 인형이나장신구등각종한국 전래의 유품 

워싱턴지역 한인사 — 185 



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글학교 학생들의 교과과정에는 전통문화원의 방문이 끼어 있었다. 이와같이 괄목할 

문화활동을전개하던 전통문화원이 정확한시기는확인되지 않고 있으나문을닫은것으로알려져 많은전 

통문화 애호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사라져가는전통문화를바라보는상실감속에서 다행스러운것은스미소니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한 

국 민속, 미술폼들의 사진과 해설을 담은 ‘은자의 나라 민속지 (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 

가 어려움 끝에 발간되어 나온 것이다. 상기 박물관 조창수 학예관이 10년간의 각고 끝에 집필한 도록은 

'J.B. Bernadou 한국유물 소장품들 1884~1885'를 부제로 근대 한국민속문화재 111점을 담고 있다. 도록에 

실린 한국문화재는 대한제국 초기에 스미소니안에 의해 민속품들을 모으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J.B. 버나 

두가수집한민화, 도자기, 한복, 갓, 생활용품과고지도와고문서 등최초의 수장품들로총 158페이지에 걸 

쳐 컬러와 흑백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자 버나두는 2년간 조선왕국에서 민속품을 수집해 귀국한 후 

1886년 미국에서 최초로 ‘조선민속품 전시회’ 가 열렸다. 현재 스미소니안에는 약 3,3000여 점의 한국 문화 

재가소장되어 였다. 

한국예술원(Asian American Arts Center) 

서순희는 1984년 5월 한국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후세들의 뿌리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고전무 

용학원의문을열었다. 

워싱턴지역에서 현존하는 무용단으로는 가장 민저 1990년 정식으로 인가된 무용단을 시작했으며 60여명 

의 학생들이 이 센터에서 장고춤, 삼고무, 살풀이, 검무, 오고무, 가야금, 탈춤, 풍물놀이, 승무, 12발삼무, 

꼭두각시 등을 배우고 있는데 연 60~70회의 국내외 공연을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을 정부기관 및 주 

류사회에 알리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러시아, 일본, 도미니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40여개국 

의 해외공연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과시했다. 

워싱턴 한국무용단(The Washington Korean Dance Company) 

김은수가 1980년부터 볼티모어 연합감리교회 내 볼티모어 한국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지도하던 안순희와 

만나 볼티모어 카핀주립대학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서 첫 공연을 가진 후 1986년 국악을 전공한 이주미 등 

전문 무용인들과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89년 한국무용단 창단공연을 볼티모어 로욜라 대학에서 가졌다. 이 

후 1993년에는 단체 명칭을 워싱턴 한국 무용단으로 바꾸어 버지니아의 겔로우스 로드에 상설 스튜디오를 

열었다. 초중.고성인그룹과전문공연단등 50여 명의 단원들은볼티모어 슈모크시장취임식 행사공연과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축하행사에서 공연을 했으며 연 20여 회 공연을 통해 후세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무 

용과 창작무용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와 미국사회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댄스 원 칼리지 프랩 무용학원(Dance One College Prep ) 

1989넌 설립된 서미희 무용학원은 2000넌 Dance One(무용입시학원)으로 개원되어 국무부, 법무부 등 미 

연방정부기관과 의회도서관, 백악관, 인터네이셔날 걸스카우트 축제공연 및 각 대학 순회공연을 가졌다. 

서미희는 한국전통의 극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겨받이’의 첫 워크샵이 2004년 2월 14일 메릴랜 

186 - 워싱턴지역 한인사 



드대 클레어 스미스 퍼포밍 센터 내 밀든혼'공연장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북, 삼북 연주를 비롯한 많은 씨 

받이 여인의 삶을 담은살풀이 무용을 선보였는데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1년 반동안완성된 전체 오페라 

3분의 1분량을 선보여 워크샵에 참가한 음악대학 교수들과 음악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미국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겨받이’는 2004넌 11월 두 번째 워크샵을 가졌다. 

다민족 합동공연 예술단(We Are One) 

1992년 4·29 LA폭동사태를 계기로 1992넌 6월 1일 연극영화를 전공한 조형주(예술감독)에 의에 결성된 

다민족 합동공연 예술단은 공연예술을 통해 문명의 이기 속에 황폐해져 가는 인간을 회복하고 특히 미국사 

희에서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한혹관계 개선 및 인종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였다. 

처음에는 한혹관계 개선을 위해 한혹 예술인만으로 시작했으나 다민족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포 

용해 지금은 총 15개국의 33명의 전문예술인들로 재구성되어 만남의 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공연활동 

을 펼쳐왔댜 1995년 6월에는 워싱턴 D.C. 의 링컨극장에서 공연했으며 1997년 10월에는 일본 11개 도시 순 

회공연으로 한국의 전통음악 및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해 국위를 선양했다. 창단 이후 워싱턴 D.C. 흑인 

밀집지역 학교 및 정부기관, 일본을 비롯해 남미지역들해외공연을통해 활동하고 였으며 조형주의 작품은 

케네디 센터, 링컨극장, 각 카운티 아트카운슬 등에서 공연된 바 있다. 

한국전통사상 및 동앙정신문화 연구회 

1997년 3월 15일 이금용, 김면기가 주축이 되어 그들이 몸담고 있던 콜롬비아 조기 축구회를 통해 노영찬 

교수를초청 ‘도덕경과한국 전통사상 및 문화’를주제로 강좌를 가진 것이 이 모임의 시발점이 되었다. 

콜럼비아 조기 축구회는 체육단체임에도 오랫동안 독서운동으로 한민족 의식을 미주 땅에 펴나가야 한 

다는 취지 아래 강시를〈 선정해 범 교포적인 강연회를 열어 의식 있는 교포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왔다. 

워싱턴과볼티모어 인근 지역을종심으로살고 있는한인들을 위하여 한국과동양의 정신문화를 깊이 연구 

하고 이해하는 ‘한국 전통사상 및 도덕경 강좌' 모임은 이렇게 만들어져 동포사회에 조용히 확산되었다. 조 

지 메이슨 대학교의 노영찬 교수를 초청해서 매월 셋째 토요일 저녁에 모여 동양의 고전인 도덕경을 중심 

으로 노자사상을 연구했고 이어서 장자사상을 연구 토의하며 앞으로는 유교의 경전과 한국사상기들도- 연 

구할계획을하고있다. 

종교나 정치적 이넘을초월해서 누구나한국과동양정신 문화에 대한관심이 있으면 참가할수 있고 매달 

약 30명 내외의 희원이 모이고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의 강죄를· 엮어서 책으로 출판할 계획도 하고 였다. 한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민족적 정체성을 발굴하고 우리문화의 가치를 창달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뜻을 위한 

모임으로서 이넘이나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동양과 서양의 교차문화(Cross―Cultural)의 관점에서 동양 및 

한국의 사상, 종교, 문화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인사회에 이바지하여 차세대의 우리문화 전승에 기여함을 

설립취지로 모임의 발전을 위해 2000년 9월 ‘동양정신문화연구회’ (회장 김면기)로 조직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김면기가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김숙자가 총무를 맡아보고 있다. 

이 모임은도덕경과같은동양고전을오늘우리가살고 있는 21세기 서구문명 특히 미국사회나기독교 전 

통과관계시키면서 근본적으로동서양의 사고나세계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찾아보는 것 그리고 미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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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갖기도 했는데 오현주의 귀국 후에는 황보철이 이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 

워싱턴 D.C에서 미 주류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해 온 권영희가 무대에 올린 연극 공연을 보 

면 1998년 6월 15일 NOVA대학 콘서트홀에서 조선시대 대표적 해학 풍자극 ‘신 배비장전’을 극단 부활의 공 

연으로 올렸고 광주 시립극단이 출연하는 춘향전을 소재로 한 창극 ‘숙대머리’가 2001년 3월 27일 워싱턴 

D.C. 케네디센터 콘서트 홀에서, 한국전통문화의 결정을 이룬 현대극단의 ‘팔만대장경’을 2001년 10월 21일 

죠지 워싱턴대학 리즈너 오디토리움에서 공연했다. 

연극인 오현주 이후 워싱턴지역에서는 순수하게 자생한 연극인들의 모임인 극단이 없다. 각 교회를 중심 

으로 올려지는 성극 수준에 머물러 였다고 하겠다. 문화예술분야 중 유일하게 지속적인 활동이 없는 분야 

이기도 하다. 공연기획사를 통해 본국에서 초청하여 볼 수 였는 순회공연 정도이다. 극작가나 연출가의 부 

재가 연극공연을 더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민역사 100년에 수도 워싱턴지역에서 우리 창작극단하나뿌리내릴수 없었던 안타까운풍토를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1969년부터 서울에서 실험극장 멤버로 15년동안 활동했던 양근환과 

시인이며 극작가인 김정미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 이렇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문연극인들을 찾아 모임 

을 결성해 연극계가활성화될 수 있도록워싱턴 한인사회와뜻 있는 기업이 앞장서 그 기틀을마련해 주고 

후원해 연극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보다 품위있는 삶을 영위하는 문화 민족이 될 것이다. 

5) 음악 

워싱턴에 한인음악이 모습을 보인 것은 1950년에 열렸던 성악가 김자경의 독창회로 기억난다는 것이 워 

싱턴의 원로 박원규의 증언이다. 그 다음해인 51년에는 워싱턴한인교회가 창립, 성가대가 구성되어 비록 교 

회음악의 테두리 안에서이지만 매주 정기적인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956년에는 워싱턴 한인침례 

교회가 창립된 데 이어 계속 되는 한인교회의 증가는 자연히 교회음악의 확충과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1965년 6월 5일에는 시내 Trinity Women's College Auditorium에서 정미영 피아노 독주회가 열려 동포사회 

와 미국인들에게 많은 갈재를 받기도 했다. 

1968년 부활절에는 워싱턴한인교회, 워싱턴한인침례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둥 3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연합성가대가 구성되어 윤일상의 지휘로 성가를 불렀다. 이후 70년대 초부터는 매년 제 

퍼슨 메모리얼에서 열리는 부활절 새벽예배는 200여 명의 한인성가대가 참가하고 있다. 점차 한인들의 숫 

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1973년에는 음악대학 출신 종 성악중심으로 워싱턴 한인음악가협회(희방 검정남)가 

조직되어 그해 3월에 D.C. 의 상무부 강당에서 “한국음악가의 밤'’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 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김숙자, 우순원, 이정애, 김소의, 이재우, 김현덕, 이재정, 김형배, 원인숙 등 당대 이 일대 한인 

중 정상급 음악인들이 참가하였다. 1981넌 크리스마스에는 워싱턴제일한인침례교회에서 손형식의 지휘 

로 헨델 작곡인 메시아 전곡 연주회를 가졌는데 교회음악의 최정상인 메시아가 연주되기는 워싱턴 한인교 

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였다. 

이어 1989년에는 워싱턴 연주가협회(회장 백태범)가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음 

악회 둥을 봅 가을로 나누어 연 2회씩 계속했다. 또 1990년 제일 한인침례교회에서 공연한 메시아 연주 

190 - 워싱턴지역 한인사 



는 NBC에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1시간 30분을 방영, 한인교회 음악의 높은 수준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워 

싱턴지역에서 활동한 한인 합창단들에는 워싱턴한인 기독합창단(이병인 1975~1979), 한울합창단(노형건 

1981,,.,1988), 워싱턴기독여성합창단(장옥자, 백경환)， 복음선교합창단(김홍렬)， 워싱턴 한국합창단(최창혁), 

워싱턴 YMCA합창단(김진성)， 워성턴 남성 성가단(오창범) 등이 있었고, 피바디 기독합창단, 한인 청년들로 

구성된 예수찬양모임, 목사사모들로구성된 워싱턴 예사모 성가단과 2003년 10월에 창단된 워싱턴 세계 선 

교합창단 그리고 엘리콧 시티 뱉엘교회의 샤론 중창단,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장로 

종창단, 권사중창단, 엠마오중창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 가스펠 앙상블(단장 엄세진, 가스펠교회), 

헬로우쉽 교회의 일오삼 선예단(국악찬양, 단장 조형주)，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의 여성 중창단(단장, 이민 

희)， 열방 찬양팀(김해길 목사) 등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팀을 갖고 였다. 

워싱턴지역 음악회에 출연했던 성악인들로는 고미경, 김혜경, 양춘희, 최미혜, 이정애, 전은명, 양미라, 

유은겅 고정화, 고숙자, 김정남, 김동근, 장봉찬, 성기훈, 방경재, 윤명헌, 최창수, 노형건, 유현아등이 있 

고 유현아는 영국의 권위있는 음악상 ‘2003년 볼레티상’ 수상자로 카네기홀 웨일홀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그는 피바디 음대 대학원 최고 과정을 마치고 1996년 볼티모어 심포니 오페라 무대로 데뷰한 후 네델란드 

국제 성악콩쿠르, 러셀 원더리치 성악콩쿠르에서 대상을수상했다. 황후령은로시니의 오페라‘라체네렌 

톨라’를 통해 워싱턴 오페라에 공식 데뷰했다. 

코리언 콘서트 소사이어티(Korean Concert Society) 

1979년 일곱 가정으로 조촐하게 출발한 코리언 콘서트 소사이어티의 목적은 원대한 야망을 품고있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를 발굴해 그들이 세계무대에 설수 있도록 세계의 수도 워싱턴의 화려한 무대에 

로의 데뷰(debut)를 돕고 아울러 클래식음악을 즐기는 워싱턴지역 동포들과 미 주류사회 음악동호인과의 

친선 교류를 부수적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5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이 단체의 업적은 눈부시게 발전하였 

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우수한 연주자들을 업선해 음악의 전당이자 예술인이면 누구나 꿈꾸고 그리 

는 Kenedy Center에서 데뷰연주희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50여 명의 신인 연주자들이 이 단체를 통해 진 

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에는 현재 Philadelphia Orchestra의 악장인 violinist David Kim, 1996년 미국 

시민으로 24년만에 처음으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우승자의 영예를 안은 수빈 김 (Soovin Kim), 세계 정상무 

대에서 활약하는 지연 김 등 거의가 현역 연주자 또는 교수로 각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Korean Concert Society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무한한 가능성 이 있음 

을 산 역사로 보여준다. 앞으로는 연주도 전형 적 인 분야 외 에 획 기 적 인 mixed media performing arts of the 

future, 작곡 등으로 신인예술가 선발과 후원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연주회도 자주 가져 동포사회의 정서함 

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의 수도 워싱턴 주류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다짐을 갖고 있다. 

창립 이래 2003년 까지 방은호(Charles E, Pang)가 회장으로 헌신했고 2004년부터는 벤자민 황(Benja

min Whang)이 새 회장을 맡아 이끌어가고 있다. Charter Members는 직전회장 Charles E. Pang을 비롯해 

Edward O'Donnell, Chung Jah Park, Wook Dong Kim, Fil Won Kang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Artistic Director 

는 Joung Cook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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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음악인협회(Korean-American Musician' s Assoc. of Greater Washington) 

2004년 3월 7일 회원 상호 친목 및 음악 연구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워싱턴 지역 문화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 워싱턴 한인음악인 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안용구(피바디 음대명예교수), 

최인달(제임스 메디슨대 교수), 지휘자 주익성 박사, 성악가 성기훈, 양미라(아메리칸대 교수) 등 지역 전문 

음악가 36명이 찹가하고 있다. 협회는 정기연주회를 격월로 실내악 음악회를 마련 음악연구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며 차세대 음악도 발굴 및 지원을통해 한인 사회문화를풍요롭게 할계획이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임원진에는 최인달을 초대 회장으로 곽태조(부회장), 양 

재혁(총무)， 김은실(회계)， 하재학(서기)이 선임되였고 창립멤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서라, 고석례, 고은 

애, 곽태조, 국정련, 김선식, 김은실, 김정남, 김훔렬, 김혜원, 문용희, 박수잔, 성기훈, 손정림, 송주호, 안 

용구, 양미라, 양재혁, 양춘희, 오은탁, 우정민, 유훔종, 윤명훈, 이면숙, 이재우, 이정신, 이종관, 이종호, 이 

철규, 정지은, 조성미, 주익성, 최인달, 하재학, 한정자, 고문에는 안용구, 윤일상, 강서라, 백경진, 이명숙 

워싱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Washington Korean Symphony Orchestra: WKSO) 

유능한 한인 연주자들을 발굴하며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한인들의 정서 함양과 음악교육에 힘쓰며 소수 

계로서 한인들이 이룩한 업적을 널리 알려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워싱턴 코리안 심포니 오 

케스트라가 한인사회의 관심과 격 려 속에 2002년 5월에 창단되 었다. 

2002년 11월 23일 저녁 워싱턴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WKSO)의 창단공연이 열리던 케네디센터 테라 

스 극장은 워싱턴 한인사에 한 획을 긋는 자리였다. 워싱턴 한인들의 문화의 수준을 한 차원 더 올리는 한 

인만의 오케스트라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 었다. WKSO의 창단공연을 앞두고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 

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는데 티켓 발매 후 사흘만에 475석이 매진되고도 150여 명이 줄을 서 안타까왔다고 

이경신 단장은 회고했다. 이는 한인들의 음악수준을 잘 아는 미 주류사회가 한인들만으로 구성된 오케스트 

라의 첫 공연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한인 오케스트라의 첫 선을 뵈는 자리에 선 안주홍 교수의 지휘봉은 거침이 없었다. 시종 수준급 연주로 

관객을 감동의 물결로 이끌고 간 정예 한인음악가 60여 명에게 갈재를 보냈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작품 

‘아리랑'은 애절했다. 무궁화 꽃을 닮은 연분홍 차림의 정소영이 오케스트라 중앙에 앉아 타는 해금소리가 

60여 연주자들의 뇌수를 뚫을 때 수난의 역사를 딛고 세계사에 우뚝 선 한 민족을 상상케 했다. 이경신 단 

장은굳이 한인 지휘자에게 국한하지 않고외국유명인 지휘자를초청 오케스트라의 수준을높일 것이며 앞 

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과 입양인들을 위한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인사회 클래식 

음악의 수준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스탭 명단을 보면 단장검 뮤직 디렉터: 이경신, 사무총장: 앙승엽, 총기획: 조 김, 행사기획:지미 장 

워싱턴 세계선교합창단(Washington World Mission Choir)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교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인 

의 사명이므로 말씀에 따라 함창을 통한 미 국내외의 선교를 목적으로 워싱턴 세계 선교 합창단(단장 최중 

철)이 2003넌 10월 14일에 창단되였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타주와 전세계 어느 곳이나 찬양으로 복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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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연주회를 실천하는 합창단을 목적으로 한인사회와 지 역사회의 연결고리의 역할과 교 

회와동포화합을위해 그사명을다하는 것을합창단존립의 취지로한다. 이 합창단은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각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였는 성가대원 솔리스트, 지휘자들로 구성되고 였으며 오로지 찬양으 

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교파적 찬양단체이다. 

임원구성은 이사장에 방은호, 단장에 최중철, 지휘에 성기훈(수원대 성악과교수역임)과총무, 서기, 회계, 

홍보, 기획, 파트장과 13명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단원은 41명이고 지속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합창단은 2004년 6월 12일, 13일 양일 간에 걸쳐 각각 와성톤 중앙장로교회와 베다니장로교회에서 창단 

연주회를 성황리에 펼친 바 있다. 

워싱턴 쏠로이스트 앙상블(Washington Soloist Ensemble) 

세계적인 성악가의 음악회 끝에 모든 청중이 한목소리로노래를부르는 민족이 바로한민족이다. 보리밭,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등우리 민족의 정서를대변하는노래들은우리 핏줄속을흐르고 였다가기회만오 

면 한 데 모여 자연스럽게 밖으로 분출되는데 노래가 그만큼 우리 삶의 진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쏠리스트 앙상블 미주공연을 계기로 창단된 워싱턴 쏠로이스트 앙상블은 1993년 7월 창단 이후 지난 

11년간 음악을 사랑하는 워싱턴 동포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 차례의 정기 연주회와 자선음악회 및 워싱턴 지 

역의 각종 행사에 출연, 성가곡, 고전음악, 한국 가곡 및 애창곡 등 수준 높은 음악성을 바탕으로 워싱턴 한 

인사회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해왔다. 워싱턴 쏠로이스트 앙상블의 상임 지휘자인 주익성은 피바디 

음대에서 지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심포니오케스트라, 성남 시립 교향악단 

등을 지휘하며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역량있는 음악가이다. 이제 새로운 10넌을 향해 발돋움하면 

서,‘우리 음악을 미국 사회에, 세계의 음악을 동포 속으로’라는 목표를 세워 정진하고 있다. 

한 민족의 고유한 정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을 받을 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와 서로 주고받는 교류에 

의해 지구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가락을 노래 부르고 세계의 음악을 우리 

정서에 맞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은 합창단 단원들뿐 아니라 워싱턴 동포 전체의 임무라 해도 과언이 아 

닐것이다. 

지난 11년간 한인사회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동포들의 가슴을 적셔주고 펄처온 활동을 돌아보면, 

YMCA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93.12.26.) 

한미장애인 기금 음악회 자선공연(94.4.30.) 

한미장학재단 기금모금 음악회 

Gustarv Mahler "Symphony No. 2" 

워싱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95.4.8. Constitution Hall 워성턴 D.CJ 

서울 쏠리스트앙상블 협연 찬조 출연(95.7.23.)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기금모금 자선음악회(96.12.29.) 

리치먼드 청소년을 위한 자선음악회(97.4.13.) 

북한동포 의약품 보내기 자선공연(98.11.8.) 

밀알선교회 기금모금 크리스마스 음악제(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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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기넘 합동음악제 출연 

정 기 연주회 Mozart Requiem(2000. 6. 2.) 

우리 민족서로돕기 기금모금 Christmas 음악회(2000.12,4,) 

Asia in Washington 출연(2002.4.17. 한국대사초청) 

9· 11추모 음악회 (2002, 9, 11.) 

한국복지재단 기금모금 정기음악회 (2002.11,9,) 

이민 100주년 기넘만찬회(2003.5.9. Washington Hilton Hotel) 

한국인의 날 Korean Festival(2003.10.26. 케네디 센타) 

청소년회관 기금모금 정기 음악회(2003.12,06.) 등 총 17회의 음악회 공연 중 13회가 불우이웃이나 자선단 

체를 돕는 기금모금 음악회로, 따뜻한 동포애로 가슴이 훈훈해지는 아름다운 음악회로 자리잡아 한인사회 

의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역대 단장에는 백태범(초대)， 서준택 (2대), 현재는 길종언 단장과 정재훈 총무로 구성되어 있다. 

6) 건축 

건축학을 전공한 한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모인 것은 1972년 7월이 었다. 권경모의 집 

에서 만난 10여 명은 서재웅을 회장으로 뽑고 점차 워싱턴 한인건축가 협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는 회원 

이 80명으로 늘었고 사업내용도 친목위주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기술 및 자질 향상으로 바뀌었다. 

한인건축가협회의 역대 회장은다음과같다. 

1대 서재웅, 2대 권경모, 3대 장건, 4대 박영환, 5대 이원균, 6대 김원일, 7대 김진욱, 8대 홍익표, 9대 유 

덕영, 10대 윤삼균, 11대 나준구, 12대 최천식 

2. 체육 

"노바디 바더스 미", 70년대 들어 워싱턴에 밀려들기 시작한 한국 이민들은 이민 초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미국 TV에 계속 방영되는 한 광고를 보면서 자못 흐뭇해질 수 있었다. 이 광고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 이준 

구의 도장 광고로 이준구의 아들과 딸이 나와 "노바디 바더스 미" （나를 귀찮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라 

고 재롱떠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이 이미 미국의 수도에서 태권도로 상당한 기반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수 있기 때문이였다. 

실제로 이준구는 연방 국회의원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치는 등 워싱턴 사회에서 널리 기반을 굳혔고 한 

국인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그의 특이한 광고는 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두 

고 두고 미국인 사회에서도 화제로 남아 뒷날 광고의 주역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TV에 나와 옛날을 회고 

할 정도였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게서 누구나 태권도를 잘 하는 사람들로 오해 받기가 십 

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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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태권도는 일제 말기 인 1944년 서울에 청도관을 창설했던 한국 태권도의 원로 이원국이 1970년 

5월 일본에서 워싱턴지역으로옮겨 오면서 정통성과권위를갖추게 되였다. 그 뒤 태권도는계속워싱턴지 

역의 미국인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서 90년대 들어 이미 한인들의 도장이 워성턴지역 일원에 도합 30여 

개나 될 정도로 사업과 직업으로 기반을 잡았다. 

한국인은 역시 축구 

그러나 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한국에서 함께 이민 온 축구였다. 아무리 미식 축구의 

본고장으로 이사 왔어도 역시 한인들에게 신명나는 운동은 한국식 축구였다. 

한국에서는 잔디 축구장이라면 국가 대표급 선수들이 외국 대표팀과 시합할 때나 쓰는 곳으로 알 정도였 

으나 워싱턴에 와서 보니 가는 데마다눈에 띄는잔디 밭은모두가훌륭한잔디 구장이었다. 워싱턴한인사 

회에서 축구에 열이 붙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체육을 전공한 이종연이 72~73년도 15대 

(이하우 한인회장 때) 한인회에 체육부를 창설하며 부장으로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였다. 그는 우선 한인들 

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축구대회를 제의, 1972년 6월 주미대사배 축구대회를 열어 이민 초기에 심신이 모두 

지 친 한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이 대회에는 교회 등 12개 팀이 참가했고 당시의 주미대사 김동조도 나와 관전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는 

데 결승전에서 두고 두고 화제를 남긴 일이 일어났다. 결승전은 일요일 상오 10시 워싱턴 포토맥 강변의 축 

구장에서 거행키로 되어 결승전까지 올라온 워싱턴 장로교회팀은 시간에 맞추어 경기장에 나왔으나 상대 

팀인 워싱턴 연합장로교회팀이 경기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워싱턴장로교회 측은 상대방 

의 불참으로 그들의 팀이 기권승한 것을 선언하라고 심판 이종연에게 계속 요구했으나 그는 조금만 더 기 

다려 보자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경기 예정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 낮 12시가 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워싱턴장로교회팀의 우 

승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대회장의 자리를 막 거두려고 하는데 워싱턴 연합장로교회팀이 전 교 

인들과 함께 들이닥치는 게 아닌가! “일요 예배를 끝내고 오는 길이니 이제 한판 별이자.”는 것이었다. 물 

론우승팀은이를거절하였다. 그러나뒤늦게 온팀이 어찌나끈질기게 요구하는지 결국워싱턴장로교회의 

청년회장 강덕숭 등에게 통사정한 끝에 겨우 대회를 다시 열었다. 결과는 역시 워싱턴장로교회가 3대0으로 

대승, 우승배를두 번 차지한셈이되었다. 

이처럼 축구에 일단 불이 당겨지자 워싱턴에는 청소년 축구팀이 편성되어 필라델피아까지 원정, 4대 0으 

로 상대방을 대파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도 1974년부터는 8·15가 되면 당시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살던 메 

릴랜드주 랜도버지역의 원킨스 공원에서 경축 기념식과 축구대회를 함께 여는 전통도 세워졌다. 

한인들로 구성된 축구팀은 1974년에 워싱턴지역의 영국, 구소련, 과테말라 등 6개국의 대사관이나 세계 

은행 직원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축구애호 외국팀과 리그전을 시작하여 2년 동안 계속했다. 단장 마종인, 

감독 이득현이 이끈 이 팀은 선수들 가운데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던 배금수를 비롯해 이광식, 김명식 

등대학축구선수출신들이 포함되어 아마추어 팀으로는막강한진용이었다. 이들은매주말북버지니아랭 

글리의 터 키 런 구장에 나가 게 임을 가졌는데 선수가 모자라 9~10명 이 뛸 때도 있었다. 이 경 기는 KBS 방 

송 아나운서 출신인 이광재가 현장에 나와 게임을 녹음해 두었다가 뒤에 방송하기도 했다. 한번은 소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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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전하게 되었다. 

해외 축구부문에 출전한 선수단은 정주시로 옮겨 숙소로 정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오래만에 조국 

당을 밟아 보는 선수, 또는 너무 어릴 적에 이민 와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선수에 이르기까지 감격과 호기 

심 어린 마음으로 출전했다. 미국, 싸이판, 호주, 홍콩의 A조와 일본, 캐나다, 괌, 독일의 B조로 나뉘어진 

조별 경기에서 미국은 싸이판과 호주를 꺾고 워싱턴 축구협회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 해외축구부 우승이 

라는 전무후무한 영광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1991넌 10월 7일~13일까지 7일간)． 선수단의 면면은 아래 

와같다. 

회장: 김홈, 단장: 김재식, 감독: 김규호, 주무: 하홍주 

선수: 박성근, 박영배, 장경필, 홍남기, 박노성, 김보영, 임승택, 홍백기, 김찬영, 조성걸, 이석진, 이남수, 

정호진, 김용진, 강호근, 조재걸 

최초의 북한 축구대표팀 미국 방문 

당시에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이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체육교류가 없었던 북한은 미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주지 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Pan American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 었다. 단장에 김 명성(후에 남북장관급 

회담대표 역임), 전문위원 한성렬(현 주 유엔 북한 차석대사)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1991년 10월 19일 

워싱턴 D.C. 소재 RFK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미국대표팀을 2:1로꺾고승리했다. 워싱턴한인축구협 

회측은 북한 축구대표팀을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맞이했다. 수십 년을 공산주의와 대결하며 냉전시대를 살 

아온 워싱턴의 한인 동포들은 엄청난 호기심과 기다림을 갖고 그들을 맞이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북 

한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났다.”는상상까지도 하는 때였다. 덜레스 공항을통해 입국한그들을보았을 때 

옷차림은 놀라울 정도로 초라하였으며 얼굴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핏줄이였다. 

워싱턴 지역의 동포들과 언론들은 마침 미주체전 축구 우승으로 미주대표 자격을 획득한 워싱턴 대표팀 

과 북한 축구대표팀의 친선경기를 추진한다는 열화 같은 성원을 보냈으며, 워싱턴 축구협회는 게임 매치 

메이커 (game match-maker) 인 고정숙을 통해 북한팀으로부터 허락을 얻어내어 RFK 스타디움 측과 미 축 

구협회 측으로부터 2만 명의 입장권 매매까지 합의에 이르렀으나 당시만 해도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상태 

에 있던 한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총영사 김명배는 동포팀과 북한팀과의 경기로 인 

한 친 북한계 동포의 확산과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동족애의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경기계획 취 

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워성턴 지역 각 언론사들은 경기성사를 1면 기사로 다루며 수십 넌 만의 동족간 경 

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축구협회에 압력을 가했다. 당시 워싱턴 축구협회 회장이던 김홍은 당시 상황을 아 

래와같이 회고한다. 

“대사관과 언론의 상반된 압력에 난처해진 축구협회는 결국 미주 동포는 한국사람이며, 한국 정부의 정 

책에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는 힘들다는 궁극적 결론에 도달하며 빗발치는 항의와 비난의 화살을 받은 

끝에 경기 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된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상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 

(happening)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오늘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접을 감안 

하면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총영사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치러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스 

포츠 교류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과 미국 영주권자들로 구성된 미국내 한인사회에 위와 같은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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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분수를 넘어선 행동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역대 워싱턴 축구협회 회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1대 정상근, 2대 유지홍, 3대 유지홍, 4대 이영우, 5대 배금수, 6대 배금수, 7대 고성민, 8대 고성민, 9대 김 

명식, 10대 이광식, 11대 배금수, 12대 이영우, 13대 유지홍, 14대 유지홍, 15대 김봉선, 16대 김봉선, 17대 이 

검 18대 김홍, 19대 김홍, 20대 신건석, 21대 유웅덕, 22대 안달규, 23대 우태창, 24대 박희춘, 25대 공동위 

원회, 26대 정우석, 27대 한성호, 28대 조성걸, 29대 이웅천, 30대 주영진, 31대 최용섭, 32대 윤희균, 33대 

임수창, 34대 박성근 

소프트볼 인기 

축구에 이어 야구열이 높은 것도 바로 모국과 비슷한 점으로 야구열로 유명한 이덕준이 한인회 체육부장 

을 지내면서 60년 초에 코리언 타이거스팀, 70년 초엔 코리언 이글스팀을 구성, 원정 경기를 다넜고 전 한 

국 국가대표심판 이수만이 미주 체전 등에 대비하여 워싱턴팀을 편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5년에는 모국의 국가대표팀을 맞아 민박으로 1주일을 체류토록 하고 한인팀과도 대전하였으며 다음 

해에는워싱턴팀이 모국을찾아각도시를방문해 경기를가졌다. 이런 일이 계기가되어 그뒤에도모국의 

국가대표팀과 대학선발팀들이 자주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야구는 시간에 쫓기는 

이민사회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미국인사회에서 인기가였는소프트볼야구가한인사회에서도교회를중심으로점점 더 인기가 

높아졌는데 북버지니아장로교회가 주최하는 미동부지역 교회대항 연식야구대회는 80년에 시작되어 현재 

까지 이미 25년도 넘겨 오래 계속될 정도로상당한 기반을잡았다. 

1986년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소프트 볼 연맹까지 창설되어 이수만, 최준철의 지도로 청소년 선도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여름 방학 때면 한 달 동안 8개 교회팀이 리그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참가 희망팀이 너 

무 많아 제한할 정도이다. 

배구는 1970년도부터 소프트 볼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교회 대항전으로 이어졌고, 탁구는 

YMCA에서 1989년부터 교회대항 대회가 시작되었다. 농구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어 각 대학별로 활발 

하고 버지니아와메릴랜드의 대학간에 친선경기도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워싱턴에서 특히 눈길을끄는운 

동은 볼링으로 북버지니아 메리필드 우편센터에서 일하는 한인들 틈에서 번지기 시작하여 협회까지 생길 

정도로 붐을 이루었다. 볼링의 경우 한국 여자 부문의 제1인자로 대통령배 대회우승자인 임화석이 있어 더 

욱활성화되었다. 위에 열거한여러 종류의 스포츠들은오늘까지 꾸준히 성장발전하면서 스포츠 인구의 저 

변확산과한인공동체 안에서 스포츠맨쉽과친선을다짐은물론한인사회를넘어 여타 인종그룹들과도 친 

선 게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워싱턴 대한체육회 등장 

한인들의 스포츠가 점점 더 기반을 잡아가자 한인회 산하의 한 부서로는 너무 벅차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988년 5월 12일 워싱턴 한인체육회가 창설되어 이종연이 초대회장으로 활약하였다. 2년 뒤 워싱턴의 체육 

회는 김진도가 2대 회장이 된 후 재미대한체육회 워싱턴지부와 통합을 이루어 워싱턴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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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었고 이 어 1993년에는 윤훈이 뒤를 이 었다. 

한국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스포츠로 여기기에 어려운 골프나 사격 정구 등도 워싱턴지역에서는 시설이나 

경기장을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여 한인들이 적극 참여, 한인사회 스포츠의 폭이 한결 넓어졌 

댜 골프의 경우 애호가들은 주말이면 골프장에서 만나는 것이 일과처럽 되었고 90년대 들어서면서 골프 

대회도 한결 더 자주 열리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희를 열면 참가자가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보통일 정 

도로골프 인구의 저변이 대폭확대되었다. 

워싱턴지역의 한인 스포츠의 다양성은 90넌대 초에 워싱턴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 수가 골프, 사 

격 등을 모두 포함하여 16개나 될 정도인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1990년 8월, 45주 광복절 기넘 워싱턴 

종합체전 때의 경기종목은 10개나 되였고 참가선수의 수도 693명에 이르렀다. 개인으로 워싱턴의 스포츠 

빛낸 한인 가운데는 8세부터 피겨 스케이트를 시작한 이윤정(미국 이름: 릴리 리)이 였다(한인사회 이모 

저모에 기술됨). 

한인 스포츠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사는 매 2년마다 미국 각지를 돌아가며 열리는 미주한인체전으로 워 

싱턴팀은 제 1회 LA대회 때부터 꾸준히 참가, 7회 대회까지 종합 2, 3위를 각각 두 번씩 차지해 다른 대도 

시권지역에 비하여 한인 인구가 적은 데도 인구비율 이상의 성적을 차지해 워성턴 스포츠의 실력을 과시하 

였다. 1993년 7회 시카고 대회 때의 예를 보면 워싱턴팀은 15개 전 종목에 도합 170명이 출전, 폭 넓은 선 

수층을 자랑했고, 이들의 체전 참가를 돕기 위한 기금도 5만 6천달러나 모금되어 다른 한인 행사에 비하여 

한인들의 기여도가한결 더 높은것이 반영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제 4회 미주체전 때에는 워싱턴한인회의 분열로 새로 생긴 북버지니아 한인회에서도 별 

도로 선수단이 파견되어 한인사회의 분규가 스포츠에도 반영되었다. 1995년도 미주체전은 워싱턴에서 처 

음으로치루어졌다. 

워싱턴 스포츠팀의 미주체전 찹가실적과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육단체들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이름은 워싱턴덤의 단장). 

제 1회 1981년 로스엔젤레스: 워싱턴에서는 야구덤만이 참가해 2위 입상 

제 2회 1983넌 뉴욕 (이석승)： 종합 2위 

제 3회 1985년 시카고 (신필영)： 종합 3위 

제 4회 1987넌 센프란시스코 (최병근)： 종합 10위 북버지니아 (김진도)： 종합 6위 

제 5회 1989넌 필라델피아 (이종율)： 종합 2위 

제 6회 1991년 LA 오렌지 카운티 (오기서)： 종합 5위 

제 7회 1993넌 시카고 (공명 철) : 종합 3위 

워싱턴 대한 체육회를 이끌어 온 역대 회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초대 이종연 (1988~1990) 

2대 김 진도 (1990~1992) 

3대 윤훈 (1992 ~1994) 

4대 윤훈 (1994~1996) 

5대 김용기 (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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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강남중 (1998~2000) 

7대 정성낙 (2000~2002) 

8대 송재성 (2002~2004) 

9대 우태창 (2004~2006) 

워성턴 대한 체육회에 가입된 17개 가맹 협회는 아래와 같다. 

워싱턴 한인 검도협회 

워싱턴한인골프협회 

워싱턴한인농구협회 

워싱턴 한인 레슬링협회 

워싱턴 한인 배구협회 

워싱턴 한인 배드민턴협회 

워싱턴 한인볼링협회 

워싱턴한인사격협회 

워싱턴 한인수영협회 

워싱턴한인야구협회 

워싱턴한인유도협회 

워성턴한인육상협회 

워싱턴한인탁구협회 

워싱턴한인태권도협회 

워싱턴 한인 데니스협회 

워싱턴한인축구협회 

워싱턴한인씨름협회 

3. 한인 언론 

신문 

워싱턴지역에 모국의 일간지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67년도 후반기에 김정현이 동아일보를 복사, 판매 

하면서부터였다. 이때의 동아일보는워싱턴지역뿐만아니라미 전국에서 처음보급된모국신문이었다. 그 

는동아일보사주의 집안과잘알고출판, 인쇄에도경험이 있었는데 50년대 말도미 유학한뒤 미국땅에 

이 신문을 보급해 보려고 항공우편으로 받아다가 이를 축소 인쇄하여 LA, 뉴욕, 하와이까지 편지로 발송하 

였다. 이 신문은 독자의 손에까지 가는데 약 1주일이 걸렸는데 300부를 찍 었고 구독료는 월 3달러 정도였 

던 것으로 그는 기억하고 있다. 약 반년 후 뉴욕에서 한국일보가 처음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 

는 4년 뒤 한광년, 오세응, 계은순이 이 어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워싱턴 특파원 조세형은 1970년 5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워싱턴지국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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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NWA기 편으로 공수되어 오는 한국일보 본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배달 부수는 200부였다. 

이어 이 신문은 1971년 10월 유태희가 인수, 한국일보 뉴욕지사와 힘을 합쳐 본국지의 광고를 현지 광고 

와 대체하여 뉴욕에서 인쇄한 뒤 이를 버스 편으로 받아 배포하면서 본국지 보급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 

였다.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1974년 4월 한국일보는 ‘미주소식' 판을 1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만들어 본국 

지와 함께 발행, 한인들의 움직임과 미국의 국내소식, 워싱턴지역의 지방소식 등을 전하는 신문으로 발전 

하였댜 이 미주판은 1974년 말 이름을 ‘미주 한국’으로 바꾼 뒤 1977넌 9월 1주 2회 발행으로 늘어났고 이 

어 1985년 6월 일간으로 다시 비약하여 한국일보는 워싱턴 진출 15넌 만에 미국내의 소식도 본국지와 같이 

일간체제로 매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이를 운영하던 한광년이 박동선 사건과 관련, 귀국하면서 김정현이 다시 맡았다가 1982년 

4월 유석희가 인수하였다. 이어 이 신문은 1990년 7월 이후에는 최태범, 전영남으로 전전하다가 1992년 발 

행이중단되고말았다. 

워싱턴 제3의 본국 발행 일간지로는 중앙일보가 있었는데 홍춘섭이 1978년에 발행하기 시작하여 기반을 

잡아 가다가 그의 귀국으로 김성한이 이를 이어 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도 1993년에는 명맥이 끊 

어 졌다. 2001년부터 한국 중앙일보의 직 영체제로 발행되고 있다. 한국의 중앙일보가 직 영하는 워싱턴중앙 

일보의 등장은 워성턴 한인사회에 단순히 또 하나의 신문사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넘어 한인사회 전반에 상 

당한 변화와 발전을초래했다. 즉 신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자들과한인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 

가 일어났다. 신문직배가 그 대표적 예다. 수십 넌간 하루 지난 신문을 우편으로 받아 보아야 했던 독자들 

은 매일 새벽 집과 직장에서 최신 뉴스를 담은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신문의 인쇄상태, 종이의 질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다양한 섹션이 제작되는 등 뉴스와 정보의 질도 크게 향상됐고 지 

면 수도 종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언론사들이 이전보다 많은 문화, 스포츠, 교육행사를 주관하면 

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평이다. 

한편 강철은이 1984년 2월 제 4의 모국 일간지 조선일보를 시작하였다. 동 신문은 1989년 김치윤에게 넘 

어갔다가 뒤에 신필영이 이어 받았는데 역시 1993년도에 문을 닫았다. 이후 1998년 7월 17일 워싱턴 TV방송 

(주)을 경영하던 박현국이 한국의 조선일보와 독립법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일간으로 발행하고 였다. 한국일 

보만이 유일한 일간지로 기반을 굳힌 것이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점이다. 이러한 한인언론의 실태는 처음 

부터 한글 신문을 읽을수 있는 인구가 너무나 적어 언론이 기업으로서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데다가 전 

문 언론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인언론의 본질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돈이 많이 드는 일간지와는 달리 생각만 있고 재력이 조금만 있으면 언론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발행할수 있는 것이 바로주간지이다. 모국에서 언론의 위력에 매혹되어 온많은한국인들이 이것 

을 외면할 리가 없다. 모국에서 유신통치가 시작되면서 그 영향은 정치에 민감한 워싱턴 한인사회에 바로 

미처 1973년 워싱턴에서는 정기용이 유신 독재를 매도하는 반정부신문 한민신보를, 장성남이 자유공화국 

을 같은 해에는 동아일보를 발행하던 한광년이 본격적인 주간지인 한국신문을 발행하였다. 워싱턴에서 주 

간지 시대의 막을 열었다. 당시 모국에서 오는 신문들은 유신의 사슬에 묶여 정부에 대하여 정면으로 시비 

걸 수 없었고 민주화 데모 등 한인사회 자체의 소식을 알리는 데도 제약이 따르는 약점을 안고 였었다. 

이에 반하여 현지 발행신문들은자유롭게 모국 정부를 비난하고또한인사회의 움직임도소상하게 알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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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때를 같이하여 방탄조끼 선전광고가 신문에 연이어 나왔고 가게 내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것이 붐 

을 이뤄 한때 목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값 또한 천정부지였다. 방범세미나도 여러 곳에서 열렸다. 93년 

9월 27일 백주 무장강도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차보화(50. 세탁업)의 장례식에는 한인들이 대거 참석하 

여 시 당국의 무능과 범죄행위를 규탄하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차량에 분승하여 현돈의 장지까지 차량시 

위를벌였다. 

비탄과 공포가 한인상인들의 가슴을 조이고 있을 즈음 한인사회의 최대 세력인 한인교회에서 한인들의 

울분을 발산하고 범죄추방을 위한 1만 명 규모의 평화대행진(Peace March Against Crime)을 준비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앞서 워싱톤한인회 내에 발족한 한인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신현웅)와 연합한 한인교회들은 

와성톤종앙장로교회(이원상 목사), 지구촌교회(이동원 목사), 헬로쉽교회(김원기 목사)， 워싱톤亡 북 움층만 

교회(권경환 목사) 등 워싱톤지역에서 신도가 많은 교회들이 모두 참여, 40여 년의 한인교회 역사상 새로 

운장이 열리는듯하였다. 한인교회와한인안전대책위원회가주축이 되어 추진한평화대행진’은 93년 10월 

31일(일) 하오 4시 워싱턴 마뉴먼트 광장에서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화대행진’ 에 찹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서 신현웅 준비위원장은 LA폭동사태는 재산상의 피해가 컸 

지만, 지금 D.C. 내에서 우리가 당하는 사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 평화 

대행진을 통하여 한인상인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우리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모아 범죄 추방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 행진을 통하여 연방, 시정부 관 

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까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감시자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최근 계속된 한인 상인 피살사건으로 결집되고 였는 한인들의 역량을 더욱 증대시켜 이민사회의 웅지를 위 

한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도 이 평화 대행진을 성공리에 마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 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범죄 추방을 위한 D.C. 정부와의 공조 및 협조체제를 위해 연방정부에 예산지 

원을 요구, D.C. 경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도 촛점이 맞춰지고 였다.”고 전하고 "범죄추방은 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이므로, 우리 한인도 시 

대적 관심사에 부응하고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이 행진에 모두 참석해 주길 당부한다.”고 아울 

러 전하였다. 이어 준비위 총무 이세봉 목사는 1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범교포적인 동참과 

각한인단체의 찹여를유도하기 위해 15일(금) 와성톤중앙장로교회에서 한인단체 임원, 각종교 지도자, 일 

반 한인 6백여 명이 초청되는 단합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한인 상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범죄 추방과 예방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과 교회의 

인적, 물적지원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였으나, 이는 소수의 교회만이 참여하고 옴직 

이는 것이 아니며 많은 교회단체와 개교회들이 이미 동참을 약속해 온 바 였다.”고 덧붙였다. 

평화대행진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이 행사가 혹인들을 

인종분규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워싱턴 한인사회 전체가 크게 술렁거렸고 한인들의 울분과 

공포가 평화대행진’에서 발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취약점인 단체 간의 알력과 반목이 평 

화대행진의 발목을 잡았다. 워싱튼한인회의 내부 이견과 다른 단체들 간의 부조화로 신현웅 한인안전대책 

위원장이 그만두고 섀 위원장에 김영일 상공회의소장이 선임되었으나 몇 차례 희의만 거듭한 재 평화대행 

진은 무산되고 말았다. 동포들의 죽음 앞에서도 개인은 유능하나 모이면 무력하다는 한인들의 맹접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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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1.11. 6. 신명진(32) 

31. 1991. 11. 11. 박승권(61) 

32 1992. 5. 22. 정말순(39) 

33 1992. 7. 3. 장석환(30) 

34, 1992. 10, 14, 신성구(43) 

35 1992. 12. 3. 배귀연(54) 

36 1992, 12, 3, 정규진(45) 

37. 1993. 6. 22. 이원상(53) 

38. 1993. 7. 9. 안광료(44) 

39. 1993. 8, 11. 공천택 (31) 

40. 1993 8 30 이종민(32) 

41. 1993. 9, 2. 이재환(21) 

42 1993. 9. 8. 홍무림 (54) 

43 1993. 9. 27. 차보화(50) 

44 1993, 10. 26. 윤태식 (21) 

45 1999, 11. 27. 오인숙(38) 

46. 2001. 7. 21. 박호영 

47 2001. 9. 6. 이혜진(26) 

48. 2002. 2. 28. 신요섭 (28) 

49. 2002. 4. 15. 낸시조(42) 

50. 2002. 4. 26. 강정옥(43) 

51. 2003. 8. 14, 홍성진 

52. 2003. 10. 9. 김광준(53) 

53 2003, 10. 14. 김정호 

한인안전대책위원회의 발족과 그 활동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볼티모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워싱턴 

워싱턴 

볼티모어 

워싱턴 

볼티모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볼티모어 

센터빌 

센터빌 

실버스프링 

리치몬드 

워싱턴 

리치몬드 

볼티모어 

워싱턴 

식당 

주얼리 

그로서리 

그로서리 

그로서리 

그로서리 

그로서리 

리커스토어 

그로서리 

그로서리 

리커스토어 

노상강도 

컨비니언트스토어 

세탁소 

그로서리 

푸드U十켓 

그로서리 

시푸드 

델리 

세탁소 

1993년 여름은 한인들에게 슬픔과 공포가 엇갈리는 침울한 하루 하루였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한인가게 

에 강도가 들어 한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다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인 언론은 물론 미국신문 등 매스콤에서 

도 매일 한인상인들의 피살소식과 이에 따른 동정의 보도에 큰 지면을 할애하였다. 

특히 워싱턴 D.C. 에서 가게를 하는 한인들은 하루 하루가 생활에 긴박감이 나돌았고 긴장의 연속이었다. 

퇴근 후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페달을 밟고서야 후유 하는 한숨과 함께 오늘도 무사했 

구나 하고 비로소 안도할 정도였다. 

미주 한국일보는 한인들이 흑인지역에서 나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 

인들이 우범지역 탈출을 바라고 있으나 가게가 팔리지 않고 불경기에 강도마저 잦아 영업에 큰 타격을 입 

고있다고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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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무성했었다. 

한인희생자들명단 

1974년 이후 2003년까지 피살된 한인은 모두 53명이다.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다음기회로 미룬다. 

강도에 의한 한인희생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자 성명 지역 又0卜--'-A

1. 1974, 12. 14, 안성철(20) 워싱턴 7 — 11 

2. 1977. 12. 8. 민순례 (37) 볼티모어 그로서리 

3. 1979. 12. 19. 박부열(49) 워싱턴 그로서리 

4 1980. 11. 26. 서정구(30) 볼티모어 그로서리 

5 1981. 7. 1. 김윤신(42) 볼티모어 노상강도 

6. 1981. 11. 29. 정석범 (53) 볼티모어 그로서리 

7 1981. 11. 30. 황건열(30) 볼티모어 그로서리 

8. 1982. 4. 24. 임해식 (47) 워싱턴 그로서리 

9. 1983. 1. 10. 유장열(43) 워싱턴 그로서리 

10, 1983. 8. 16. 서청자(38) 볼티모어 그로서리 

11, 1983. 8. 20. 이종운(51) 워싱턴 노상강도 

12. 1985. 3. 8. 차영자(42) 워싱턴 그로서리 

13. 1985. 12. 16. 문창만(57) 볼티모어 리커스토어 

14, 1986. 5, 22. 박일우(35) 워싱턴 주유소 

15. 1986. 9. 6. 김광자(35) 볼티모어 그로서리 

16. 1986. 12. 29. 박병수(62) 워싱턴 그로서리 

17, 1987. 3. 14. 이모현(55) 워싱턴 그로서리 

18. 1987. 8. 1. 김동호(42) 워싱턴 그로서리 

19. 1987. 11. 13. 김임수(50) 워싱턴 그로서리 

20. 1988. 6. 23. 김영희 (42) 워싱턴 그로서리 

21. 1989. 7. 14. 01 원빈(34) 워싱턴 그로서리 

22 1989. 10. 21. 최인규(54) 볼티모어 자택 

23. 1989. 10. 27. 조광옥(45) 볼티모어 그로서리 

24. 1989. 11. 16. 정선영 (20) 볼티모어 노상강도 

25. 1989. 12. 20. 유대종(40) 리치몬드 그로서리 

26. 1990. 12. 27. 송순섭 (50) 워싱턴 그로서리 

27. 1991. 4. 23. 정해각(53) 볼티모어 7— 11 

28. 1991. 7. 15. 이정현(21) 워싱턴 세탁소 

29. 1991. 8. 5. 김원배 (58) 워싱턴 세탁소 Van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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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계 당국과 협의,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 새로운 방안을 창촐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지난 30년간 한인 희생자들의 명단과 희생자의 속출에 따른 한인들의 반응, 그리고 한인들과 관련된 인종 

문제등을다루었다. 

권총강도 희생자들 

지난 1974년 이후 20넌 동안 강도에 의하여 피살된 워싱턴, 볼티모어지역(리치몬드 포함) 한인은 총 44명 

이다. 

워성턴 한인사 편찬위원회가 미주한국일보(1974. 4. 4,~1993. 12, 31. ）에 기사화된 한인 피살 건 수를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여 넌간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에서만 24명, 볼티모어지역에서 17명, 리치몬 

드지역에서 3명의 한인이 강도의 총과 칼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종 그로서리 운영 중 사망한 한인 

이 3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리커스토어와 세탁소에서 각각 3명, 노상강도에 의한 학생이 4명을 차지했 

으며, 이어 자택, 레스토랑, 주유소, 주얼리가게 등에서 각 1명씩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분포를 지난 1993년도의 8명을 비롯해 1989년과 1991년. 1992년도에 각 5명씩, 1981, 1983, 1986, 

1987년에 각 3명씩의 한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지 못한 재 아깝게 절명했다. 이들 한인 희생자들은 대 

부분이 흑인강도에 의해 피살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총에 의한 사망이 42명이며 칼에 의한 사망도 

2명에 이르고 있다. 

도한 희생자들은 남자가 34명, 여자가 10명이며,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3명, 30대가 12명, 40대가 12명, 

20대와 60대는 각 5명과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91넌부터 3년간 18명의 한인이 강도에 의 

해 피살되어 최근 수년간 범죄에 희생되는 한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1년 중 12월 

에만 10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져 연말에 강력범죄가 가장 많다는 가게 운영하는 한인들의 인식을 입증 

시켰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특이한 점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리커스토어를 운영 중 피살된 한인 

은 전체 희생자 종 3명에 블과했고(그로서리는 30명), 볼티모어지역에서 희생된 한인이 17명으로 의외로 많 

았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희생자 중에는 한국에서 유학온 윤태식 (21세)이 93년 10월 26일 D.C. 내 

그로서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피살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고, 9월에는 학생인 이재환(21세)이 노상 

강도에, 89년 볼티모어에서 희생된 최인규(45세)는 복권에 당침된 후 집에서 이를 노린 강도에 희생되어 이 

재를 띄기도 했다. 78년 7월에는 볼티모어의 빈용암(44)이 부인을 토막살해한 협의로 경찰에 잡혀 한인들 

을놀라게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강도살인이 우범지역에 집종되였던 것과는 달리 91년 7월에는 살인범죄가 거의 전무했던 

버지니아 스털링지역의 세탁소에서 이정현이 강도에 피살되였고, 지난 90년 12월에 볼티모어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성무열이 강도로 오인받아 아버지인 성길남이 쏜 총에 즉사하는 참변이 일어나 한인사회 전체를 

경악시킨 바 있으며, 83년 6월에는 실협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워싱턴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최정섭이 뉴 

욕의 지하철에서 강도에 희생당한 일이 발생하여 또 다시 한인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이 밖에도 1991넌 8월에는 당시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이었던 나연수가 괴한에 의해 피살되었으나, 아직까 

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며, 당시 한인사회에는 치정, 원한, 강도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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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숨은 봉사자 윤창길 

윤창길이 가족과 함께 워싱턴에 정착한 것은 1976넌 12월이였다. 그의 가족이 둥지를 튼 메릴랜드 해밀 

턴 아파트에는 당시 한인동포 70여 세대가 살고 있었다. 이웃의 작은 일까지 찾아서 봉사하는 그의 집에는 

주말마다 이웃사람들로 늘 붐몄다. 우연한 기회에 심신단련을 위해 시작한 조기축구가 이곳 저곳에서 한창 

붐을 일으킬 즈음, 윤창길 부부는 한인 전용축구장을 만들기로 작정하였다. 워싱턴 축구협회와 시작한 축 

구장 건설은 잔디조성에서부터 골 포스트 세우기까지 그의 손으로 일궈낸 작품이다.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메릴랜드 해밀턴 축구장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윤창길 부부는 85년 함께 살던 딸을 잃고 의지할 곳 없던 이복순(당시 73세) 할머니와 손자, 손녀 등을 자 

신의 집으로 모셔 18년간 함께 살았다. 지난 2000년 할머니의 구순을 맞아 건강과 백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열었다. 할머니의 90세 생신을 축하하는 MD 이조식당 연회장에 이날 밤 모국에 살던 어머니의 부음이 전 

해졌다. 윤창길은 메릴랜드 하얏츠빌에 오토 바디 (auto body)샵 유니 바디 오토 월드를 운영해 오고 였는 

데 그는 최근 40년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을 전수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바디 업종을 찾는 한인들에게 기 

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였다. 

워싱턴 한인천주 교회에서 노인 아파트 건립 

지난 1999년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에서 추진된 노인아파트 건립이 2003년 완공돼 76세대가 모두 입주를 

마쳤다. 

‘김대건의 집 (Andrew Kim House)’으로 명명된 이 노인아파트는 메릴랜드 올니의 워싱턴한인천주교회 새 

성전 부지내 3,75에이커 위에 세워졌다. 

® 지상 4층 선물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 친교실식당 도서실 휴게실 컴퓨터실 오 

락실미용실등이 됐다. 

® ‘김대건의 집’ 아파트는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유니버시티가든아파트에 이어 2번째로 노인아 

파트를짓게됐다. 

® 정갑진 성진건축위원회장은 "연방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였음에도 이번에 워싱턴 

한인천주교회가 620만여 달러의 기금을 따낸 것은 전체 한인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 이 

라며, “이번 노인아파트 건립이 앞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으려는 한인단체나 교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 한인희생자들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역만리 워싱턴, 볼티모어, 리치몬드 일대에서 생업에 열중하 

던 한인들 중 상당수가 권총강도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 한인 이민사상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혹 간의 갈등 해소라든가 우범지역을 떠나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인이 제시 

되였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더 희생되는 한인이 나오지 않도록 한인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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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자주 떠올랐다. 장래 희망이 없어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 한국에 가서 장가를 들고 싶었다. 당시 연로 

한 부친께서 살아생전 셋째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성화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송은 시민권 받는 일 

이급해졌다. 

그래서 그는 곧 미군에 입대하게 된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통상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당시 미군에 입대하면즉시 시민권을신청할수 있고신청한지 대개 7개월쯤지나면 시민권자가될 

수 있었다. 79년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시민권자 선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민국으로 달려가서 강원도 원 

주에 사는두형과그 일가족을형제 자매 케이스로초청했다. 곧이어 그는휴가를 얻어 한국으로나가서 김 

미자와 혼인했다. 부인인 김미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넌 후에는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녀 역시 시민 

권을 받자마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부모를 초청한데 이어 한국에 남아있던 다섯 형제 자매를 무 

더기로 초청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형제자매 케이스는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친척은 미 

국에 빨리 올수 있는방법으로 일단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한뒤 취업이민 길을 택하기도하고 다른 친척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어떤 이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는 등 이민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국에서만 온 것도 아니고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던 6촌형도 

송의 취업이민 알선으로 미국에 올 수 있었다. 그가 한국 가족 데려오기를 시작한 지도 22년이 지났다. 송 

의 친가처가종미국에 이민오고싶은사람은거의 다왔다고한다. 

지금까지 그의 연줄로 이민왔거나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80명에 이른다. 이 중 2명이 죽 

고 2명은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76명이 한가족을 이루며 오손도손 살아가고 였다. 대가족이 지 

난 20여 년 동안에 큰다툼이나갈등없이 지낸 비결에 대해 그는"한국에서 처음온사람은누구나한달 이 

내에 머물던 친척집에서 떠나도록 해 자립심을 강조했고 집안간이라 하더라도 공과 사를 철저히 가리도록 

유넘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의 사실과 비슷한 경우들이 근자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지면 관계로 송주섭 일가의 예만 

들기로 한다. （편집자) 

김영자의 인간승리 

김영자의 일생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세 살적 아버지의 등에 업혀 칠흙같은삼팔선의 밤을 지나면서부 

터 그녀의 순탄치 않은 인생여정은 예고됐다. 꿈많고 총명했던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재봉틀을 택하게 되었다. 이어 결혼과 브라질이민, 미국으로 2차이민, 불법체류 그리고 

이혼, 오늘도 재봉틀을 끼고 산다. 이런 60년 역경을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이제 다 

시 새로운 행장을 꾸리고 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두부 저금통에 쌓인 5만불.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고민하다 그녀는 ‘재외한민족센터’를 구상하게 됐 

다. 1세에게는 ‘셈을 2세들에게는 ‘비전’을 주려는 것이다. 이 센터의 건립을 위해 그녀는 오늘도 재봉틀을 

돌리며 얼마전에는 자신의 역경을 담은 자서전도 냈다. 워싱턴 근교에 15에이커의 부지도 마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구차한 생명의 길이에 대해 늘 의문을 품어왔지만 환갑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알 것 같다 

고 한다. 자신이 살아가며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 빚 즉 고마음을 갚으라는 것으로 이 

해한다고 한다. 생각을 바꾸면서 사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한다. 몸도 가벼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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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것(2003년12월)， 하원의 톰 데이비스와 상원의 조지 알렌 의원으로 하여금 라이스 국무장관과 처토 

프 국토안보부장관 앞으로 한미사증면제 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서 면을 보내도록 함(2005년 11월), 한미재단 

의 ‘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 제정 전국위원장으로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과 ‘한인 

의 날 (Korean-American Day)’ 의 목표와 이상을 성원하는 미 연방 하원결의안 487호와 상원 결의안 283호 

가 통과되는데,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들(Korean-Americans)에게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막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변희용은 말한다(2005년12월). 

변희용은 1.5세가 갖는 장단점과 강약점을 겸유한 특수한 처지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 

기도한다. 

추방명령 5번 받았던 권태경 

미국 이민 온 한인치고 영주권에 가슴 졸여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권태경 (1939년생)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1976년 주유엔대표부 경찰근무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중 미국 정착을 위해 주 

저 앉게 되었다. 식당일 등 궂은 일을 하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관용여권 소지자여서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그에게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서가 5번이나 전달됐으나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주권 취득의 기회만을 노리고 였었다.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영주권 취득에 관한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방법은 막막했다. 

하늘의 도우심인가, 1981넌 1월 전두환한국대통령이 워싱턴에 오게 되었을때 환영위원회에서 급히 연락 

을받고 대통령 환영 및 경호업무를총괄하게 되었다. 한국에 였을때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경력이 크게 

도움이 됐다. 그는 이 기회를 영주권 취득의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기로 했다.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는 가능 

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가 앤드류 공군기지를 떠나기 전 대통령 경호관에게 비장했던 

편지 1통을 전했다. 겉봉에는 ‘전두환 대통령 귀하' 라고 적혀 있었다. 

그 편지 속에는 그의 안타깝고 눈물겨운 구구절절한 사연이 깨알같이 적혀있었다. 다행인지 전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게 돼 즉각 담당 비서관에게 하명됐다. 두 달 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권의 영주권 수속이 시작 

되고 이어 주카나다 미 영사관에서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받아 들게 되었다. 불법체류 생활 5년만이였다. 

그는 이어 시민권도 취득하고 한국에 있던 가족들도 모두 불러들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현재는 랜함에서 부인과 함께 피시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전두환 하면 흔히 12·12 사건, 광주사태를 

연상하게 되는데 권태경의 경우에는 그가 인간적으로 온정과 의리를 지킨 경우가 아닐까? 

송주섭의 이민 대가족 

재미한인 대부분이 직계가족 외 몇몇 친척들이 모여 살고있지만 어느 가족은 100명 가까운 일기들이 몽 

땅 이민와 한 집안을 이루며 미국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 워싱턴 D.C. 의 월터리 

드 육군병원에서 간호감독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제대 후 현재는 워싱톤 봉사센터 부총무로 일하고 있는 송 

주섭의 대가족 이민 얘기를 들어본다. 

그가 서울 청량리에 있는 위생병원의 간호학과를 졸업, 간호사로서 미국 이민비지를」 받고 LA에 도착한 

것은 1976년 4월이었다. 송은 헌팅턴 커뮤니티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향에서 농시를三싯고 있던 두 형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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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탈북자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워싱턴이 미주한인사회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중심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데는 2005년 6월 6일 60세 

의 아까운 나이에 별세한 고 남재중 박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로 애난데일 

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했던 남재중은 1998년 워싱턴지역 평통자문위원 시절 한국을 방문했다가 북한 여성 

들이 중국에서 50달러에 팔린다는 소식에 총격을 받고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워싱턴 

으로돌아온그는박세광등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함께 이지스재단을만들어 활동을시작했다. “이지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방패로, 탈북동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 

이 재단은 탈북자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직접 의약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고, 워성턴 

포스트지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기사가 실리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도 북한에 여러 차례 

어가 의료 활동을 벌였고 한국정부가 경계하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로첸을 워싱턴에 초청해 북한 어린 

이들의 비참한 실태를 국제사회에 생생하게 고발토록 했다. 인권단체 디펜스 포럽 등과 함께 북한에서 주 

체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거물급 인사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미국방문을 주선했고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운동을 위해 많은 사재를 희사했 

으며 본업인 이비인후과 의사생활도 제대로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이 발표한 "6·15 시대의 민족반역자 20인”에 북한인권운동가남재종이 포 

함됐다는 사실은북한 입장에서 그가 ‘눈엣가시'였다는 생생한증거인 셈이다. 

남재두 전 국회의원의 동생인 남재종은 1945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대전중, 용산고,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1974년 도미,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전문의과정을 마치고 83년 애난데일에 이비인후과 병 

원을개업했다. 한미시민연맹(LOKA)회장과민주평통자문위원을역임하는등한인사회에도적극찹여했다. 

고인의 유해는 버지니아에 였는 페어팩스 메모리얼 묘역에 안장됐다.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가교 해롤드(희용) 변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해롤드 변이라는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니다. 그 

는 16세 때인 1969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고교를 졸업한 후 미 육군에 입대 (1973~1976) 3년간의 군 복 

무를 마친다. 대학(B.S.）과 대학원(M.S.)에서 화학과 화공학을 전공, 다양한 직업을 거쳐 1992년부터 현재 

까지 미 연방정부 특허 및 상표청의 화공학 그룹 매니저 (GS—15)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의 열성당원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페어팩스군과 버지니아주의 각급 선거 및 정부통령 선 

거전에 뛰어들어 자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열심으로 뛰었다. 2004년 대선 당시 그는 공화당 전국 아시 

안 연맹 의장(Chair, National Asian American Republican Coalition)으로 한국계와 아시아계를 대표하여 부 

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헌신했다. 

해롤드 변이 아시아계, 특히 한인사회에 기여한 바를 들어 본다면: 

워싱턴 노인회 회관 입주 및 노인회 Van을 페어팩스 군으로부터 기증받도록 도운 것, 버지니아 주지사를 

위한아시아계 자문위원회를구성 아시아각국들, 특히 한국과교역을촉진하기 위하여 한인을자문위원으 

로 임명하도록 도운 일, 미주 한인 100주년 기넘사업회 대외 연락위원장으로서 한인들의 지난 100년간 미국 

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하고 기리는 미국국회 결의안을 연방상하양원의 동시 결의안으로상정 통과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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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되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하에 인권 탄압 둥 어둡고 답답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원상 담임목사 

의 학구적이면서 차분하고 은혜 총만한 말씀선포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위로와 조용한 결단을 다 

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접이 있다면 적어도 인권 옹호 차원에서라도 선지자적인 외침 

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가목회자로서, 교계의 지도자로서 역임한직함들과영예를열거해본다면 

워싱턴지역 교회 협의회 회장(1985~86) 

Seed International 선교회 대표(2000년~현재)： 세계 22개국에 40가정 파송 

중앙시니어센터 이사장(1994~2003) 

버지니아 주지사상 수상(Virginia Governor's Award for Volunteer Service, 2001년 11월 10일) 

북미주 기독교 한인 선교 협의회 공동의장(2001~2004) 

버지니아주 의회 개회기도 인도 

(Opening Prayer at Commonwealth of Virginia General Assembly, 2002년 1월 15일) 

미국 연방하원 개회기도 인도 

(Opening Prayer a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s Guest Chaplain, 2002넌 10월10일, 107th Congress, 

하원회록에 기록됨) 

계명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2002년) 

P.C.A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협 의회회장(2002~2003) 

P.C.A. 한인 수도노회 회장(2003~2004) 

University of Wales, Lampeter in United Kingdom으로부터 Ph.D. 학위 취득(학위 논문 제목: "John Chrys

ostom's Pastoral Leadership" (2003~2006) 

Falls Church一Fairfax United Way Council Member(1999~2002) 

Chairman, Korean-American Food for the Hungry(2002~현재) 

Director, Ezra Leadership Institute(2004~현재) 

밀알선교단미주이사회 이사장(2005~현재)등인데 그중이원상개인만이 아니라중앙교회 온성도들나아 

가미국의 한인성도들과미국전교계에서 금자탑이라할수 있는이 영예는미 남침례 신학교(The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빌리 그래함 선교 학교(Billy Graham School of Missions)가 연구 조사한 미 

국 내 52,333개 교회 중 와성톤중앙장로교회가 "좋은―에서―위대(훌륭)한 교회(good-to―great church)”로 

선정된 13개 교회 가운데 하나라는, 놀라운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열매라 하겠다. 

그는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감사와 기쁨 안에서 기도와 섭김의 삶을 

살아가고였다. 

북한인권운동과 남재중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정치 중심지인 워성턴은 북한인권운동의 중심지다. 미국인들도 참여한 디펜스 

포럼 등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4년부터는 매년 한차례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별어진다. 이 기간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각지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김정일정권과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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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의 한인사회 청소년에 대한 헌신이 시작된다. 

필자가 20여 년 전 여름 어느 날 정 전 총무로부터 우연히 들은 얘기이다. 그리고 10년 전 워싱턴 한인사를 

쓰면서 정 전 총무에 관한 얘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동포 언론인이었던 김종빈 씨는 70년대 

이민 온 한인 노약자치고 정준영 씨의 라이드 한 번 이용하지 않았으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한인 청소년들을 향한 헌신 22년, 투병 5년 끝에 그는 갔다. 그가 남겨놓은 것이라곤 월세 아파트 

와 입고 있던 허름한 옷가지와 운동화 몇 켤레뿐이였다고 한다. 만년 무보수 총무의 재물 유산이다. 

비록 그가 남긴 재물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한인사회에 남긴 정신적인 교훈은 심대하다. 인 

간에 대한평가는관뚜껑을닫을때 알수 있다는한국의 속담처럼 정 전 총무의 영결식은정준영의 일생이 

한인사회에서 결코 소홀히 평가 받지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었다. 한인사회는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증명된 

영결식이였다. 정신이 박약한 두 아들과 돈을 몰랐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평생 가정을 도맡아 왔던 부인 강 

복희 집사도 이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믿는다.” (전 워싱턴지역 한인사 편찬위원장 재영창 제공)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 겸손 화평의 종 이원상 

혹자는 한인사회를 일컬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도 한다. 특히 어떤 인물을 선정 평가하는 작업에 있 

어서 더욱 그러함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한다. 지난 번에 있었던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의 일환으 

로 고인이 된 분들과 현존 인물을 선정 평가하는 작업이 결국 현존 인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는 소식이다. 이는 비단 어느 특정 분야의 인물만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라고 보겠는데 종교계도 예외는 아 

니라고 본다. 그러나 예외는 있게 마련인데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이원상 원로목사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한다하겠다. 

이원상은 1937넌 만주에서 출생, 1962넌 계명대에서 철학으로학사와그후석사학위를취득한후 1968넌 

에 도미 1972년에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학위를 취득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구약전 

공으로 석사학위(M.A.）를 취득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종 1977년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담임교역자로 청빙을 받았다. 부임 당시 30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여 26년간 목회, 성도 4000여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후 2003년 가을 은퇴해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1977년 이전의 이원상의 삶은 1977년 이후 오늘까지의 삶의 준비 훈련 기간으로 보겠다. 중앙교회를 담 

임한후그는많은 직함들과 영예를 안게 되는데 이 모두가그가그의 삶을통해 보여준은유, 겸손, 평화의 

목자임을 증거하고 였음에 다름이 아니다. 

그가 26년간 담임했던 교회 재직 시에 이룩한 굵직한 족적을 더듬어 본다면 쓸모였고 훌륭한 자체 성전 

마련과물경 100배가넘는교인수의 증가와많은유익한프로그램들(성경공부, 영성훈련, 국내외 선교, 지 

역사회 봉사, 노인복지, 차세대 목회자, 기독교 교육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한글학교 등)을 통 

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는데 이는 두고두고 오랫동안 본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와 보다 큰 사회에 유익과 좋은 영향을 미쳤던 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첫째 그의 목회는 어디까지나 말씀 중심의 목회였다. 그의 설교는 그의 개혁주의 신학/장로교 신앙에 입 

각한 강해 스타일의 설교였는데 그가 목회했던 상당기간 이곳 미국의 한인 사회와 한국이 처했던 시대 상 

황은 정착과정에 였던 이민자들에게는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모국에서는 경제 발전은 상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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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제독 대사 실업인 역임한 정규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제독으로 예편한 정규섭은 케냐대사, 주미공사, 뉴욕총영사, 외무부차관 

보, 튜니시아 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관으로 일하였다. 튜니시아 대사직을 마치고 1975년 워싱턴으로 이 

민 온 정규섭은 1956년 해군무관으로 근무할 때 유학생 최인숙과 결혼하고 워싱턴 교포사회 초창기부터 한 

인교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에 찹여해온 워싱턴 올드 타이머 중의 한사람이다. 

정 엔터프라이즈 회사와 골프연습장을 경 영하는 등 실업 인으로 활동한 그는1977년 맥클린장로교회 창립 

을 주도하였다. 한미장학재단 이사장, 워싱턴가정상담소 후원회장, 재향군인회 고문, 미주이민 100주년 기 

넘사업회 고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기독장교회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교계와 동포사회에 봉사 

해온 그는 원만한 성격과 대인관계로 관여하는 단체마다 친근감과 화합의 본을 보이며 중심을 지킴으로 동 

포사회의 많은 친구를 가진 존경 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현재 워싱턴복음방송국 이사장으로 봉사 중이다. 

그는도 취미와 건강관리로골프를즐기며 77세 때 76타를 칠 만큼잘 알려진 골프 대가이기도하다. 부 

인 정인숙은 교회봉사활동과 함께 포토맥 펜클럽 회장과 워싱턴가정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하며 부부가 함 

께 봉사생활을 하였다. 3남 1녀의 자녀와 손자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장남 화식은 맥클린 

에서 자영사업을하며, 2남데이비드는설치미술가로 워싱턴지역에 많은작품을제작하였으며 미술계의 저 

명인사로서 현재 미시간대학의 미술교수로 재직 중이다. 3남 피터는 LA 영화계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창작 

과 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그의 작품인 Aeon Flux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봉사일생 - 정준영 

한인사회의 참봉사자로 정준영을 꼽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가 2003년 11월 영면했다. 

오랜 투병생활끝이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애도하는글들이 지면을장식했다. 그 중 일부를옮 

겨본다. 

‘‘워싱턴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생애를 바쳤던 정준영 전 워성턴 한인 기독청년회의 총무가 67세를 일기 

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11월 11일의 일이었다. 투병생활을 하던 지난 5년 동안 그의 병상은 쓸쓸했으나 

그를 보내는 장례식장은 크게 붐몄다. 11월 14일 영결식과 다음날의 발인, 하관예배에는 약 500여 명의 한 

인들이 그와의 석별을 아쉬워했다. 아마도 워싱턴 한인 올드 타이머들이 다 모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 

도였다. 

그의 생전 그와 특별한 교우가 없었던 필자도 그의 부음을 실은 신문보도를 보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 

을 수가 없었다. 그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한 번 가봐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그 

만 부음을 듣고 만 것이다. 시간을 맞춰 갔으나 장례식장의 파킹 랏은 이미 만원이어서 길가에 치를: 주차하 

고 한참을 걸어서 영결식장에 도착했다. 영결식장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지인들을 만나볼 수가 였었 

다. 그는 한국의 고려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미국에 와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모교 

의 강단에 서려는 것이 그의 유학생활의 꿈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불행히도 둘 다 정신박약아였다. 청년 정준영의 실의와 

심적 좌절은 가히 상상할 만하다 하겠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의 인생행로 

를 바꾼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만 자식이냐, 한인사회의 청소년들을 모두 내 자식으로 길러보자.’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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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백대로 “받은 축복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뜻'’의 일환으로 일찍이 워싱턴 가정상 

담소에 참여 오늘까지 이시를」같고 있는 바, 이사 임기 중 2000넌 1월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2년간 이사 

장직을 맡아 봉사하던 때에 가정상담소는 그 업적과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장 

포상받았다. 또그녀는그녀의 친정 아버지 강문혁 목사와함께 1979년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를창립 

권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섬김 의 삶을 살며 1986년부터 수년간 워싱 턴 지 역 여전도회 연합 장학재 

단 재정 이사와 1978년부터 현재도 워싱턴 장학회 재정 이사와 2002넌 이래 KAC(Korean-American Coali

tion) 이사 와 2004년 이래 미주한인재단―워싱턴 이사를 맡고 있으며 Montgomery County Medical Reserve 

Corps의 Professional Volunteer로 여 전히 바쁘나 보람있는 이 타(利他)의 삶을 살아 가고 있다. 

동양인 식품업의 개척자 최정섭 

워싱턴 지역의 한인 인구 수와 분포는 1960년대 중후 반까지만 하더라도 5000명 내외 정도였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60년대 초까지 소수의 영주자 들과 가족들, 공관 직원들과 가족들 고리고 연수 중의 의시들\ 

교환 프로그램 인사들, 특파원들과 가족들과 유학생들과 가족들 등 오늘날에 비하면 매우 단순했다. 그러 

다가 1965년에 개정된 새 이 민법이 발효하게 된 1968년도부터 가족단위 이 민과 취 업이 민으로 한인들의 대 

거 이민이 가능해지면서 한인 인구의 급격한증가와더불어 인구구성의 프로필과 거주분포도가하루하루 

다르게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버지니아 알 

렁톤에 한인 식품점 ‘코리아 하우스’를 개업한 최정섭이다. 

최정섭은 1966년경 유학생의 신분으로 워싱턴에 도착 학업에 정진하는 일과 한인과 미국 사회에 관한 지 

식과 정보를 쌓아 나갔는데 1968년 알링턴(Arlington, VA)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한인 경 

영 식품집으로는 처음으로 모든 품목을 고루 갖춘 동양식품접을 개점했다. 

최정섭과 그 부인 폴라의 근면과 친절은 많은 한인들과 아시아인들과 백인들을 고객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업은 일취월장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최정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75년 D.C. 내 이른바 플로 

리다 마켓 (Florida Market)에 한인들의 주식인 쌀과 야채 중간도매상을 시작하면서 간장 등 특별히 한인고 

객들이 항시 찾는주식품목을넓혀 가려고시도했다. 그런데 여기에 우려해오던복병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 

는 당시까지 동양식품의 생산 유통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일본계 대형 식품회시들의 담합에 의한 방 

해와 배타적 행위로 인해 소매상의 위치를 벗어나 중간도매 내지 도매상으로 웅비하고자 했던 최정섭 같은 

한인 식품업자들은 큰 좌절을 맛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형 식품업자들의 관행은 업연한 반仮:）독과점법 위반 행위였다. 최정섭은 이에 분연히 일어나 

미 연방 법무부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계 대형 회시들의 독과점 관행이 위법행위입을 적시하고 이를 금지시키므로 최정섭은 한인으로는 처 

음으로 식품도매상으로 비상할 수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많은 한인경영의 대형 식품도매상들이 출현했다. 

이 점에 있어 최정섭은 오늘의 한인들 경영 대형 식품업의 길을 닦은 공로자 (trail一blazer)라 해서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정섭은 1980년도 초반 뉴욕으로 옮겨 뉴욕시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부인과 같이 의상(clothing) 사 

업을 하던 중 1983넌 6월 뉴욕의 지하철에서 강도들에 의해 아깝게도 생명을 잃는 잠사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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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문의로, 병리학교수로 미국 내외에서 후진양성과 강의, 연구, 저술로 보낸 근 50넌 간의 굵직한 족적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하워드 의대에서 32년간 외과병리과장으로서 의대생들과 수련의들을 열정을 다해 교육하고 훈련시키 

고 외과의시들에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수술, 특히 암 수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 이 

런 연유로 하워드 의대에서 처음으로 병리학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과 은퇴 후인 2002년에는 Magnificent 

Professor Award(탁월한 교수상)을 수여 받았댜 

1972년~1990년 어간에는 국제적 병리학의 전당인 AFIP(Armed Forces Institute of Pathology, 미 국군 

병리연구소)의 연구원/상담역 (research fellow)으로 세계 각처 병원들에서 진단이 어려운 soft tissue pa一

thology의 의탁을 받아 결정적 진단을 내림으로 한인 특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했다. 

1969~1971년 어간에는워싱턴 D.C. 검시관자문으로봉사하고, 1968~1971년 어간에는이 지역에서 유일한 

결핵을 주로 한 내과병원인 글렌데일 병원(Glen Dale Hospital)의 자문역을 맡아 봉사했다. 

그 이 외 에 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1974년에 워싱 턴 한인봉사센터 창립 발기 인으로 참여하여 이사, 부 이사 

장 및 이사장을 역임했는데 1981넌부터 5년간 이사장 임기 중 실버 스프링 (Silver Spring, MD)에 연장자 아파 

트 건축에 기 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포상을 수여 받았으며 , 이후 동 University Garden의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9년에는 그의 장인 강문혁 목사와 함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현재는 은퇴장로로서 동 교회를 섭기고 였다. 

그 밖에 1955년 9월 워싱턴 D.C. 에서 박인덕에 의해 창립된 육영기관 Berea in Korea Foundation의 창립 

이사, 워싱턴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장(1969), 민주평통 자문위원(1981~1989), 워싱턴 기독교 방송국 초기 이 

사(1978), 한미장학재단 재정이사(1978년~현재)와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의 고문 등으로 부인 강옥형과 함 

께 봉사의 삶을 보내고 였다. 

강옥형은 1956년에 서울여자의과대학(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도미하였다. 산부인 

과를 거쳐 마취학 전문의사로서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한인 학생들, 교수들, 의시들\ 공관가족들과 일반 

동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 외국인들 등 부지기수의 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어 온지도 거의 반세기에 

이르렀다. 그간강옥형 의사가마취했던산모들과탄생한신생아들만하더라도 몇이나되며 현재 그들은어 

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으리라. 한 마디로 그녀는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이들의 벗이 되 

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준 삶을 그녀의 인술을 통해 몸소 실천했다. 

그녀의 반세기에 걸친 지역사회 봉사의 발자취를 돌이켜 본다면: 1971년에는 Washington Hospital Cen

ter 마취과의 Full Partner가 되어 오랜 기간 의대 학생들과 수련의들을 위해 마취연수에 힘을 기울였으며, 

1978~1984년 어간에는 워성턴 한인봉사센터 의료원에서 저녁 퇴근 후에 의료봉사를 했는데 특히, 이민 초 

기에 고부 간에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인 아픔을 가져와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질 

병도 상담해 주었던 보람찬 봉사의 나날이 였다. 

1958년에 정의백과 결혼하여 바쁜 남편의 뒷 바라지를 하며 4녀 1남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 

시에 풀 타임 의사 생활을 한 43넌이라는 세월 중에는 강옥형 자신의 말대로 "많은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5자녀 중 3명이 의과대학 교수로, 1명 

이 치과의사로, 1명은 변호사로 모두 훌륭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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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Ethnology)로서 학술 연구, 저작,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실무전문가이다. 

그녀는 일찍 이 일본에 유학, 일본여자대학에서 수학한 후 1948년 미 군정 장학생으로 도미 1950년 일리 

노이의 맥머리대학(MacMurray College)을 졸업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어서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53년에서 1964년 어간 스탠포드대학교, 미 국방 언어학교, 주한 

미대사관과 캘리포니아대학교(UCBerkeley) 등에서 한·중·일 등동아시아유물수집 전문인 훈련을 이수, 한 

국어 강사, 한국문제 전문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1965년 스미소니안 박물관 아시안 민속 전문가(학예 

관)로 부임하여 오늘까지 줄곧 워상턴에 자리 잡은 워성토니안(Washingtonian)이다. 

그녀가 지난 반세기 가까운 기간 자기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와 업적들을 저작, 전시, 연구논문 발표와 기 

타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십 편의 저작은 한국, 일본과 아시아에 관계되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 

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태평양 역사 학보(Pacific Historical Review)에 그녀의 남편 리 하우친스(Lee 

Houchins)와 공동 기 고한 "The Korean Experience, 1903~1924(한인의 체 험 , 1903~1924)” 와 샘 이 깊은 물 

(1987년 7월호)에 기고한 "미국에서 온 조선유물”과 아시아 문화역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미소니 안 박물 

관이 2004년 출간한, 그녀가 10넌에 걸쳐 완성한 역작(도록) 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 The 

J.B. Bernadou Korean Collection, 1884~1885(은자의 나라 민속지, 제이 비 버나두 수집, 1884~1885)을 들 

수 있는데, 이 도록은조미수교 직후스미소니안박물관이 미 해군장교 J.B. Bernadou를조선에 파견, 버나 

두가수집한 156점의 조선관련 민속미술품을소개하고 있으며, 민화, 도자기, 한복, 갓, 생활용품, 고지도, 

고문서 둥이 수록되어 였다(참고: 수집자 버나두는 위의 민속품을 수집해 귀국한 후 1886년 미국에서 최초 

로 ‘조선 민속품 전시회’가 열였다). 

현재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는 약 33,00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소장되어있다. 그녀의 대표적 전시 기획으 

로는 1981년 “한국미술 5000년전頃默과 2003년 "한국 이민 100주년 기넘전’’을 들 수 였다. 

조창수의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사를 잡지 Noblesse(2005년 9월호)로부터 소개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창수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진다. 평생 숙원이던 박물관 내 한 

국관 개관(2007넌 5월 예정)을 준비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조선근대화 관련 문화유산 이야기 집필 

에 여넘이 없다.” 

병리학의 선구자 정의백, 교육 봉사의 인술인 강옥형 부부 

워싱턴지역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훌륭한한인부부들중한쌍의 부부를손꼽으라면 정의백, 강옥형 부 

부를 들 수 있으리라. 이들 부부는 각각 1954년과 1956년 워싱턴에 도착해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게 이 곳에 

정착 단 한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 이 없는 이른바 고참 올드 타이 머 (old―timer)요 원로에 속한다. 

정의백은 1950년 세브란스 의대 졸업반재학중 6·25 동란을당하여 군의관으로 일선에서 복무금성화랑 

훈장을 포상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예편 후 전문의 수련과 병리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와 후진양성의 듯 

을 품고 1954년 7월 도미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수련의 (resident)로서 대학원을 

거쳐 1956년에 석사, 1958년에 병리학으로 박사(Ph.D.）학위를 수여 받았는데 이는 워싱턴지역에서 한인 의 

사(M.D.）로서 병리학박사(Ph.D. in Pathology)가 된 첫 번 케이스(case) 이다. 이후 조지타운 의대에서 10년, 

하워드 의대에서 36년 도합 46년의 의사, 교수 생활 후 1999년 하워드 의대 명예교수로 은퇴했다. 그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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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학의 대부 양기백 

워싱턴 한인사회, 아니 미주 한인사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든다면 1950년 여름부터 

1995년 6월까지 45년간 미국국회 도서관 한국문제 전문가, 한국부장 및 동양부장을 역 임한 미국 한국학의 

대부로 알려진 양기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8년 미 군정이 선발한 첫 장학생 중 한 사람으로 고광림, 김옥길, 신한수 등과 같이 

회물선을 타고 도미하여 일리노이 주에 있는 몬무트(Monmouth) 대학에서 1950년 6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 대학원으로 가는 길에 6·25 동란의 와중에 있던 한국의 가족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워싱턴에 

들렸다가 때 마침 미국국회 도서관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워싱턴에 정 

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50년대에 박원규 고병철 등과 함께 워성턴 한인교회와 워싱턴 한인회를 창 

립했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초창기 한인사회에 참여했다. 

1920년생(生)인 양기백은 숭실 중학을 졸업, 그 후 일본대학에서 유학한 후 조선총독부, 미군정청을 거처 

대한민국 수립 후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소 늦게 유학의 길에 오른 당시 1세대 미국 유학생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대 도서관의 하나인 미국 국회 도서관은 입법, 행정, 사 

법부뿐만 아니라 학계 등에 전문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며 국가 정책 결정에 일정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8월에 미국 국회에서 국회도서관 내에 한국과 설치법이 통과되 

고 9월 1일에 동양부 일본과에 한국과(Korean Unit)가 설치되었다. 

설립 당시 한국과의 책임자는 에베린 매균(Evelyn B. McCune)이 1953년 봄까지 한국문제전문가(Korean 

Specialist)로 있었는데 그 후부터 양기백이 한국문제 전문가의 직책을 맡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45년간을 한국문제 전문가, 한국부장, 동양부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내에 한국학을 심는 데 심혈을 기울였 

다. 그는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의 박사논문을 지도하고, 지방에서 자료부족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학생들, 연구원,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도서를 대여해주며 그들의 대부 역할을 해 오면서 미국, 

한국 학계, 정계 등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후진들을 길러냈다(서대숙, 이정식, 이홍구 등)． 그는 심혈을 기울 

여 1980년 초에 명실공히 독자적인 한국과(Korean Section) 설립을 이루어냈다. 그리하여 동양부 안에 한국 

과, 중국과, 일본과 등 3개 과들이 각각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면서 협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의 양기백의 업적은 결코 간과할수 없다. 

재직시 그는 많은 미국학자들, 특별히 미 국무부 소속 한국 전문기들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한편 많은 

한국학계, 문화계, 정계 등의 친지들을 통해 미국 국회 도서관에 12만 권의 한국장서들을 마련한 후 은퇴했 

다. 그는 수많은 한국에 관한 논문들과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 역작으로는 2005년에 출간된 그의 문명관을 

다룬 "양기 백 산고" 6권이 있다. 

스미소니 안 박물관(Smithsonian Museum) 학예관 조창수 (Chang-su Cho Houchins)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 학예관 조창수 하면 한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시아 

민속학, 문화인류학, 미술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관심을 갖고 였는 사람들에게는 그녀는 그 분 

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배 같은 존재이다. 그녀는 1965년부터 오늘까지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립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아시아 민속담당 전문가(학예관 Museum Speciali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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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창은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뒤 완전고학으로 미국 의과 대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러 병원에 봉직한 

후 1950년 6·25 직전 다시 미국에 와서 영면할 때까지 워싱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업의로 그리고 은퇴자 

로 지냈다. 워싱턴에서 살면서 그는 한인사회와 계속된 관계를 맺었다. 

1950년대에는 3차례나 한인회장을 연임했고, 한국정부로부터 각종 훈장과 상장을 받았다. 은퇴 후에도 

한인사회와의 접촉은 쉼이 없었다. 근래에는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 전국 명예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주미 

공사관 건물 재매입에 착안하여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2003년에는 모교인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으로부터 올해의 동창으로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은퇴 말 

넌에는 한반도의 재통일에 큰 관심을 표명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성사 

되지 못했다. 

이미 고인이 된 처지라확인할 길은 없으나 10여 넌 전 김일성 주석과만나기로 약속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일화도 있었다. 그의 타계 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는 ‘최제창 펀드’를 모금 

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접이 있다면 그는 부당한 권력의 강권에 저항하기보다는 침묵 내지는 방관하는 

입장에서 처신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 한 예로서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의 3선 개헌, 유신독재시 보였던 그 

의 자세와 박원규의 자세는 퍽 대조적이고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다재다능의 인물 황재경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빼놓을수 없었던 인물로 아마황재경을들지 않을수 없다고생각한다. 그는 1906년 

함경남도 안변에서 태어나 일본도쿄 신학교를졸업한후 1940년 장로교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기 이전 

그는 음악을 가르치는 일방 ‘황재경 만담'으로 알려졌던 주 1회 라디오 코미디를 17년간 계속했던 연예인이 

였다. 

그의 막내 이들- 황세연에 의하면 황재경은 1947년 시청각교육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1949넌 

그는미국의 문화와뉴스를남북한에 방송하는미국의 소리 방송국의 아나운서가되였다. 특히 아직도 70대 

이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6·25 당시 공산치하의 암울했던 그 시절 황재경과 그의 동료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통해 한인들에게 희망과용기를 심어주었던 일회를〈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가 1954넌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하자 그는 미국의 소리에 계속 재직하면서 1955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의 소리 방송국의 동료 아나운서이자 목사인 김성덕과 함께 워싱턴 한인교회의 동사목회자 

로 많은 젊은 남녀들의 결훈 주례를 서는 등 한인사회 전반에 걸처 폭 넓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 

니라 그의 다재다능은 언변뿐만이 아니라 그가 소유했고(67 종류) 다루었던 많은 악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겠는데 가야금, 단소, 악기, 톱등 재담을 섞어가며 수 명의 대통령들을포함한크고 작은 청중들 앞에서 

위에 열거한 악기들을 연주했다고 황세연은 이야기한다. 너무 다재다능하다 보니 재승박덕(才勝薄德)이랄 

까 경박하다는 평과 함께 양지(陽地)에 안주하는 해바라기 형의 처신을 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으나 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간 사람이 었다. 

그는 23넌간 봉직했던 미국의 소리를 1973넌에 퇴직하고 이후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초빙 설교 등으로 바 

쁜 나날을 보내다 1984년 서울에 극동방송에서 방송 도종 심장마비로 78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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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술을 받아 시력의 일부를 되찾았다. 현재 그는 음반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학대에서 종교 

음악을 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녀 엘렌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 다시 학교를 옮겨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 

가주 밀알선교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간증집회를 갖기도 하는 등 한인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엘렌 

은 간증집회를 통해 4살도 재 되기 전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와 한때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에 시달려 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한 교사는 내가 맹인이어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나를 퇴학 조치시키기도 했 

다.”며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였었던 것은 나를 입양시켜 키워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현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니컬스 부부와 4명의 입양자녀가 만들어가는 사랑이야기는 친족 

간에조차 미움과 질시가 가득한 사회적 어둠을 덮고도 남는 넉넉함과 따뜻함이 가득 배어있다. 볼티모어 

의 근교의 슈스터(건설업) 부부도 니컬스 부부 못지 않다. 슈스터 부부는 모두 7명의 한국 어린이를 입양, 

기르고였다. 

한인사회 세 지도자 _ 박원규, 장대욱, 최제창 

위 세 사람은 한인사회의 원로요 초창기 한인사회의 지도자였다. 현재는 모두 타계했다. 

1950~60년대의 한인사회의 주역이자 대들보는 단연 박원규였다. 한인회의 전신인 한인친목회와 워싱턴 

한인교회, 한인장학회 등도 모두 박원규의 아이디어이었거나 그가 주도했다. 

회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빼놓고는초창기한인사 

1994년판 워싱턴한인사 편찬위원장으로 수고했던 재영창에 의하면 워싱턴 한인사를 편찬한다고 광고를 

냈을때 제일 먼저 한인회로전화한것도그였다고한다. "내가죽으면한인사회 역사가묻힐 것이 많다. 나 

죽기 전에 한인역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노령임에도 역사 편찬 관계로 한인회를 몇 차례나 방 

문, 격려했다. 초창기 한인사회의 기록의 상당부분이 그의 기억이나기록이 중추를이루었다. 그의 작고후 

한인교희는 순원실(부인 이순영과 박원규의 가운데 자에서 따옴)을 만들어 친교실로 쓰고 였다. 

장대욱은 서울대 총장과 4대 주미 대사를 지낸 장리욱의 막내 동생으로 1950년 6·25 동란 후 통과된 맥카 

란이민법에 의해 처음으로워싱턴에 이민온한인이다. 그는고학으로오하이오주에 있는애쉬랜드 (Ash

land College)대학에서 역사학을 수학한 후 워싱턴에 와서 국회 도서관에 오랜 기간 봉직하다 퇴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의 교회생활 경험으로 워싱턴 한인교회의 기틀을 쌓는 데 공헌이 컸으며 업성턴 한인 

교회 35년사’의 집필자이기도 한데 이 책이 갖는 특징은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하려던 접은 평가 

할 만 하나, 어떤 대목, 특별히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들에 대한 기술에 였어서 저자의 호불호와 포 

폄의 정도가다소 치우치거나 지나친 점이 있음을느끼게 한다. 

그는 또 소설가 이며 수필가이다. 생전에 동포언론에 신앙과 교회역사 관계 기고를 많이 했으며 워싱턴 

문인회와의 왕래도 많았다. 그의 작고 (1998년)후 한인교회에서는 ‘장대욱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최제창은 2004년 9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의 일생은 이민자들에게는 가히 전설적이였다. 1927년 

송도고보를 마친 스물 한살 청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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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가 처음 실시된 1746년 이래 최초의 동 

양인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고는 "민주사회에서는 숫자가 힘인 만큼 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원과 관심 

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결과는 낙선. 

전종준 인권 변호사 

전 변호사는 이민관계 전문변호사로 2003년 5월 주한 미대사관의 차별적 비자 발급, 관행의 시정을 위해 

4년간 법적 투쟁을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비자 발급 거부 관행의 시정을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던 진종준 변호사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 

자 희견을 갖고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 발급이 두번이나 거부됐던 장순득(43)이 비자 신청 

4년 만인 지난 4월 7일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자신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모두 방문 비자를 신청, 가족 전부가 비자를 받았으나 장 

씨만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돼 전종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4년간 시정을 요구해 왔다. 

전 변호사는 "국무부가 유독 한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이산가족 

이 생기는가하면 영주권 신청을포기하는사례가많았다."며 "국무부와주한미국대사관이 스스로 20년 이 

상 지속됐던 불법적인 관행을 시정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할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확률 

이 높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사실상 거부해 10년씩 걸리는 가족초청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 

들은 미국 방문이 불가능했다. 

전 변호사는 도 혼혈인들의 자동시민권 취득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한국장애인 입양 도맡은 니컬스, 슈스터부부 

니컬스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조금 각별하다. 자신들도 한치 앞을 못보는 중증 장애인이면서 25년 동안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 반듯하게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일인데 이 양자녀들이 모두 한국에서 온 아 

이들이며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어느 누구도 머리를 숙 

이지 않을 수 없는 ‘천사들의 사랑’을 엮어가고 였는 그들은 올로 니컬스(59), 메리 니컬스(60)부부와 네 자 

녀 킴 (27), 마크(23), 엘렌(21), 새라(18) 양. 니컬스 부부가 한국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 

6년째인 76년부터다. 6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입양을 결심했다는 두 사람은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장애 아동을 입양해 새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며 "4남매를 

입양하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큰 아들 킴이 미국에 온 것은 76년 겨울. 

니컬스 부부는 오리건주 한 자선단체의 주선으로 당시 2살된 장남 킴을 입양했다. 

그리고 모국인 한국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이름을 ‘김 (KIM)’으로 짓고 당시 시력장애아였던 그를 데리고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시력회복에 성공했다. 킴은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인 베스 양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였다. 차남 마크는 생후 

11개월 되던 때에 니컬스부부에게 왔다. 

당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력장애는 물론 신생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 그는 입양 후 바로 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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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리 (Centex Lee LLC)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젠텍스 리’는 이번 메모리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한인 이진국(미국명 제프 리, 47)이 운영하는 워 

싱턴 D.C. 소재 설계 회사 "리 앤드 어소시에이츠(Lee and Associates)’’ 와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 센텍스 건 

설회사가 설립한 합작회사. 

한인 2세들 ‘한국 취향' 

2000년 들어 한인사회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1세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나 1.5세들도 미국 팝 

문화보다 한국 대중문화에 쉽게 젖어들고 있다. CD 등을 판매하는 한인 상점에 따르면 전체 구비 음반의 

70% 이상이 한국음반으로 이 중 90%가 한인 청소년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곳에서 매달 판매되는 한 

국 음반 중 상당부분을 청소년들이 구입하고 있으며 일부 음반은 대량 판매될 정도로 한인 청소년들 사이 

한국 대종가요의 인기는 높다. 

특히 메릴랜드대학이나 조지메이슨대학 등에서 한인학생들 간에는 한국 인기 가수를 모르면 간첩이라 

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문화에 젖어 있으며 유행 속도도 한국과 자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한국음반이 잘 팔리다보니 본국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쇼 프로그램 비디오도 덩달아 한인 청소년들 

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새로운 쇼 프로그램이 나오는 날 전후해서는 업소들마다 이를 빌리려는 한인 청 

소년들로바빠진다. 

맥클린으로 신규 한인 학생들 몰려 

워싱턴 지역으로 새로이 전입하는 한인 학생들은 명문 학군으로 소문난 페어팩스 카운티로 몰리고 였으 

며 특히 맥클린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열이 높은한인 학부모들은 랭글리, 맥클린 고교가속한맥클린 지역과레이크브래덕, 로빈슨, 웃슨 

고교가 위치한 페어팩스 지 역을 유난히 선호한다는 것. 

이들 학교는 각종 학력고사 및 평가시험에서 높은 접수를 받은 학생들로 카운티 내 상위권에 속한 학교들 

이댜 학생 등록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여름 7, 8월 두달간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에 신규로 전입한 한인 

학생은 총 242명으로 이 가운데 70%는 한국에서 이민 온 케이스이며 30%는 타주에서의 전학인 것으로 분 

석됐댜 지난 7, 8월두달간카운티 내 총전입생은 2,019명이며 한인학생의 비율은 12%에 이르고 있다. 총 

전입생 숫자는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된 수치이나 한인 학생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안영덕 메이슨 디스트릭 수퍼바이저에 도전 

2003년 11월에 있었던 페어팩스 카운티 메이슨 디스트릭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안영덕은 4년 전 오 

하이오주에서 라우든 카운티로 이사와 살다 얼마 전 폴스처치로 거처를 옮겨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애난데일은 한인사회의 심장아닙니까? 여기서 한인 수퍼바이저가 나와야 합니다. 저의 선거 공약은 노 

인문제와교육, 그리고세금으로 집약할수 있습니다. 메이슨디스트릭에만 5만 2,000여 명의 노인들이 시 

니어센터에 등록돼 있지만서비스를받는숫자는 2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실제적이고효과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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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들은 이날 낮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개최된 제84주년 3·1절 기넘식에서 재택한 선언문에서 "최근 미 

국 내에서 일기 시작한 반한仮澤t)정서의 확산 조짐은 한―미 동맹 50년사에 최대의 위기국면을 연출하고 였 

다"며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동포들에게는 위상은물론생업과 안전에 직결되는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동맹관계의 동등한 발전과 개선 *국제적 공조보다 민족적 공조를 앞세운 그릇된 한국 

내 정서의 시정 *한국의 남북화해를우선시한북한식 핵 해법재택 반대 *반미운동의 확산우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민족공조주의로 포장한 통일논리의 중단 *미주 동포들이 한미 양국 간 이해증진에 앞장설 것 

등 7개항을결의했다. 

선언문에 참가한 단체는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북버지 니아 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각 향우회, 

이민 100주넌 기넘사업회, 워싱턴 가정상담소, 세탁협회, 체육회, 교회협의회, 재향군인회 동부지회, 나라 

사랑 어머니회 등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 39개 주요단체들이 망라됐다. 

미주 남북 이산가족 65,000명 

북한에 4촌 이내의 혈연을 둔 미주 한인 이산가족 수는 6만 5,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20일 대북구호기관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 전영일 소장은"지난 99년 9월부터 LA와뉴욕등한인 밀 

집지 역의 교계를 중심으로 한인 이산가족 조사작업을 실시해 현재 통계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며 이같 

이밝혔다. 

ISR에 따르면 교회별 표본조사 결과 북한에 4촌 이내의 가족이 있는 한인들은 5~10%선.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00년 한인 인구 수가 107만 6,872명인 점을 고려할 때 한인 이산가족 수는 최소 5만 4,000여 명, 

최대 10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전영일 소장은 "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정확한 이산가족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 

고 있으나 이산가족 수는 6만 5,000여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대북 선제 공격 안 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론 등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공화당 종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커트 

웰던 연방 하원의원은 2003년 9월 26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린 한인미주이민 100주년 및 

한미동맹 50주년기넘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전쟁을 

피할 수 였는 데도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 미군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폴스 처치의 페어뷰 메 

리엇 파크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웰던 의원은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 나갈 수 

였다"면서 "북미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틀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타곤 9·11 공원, 한인이 설계 

한인 운영 설계회사가 9·11 테러 당시 펜타곤에서 숨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펜타곤에서 조성되는 

1,100만 달러 규모의 추모 공원 프로젝트를 따냈다. 

미 국방부는 2002년 3월 "2001년 9월 11일 테러범에 의해 아메리칸 에어라인 77편과 펜타곤에서 목숨을 

잃은 184명을 추모하기 위한 펜타곤 메모리얼 프로젝트의 설계건축 회사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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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변호사 이민사기 사건 

2003년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이상열 변호사 사건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체 한인사회의 관 

심을 끈 사건이었다. 그것도 스폰서를 가장한 한인 식당주 등과 공모, 가짜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대량으 

로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탈법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한인사회의 비윤리성을 부각시키는 부끄러 

운기록이 됐다. 

FBI가 이 변호사가 작성한 150여 개의 이민 서류 중 60개를 조사한 결과 58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 

었으며 이 서류들은 최고 5만 달러까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한인 변호사의 양식을 의심케 만들었다. 또 

9·11 이후 미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인들은 제2, 제3의 이상열 변 

호사 사건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별들의 무대, 평화콘서트 

2003년 6월 30일, 한인들은 D.C. 의 RFK 스타디움에서 세 가지 경이를 체험했다. 1만 5천여 명의 최대 인 

파가 놀랐고 신화, 보아 등 20여 명의 톱스타들이 달군 무대 열기에 몸이 달았다. 

그리고 워싱턴의 하늘 위로 솟구친 대한민국! 이란 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에서 소수계란 웅벽함을 떨치고 

무한한자긍심을가슴에 수였었댜 

북풍 황장엽, 워싱턴 오다 

우여곡절 끝에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워싱턴행이 2003년 10월 이뤄졌다. 망명가 황장엽은 디펜스포럼의 

초청 행사를 포함, 방미 중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가전한메시지는확실했다. ‘김정일 정권제거’가 북한민주화의 요체란것이다. 북한인민의 불행을좌 

시할 수 없었던 황의 방미 족적은 그가 정치가가 아닌 주체사상의 대부라는 학자임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반미와 반한 사이에 낀 한인들 

2003년~2004년 사이 한국에서 반미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이에 대한 미 언론들의 과장보도가 맞물리면 

서 미국인들 사이 에 반한 감정 이 고조될 조짐 이 보이고 였어 미주 한인들이 미국 내 반한 감정 확산이 가져 

올 여파를 우려하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신문들이 북핵사태와 함께 한국의 반미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부 방송에서 미군 

병사가 한국인에게 맞아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부각시키는 등의 선정보도가 이어지자 주미대사관 등 미국 

내 한국 관련 기관에는 한국 내 반미 움직임에 항의하는 미국인들의 전화와 이메일이 잇따르고 였다. 외교 

부 관계자는 9일 "한국 내 반미시위에 대한 미 언론들의 과장보도를 접하고 전화나 항의전화를 하거나 이메 

일을 보내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잇따른 반미시위와 이에 대한 미국 내 반 

감 고조와 관련, 많은 한인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84주년 3·1절 기념식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튼한인연합회 등 39개 단체는 2003년 3월 

1일 주한미군 철수 반대, 한미동맹관계의 동등한 발전과 개선 등을 주장하는 ‘‘워싱턴 동포 선언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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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미 대륙횡단 여행을 했다. 합동회갑연 행사 전 장면을 당사자들과 후손들을 위해 사진, 녹음, 비 

디오 등을 통해 영구보존하려 한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이 행사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처음 있었던 행사 

로 1세뿐 아니라 1.5세, 2세 및 후세 한인들과 미국사회에도 한국의 고유의 전통과 예절, 특히 점차 시들어 

가는 경로의 미풍 양속의 찹 뜻과 효도의 의미를 상기하고 알리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이제는 70대 후반, 

80을 바라 보는 당사자들은 물론 당시를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입을 모은다. 

피겨 스케이트 챔피온 릴리 리(이윤정) 

워싱턴의 동포소녀 릴리 리(전 워싱턴 한인회 회장 이도영의 딸)가 1986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매사추 

세츠 팍스보로에서 개최된 미 동부지역 피겨 스케이트(Figure Skate) 챔피온십(Championship) 대회에서 우 

승 금메달을 획득, 챔피온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쾌거는그때까지 없었던 일로 릴리양은한인으로본인은물론부모와온한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만이 아니라한인이라면어디에 있든-크나큰기쁨과긍지를안겨다준장거였다. 릴리 양은 1983년 

에 당시 13세로 동계대회에 참가 3등의 영예를 안은 바도 있다. 

릴리 리는 1989넌부터 1994넌까지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수많은 상을 획득, 한국과 전 세계 한인들 

의 영예를 드높이고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1994년 2월 노르웨이 렬하마르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한국 

국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릴리 리의 피규어 스케이터로 성공하기까지에는 본인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재능도 있었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릴리와 함께하며 정성,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드려 뒷바라지한 부모의 덕을 잊을 수 없으리라. 

몽고메리 칼리지 한국어 과목 설치 

몽고메리 칼리지(락빌 캠퍼스)는 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한국어 과목을 설치 

했댜 이번 한국어 과목 개설은 연방교육부로부터 전통문화유산 기금을 보조받아 2년간 시범적으로 운행 

해온 한국어 강죄를 학교 측이 정식 과목으로 승격시킨 데 따른 것으로 매 학기마다 10~20여 명씩 수강한 

한국어 강좌는 몽고메리칼리지 재학생뿐 아니라 고교 11. 12학년 한인학생, 일반인에게도 개방됐다. 교수는 

지난 2넌간 한국어 강좌를 맡았던 최호택 박사. 

한인회 우대카드 환영받아 

워싱톤한인연합회(회장 김영근)가 2004년 들어 실시하고 있는‘우대카드 서비스’에 참여한한인이 500여 

명을넘어섰다. 

“한인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한인회는 재정 자립을" 이라는 모토로 실시되고 였는 우대카드 서비스 제 

도는 한인 운영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받아 카드 소지 한인들이 더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우대카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연합회 한미화 청소년분과위원장 

은"한인 마켓에서의 캠페인, 우편과전화등을통한홈보 결과, 가입 한인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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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경 모친 워싱턴으로 

한인봉사센터 총무 등을 지낸 한태경은 1947년 평북에서 신학교를 다니다 남하하면서 어머니와 다른 가 

족들과도 헤어졌다. 그 뒤 어머니 김금순과 동생 태근이 종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다는 것 

을 알고 1978년 12월 방중, 32년 만의 모자상봉을 이루었다. 그 뒤 한태경은 미 국무부에 탄원서를 내어 어 

머니와 동생을 워싱턴으로 이주시켰다 . 

고영일 평양에서 모자상봉 

고영일은 1979년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 35회 국제탁구대회 미국팀의 통역으로 평양에 갔다가 1950넌 

당시 10세 때 헤어진 어머니 이정호와 누님 려행을 29년 만에 만나 많은 이산가족들의 심금을 울리고 민족 

분단의 비극을 재연하였다. "김일성 장군, 미군 철수” 등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고의 어머니와 누님은 고를 

껴안고 대성 통곡, 주위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고에게 평양에 잔류할 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워 

싱턴에 돌아왔다. 고영일과같이 살고 였는아버지 고순욱은 이 소식을듣고"아이들 어머니가유난히 영일 

이를 사랑하더니 끝내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된 것 같다.”고 흐느꼈다. 

신부와 신자 간의 소송매듭 

천주교 신부 왕영수가 신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 

과 관련, 왕신부가 1979년 9월 주동걸, 박문규, 성선환, 이선호, 이재희, 유병기, 정기용, 김경재 등을 명예 

훼손으로 3백만 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피소인들은 한달 후 왕영수가 ‘신자들의 종교 자 

유 박탈 미사참여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1백만 불을 변상하라고 맞고소, 다툼을 계속하다가 1980년 6월 쌍 

방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매듭되었다. 

장두환의 2백만 불 승소 

1977년 볼티모어에 사는 장두환은 자신이 근무하는 앱스타인 백화점에서 의류판매원으로 일하다가 도둑 

으로 몰려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다. 화가 난 그는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누명을 벗고 보상금으로 회사로부터 2백만 불을 받게 되어 한인사회의 화제가 되었다. 

기사생(1929년생) 합동 회갑연 

1929년에 출생한 기사생들의 동갑 친목 모임인 기사회가 1987년 12월에 조직되었다. 고려한의원 원장으 

로현재도동희의 회장을맡고 있는김갑석은"우리 기사생들은불운한시기에 태어난사람들로서 전쟁 (6·25 

사변)으로 인한 희생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국만리 미국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기사생들이 상호 만나면 

그 난리통에 용케 살아남았다고 서로 각별히 반가워하며 뭉치자고 하였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1989년 60회 회갑을 맞이하면서 합동희갑연을 추진하여 기사생(己巳生) 중에서 김갑석, 유한식, 이유문, 

김태섭, 신덕용, 업일종 등 6명이 합동회갑연 행사를 가졌는데, 이 합동회갑연은 회갑을 맞이한 6인의 자제 

들이 효성의 표시로 모셨다고 한다. 1989년 4월 29일에 버지니아 크리스탈 시티에 였는 Stouffer Concourse 

Hotel에서 열린 합동회갑연에는 1,0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회갑연을 마치고 촉의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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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으로 된 것을 알고 황사선 목사에게 "애국가는 제가 작곡해 보럽니다." 하고 약속하였다. 

그 후 그는 애국가를 작곡하기 위하여 수 년간 40여 개국의 국가를 모으는 등 고심 끝에 작곡을 마쳤는 

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믿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음악가 안익태를 기넘하고 축하 

하는 음악축제가 2006년 4월 2일 Church of the Epiphany와 4월 9일 NOVA 대학에서 워싱턴 여성회가 주 

최하여 성대하게 시종했다. 

워싱턴 지역 유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과 NOVA대학합창단과한미 두 커 

뮤니티의 성악인들이 안익태가작곡한한국의 애국가와한국환상곡을수백 명의 한인들과미국인들은물론 

그 밖에 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선보였다. 

박인덕의 고려재단 

박인덕은 1896년 진남포에서 출생하여, 1926년 도미, 웨슬리언 대학, 컬럼비아대학등에서 공부한후 미 

국 전역과 캐나다 지역의 200여 대학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그는 귀국 후 한국 

에 덕화여숙을 열었으나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 

1955년에 워싱턴으로와서 고려재단을만들고학교의 설립기금모금에 나선그는북미전역을버스로만다 

니면서(총211만 마일 여행) 모두 6,680회의 모금 강연을 강행, 청중들을 감동시켜 학교 설립기금을 마련하였 

다. 그는 1962년에 귀국, 인덕대학원을 설립한 후 사망하였는데 현재는 그의 딸 김혜란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해군 워싱턴 입항 

1955년 10월 노폭 해군기지에서 훈련을 마친 한국해군 200여 명이 두 척의 경비정에 분승. 태극기를 휘날 

리며 포토맥강을 따라 메인 애비뉴에 낮을 내렸다. 태극기를 들고 마중 나간 한인들과 대사관 직원들은 경 

비정에서 내리는 해군들을 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 

다. 이들은 모두 한인들 집으로 안내되어 민박, 김치와 고추장으로 회포를 풀었다. 

7.4 동지회, 워싱턴동우회 

이도영이 한인회장 1차 임기를 마치고 나서 1백여 주변인시들괴二 친목을 위주로 만든 것이 7·4 동지회이다. 

그 후 오석봉도 회장 임기가 끝난 후 25명으로 워싱턴 동우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친목단체의 범주를 벗 

어나지 못하였으나 한인사회에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모임의 역할도 하였다. 동우회는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동포사회 사업을 지원했다. 

통일교 모국 방문단 

통일교는 1980년 초에 모국관광 검 통일교 원리교육을 위하여 모국방문단을 모집, 수 차례에 걸치 워싱턴 

지역에서 10일 여정으로 300여 명이 다녀 왔다(미주전역에서는 1500명).1986년부터 통일교측은한국에서 

미국방문단을모집, 관광과주요기관방문및 통일교활동등을소개하고 있는데 94년까지 6만여 명에 이르 

렀다. 모국방문단과 미국방문단에 따르는 모든 경 비를 통일교 측이 부담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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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사가화합속에 출간된 것만은아니었다. 당시 편찬위원장으로수고했던 재영창의 말을들어 

본다. "당시 워성톤한인회가 편찬을 주도하자 북버지니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등 일부단체와 인시들-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특정인의 임기 내에 출간키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느니 누가 주도하는 한인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자료 제공과 편찬 자금모금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북버지니아 한인뉴스(1994. 10. 19.）는 워싱턴 한인사는 왜곡 투성이며 책이 도착하면 워싱턴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갖겠다는 한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으며 P 모 씨의 말을 빌려 배포금지 가처분 운운하 

기도 했다. 우리끼리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한인사 작업이 자칫 한인사회를 나누는 것 같은 인 

상을주였으나이는어디까지나소수한인들의 일시적인 반발이었다.” 재영창의 말은 이어진다. "당시 한인 

사 촐판기넘회 때 10년 후에 한인사 보정판을 내기로 했었는데 2003넌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에서 한인 

사 편찬사업이 10대 사업으로 선정돼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민 100주년이 되는 2003년이 지나고 100주년 기넘사업회가 미주한인재단一워싱턴으로 이름이 

바뀌자 2004년 1월 워싱턴 한인회 측에서 재단 측에 한인사 공동 편찬을 제의했다. 재단도 이에 동의하고 

공동편찬을 위해 수 차례 회동했으나 이견을 조정치 못해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한인사는 재단과 한인회 

에서 각각 별도로 제작하기로 선언했다. 워싱턴 한인사가 두 권이 나올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한인사회 여 

론은 힘을 모아 한 권으로 출간하라는 것이였다. 여러 인시들이 물밀 작업에 나서 5월에 이르러 기존 편찬 

위원회가 편찬 작업을 계속하되 발간은 공동으로 하고 기록도 같이 모으기로 하는 한인사 공동 발간 합의 

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5. 한인사회 이모저모 

워싱턴 지역에 형성되었던 한인사회를 추적해보면 1883년 조선왕국의 보빙사절단 방문 이래 주미공사관 

이 설립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당시에는 한인 숫자가 매우 적고 활동이 매우 제한되였기 때문 

에 여기서는 1950년 이후의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이모저모와한인사회의 한단면을나타낸다할수였는사 

람들의 얘기를모아보았다. 

보스톤 마라톤대회 우승자들 

1950년 보스톤에서 열렸던 마라톤대회에서 한국의 함기용, 송기윤, 최윤칠 등이 1, 2, 3등을 차지하자 재 

미 한인들이 열광하였음은물론, 미국매스콤에서도큰반응을보여 이들은하루아침에 명사가되었다. 이 

들이 워싱턴을관광하고 싶다고히여 박원규, 김세션, 이성범 등이 안내를하였는데 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어서인지 환영나온 미국인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보여 민망하였었다고 박원규는 회고하였다. 

안익태의 애국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1952년 6월 워싱턴 한인교회를 방문, 애국가 작곡에 얽힌 이야기를 박원규에 

게 털어 놓았다. 안은 1930년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예배 시 애국가를 부를 때 곡이 스코틀랜드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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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경찰당국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한인들에게 수사과정을 설명하면서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는 말을 했으나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도록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현직 한인회장이 흉기에 맞아 죽은 사건은 미주한인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언젠가 범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한인 사회는 또 한번 놀랄 것 같다. 

로버트 김(김채곤) 구속 사건 

지난 96년 9월 연방수사국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된 김재곤(62. 미국명 로버트 김. 당시 미 해군 정보국 

근무)는 97년 7월 법원으로부터 국방기밀취득 음모죄(Conspiracy to obtain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itle 18 U S C section 793b)로 9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펜실베니아의 앨런우드 연방교도 

소에서 복역 중 모범수로 7년 반으로 감형을 받아 2004년 6월 석방됐다. 그는 석방 후 한국정부는 내 명예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에서 "저는 한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 

공했지만 정작 한국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순수한 동기와 나의 존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회 측은 이날 그에게 로버트 김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의원 108명 

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와 그를 돕기 위한 가두 모금 때 시민들이 적어놓은 격려 메시지, 최근 한국에서 출 

간된 그의 전기 "집으로 돌아오다"등을 전달했다. 

연방수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김은 사진의 직책을 이용해 한국과 관련된 정보(일명 K 파일)을 빼낸 후 이 

를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한다. 그런데 이 K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대부분이 아태지역의 정국동향 

에 관한 것이거나북한의 경제, 군사등에 관한 것으로 동맹국인 한국도 당연히 알아야할 내용이었다.”고 

말하고 "이 사건의 단초는 자신의 ‘선의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비밀로 분류된 사 

항이었으나 그 정도 비밀은 대수롭지 않았다는 그의 설명이다. 

한인사회 내에서도 세대 간에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듯하다. 1세들은 김재곤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저지른‘선의의 실수’는 1세들누구도자칫빠지기 쉬운함정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있다는것이다. 

현실론이다. 즉 법률투쟁이 어려우면 그의 가족의 생계라도 도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세들은 비교적 

업격하다. 개인적인 차원은 별개로 하고 구명운동 자체가 언페어 (unfair)하다는 점을 앞세운다.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인 포함) 가운데 그 정도의 동정을 받을 만한 딱한 사람은 한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워싱턴 한인사 발간과 파동 

1994년에 첫 발간된 워성턴 한인사(1883~1993)는 해외 한인 지역 한인사로서 편찬방법이나 규모에 있어 

서 흔히 볼 수 없는 ‘파격' 이었다. 동포사회 스스로 범동포적으로 편찬위원희를 구성하고 발간자금을 모았 

고한인회에서 이를주관하였다는점 등이 과문인지는몰라도해외 한인사회 최초의 일이였다. 한글판에 이 

어 영문판까지 발간되었으니 더욱그러했다. 

‘파격은 파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인사가 모든 동포들의 한글판은 미주 한글신문뿐 아니라 한국의 

유력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됐고 영문판은 워싱턴 포스트지 로컬판에 풀 페이지로 보도되었다. 한인관계 기 

사가 이런 크기로 보도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사에서 조선 보빙사절단의 워싱 

턴 방문기록과 한인사회 실태, 프로페셔널들의 숫자와 활동상황 등을 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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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한인회가 북버지니아에서 창립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성수동이 사퇴한 데 따라 별 

도로다시 절치를-밟아창립, 황옥성이 초대 회장으로취임하였다. 이들두지역 한인회는그뒤 버지니아한 

인회는 북버지니아한인회로, 메릴랜드한인회는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물론 당시 한인회의 선거관리에도 책 임의 일단이 있지만 1950년 발족한 한인친목회를 전신으로 하는 워 

싱턴한인회가 36넌 만에 선거 결과에 승복해온 전통이 깨어져 워싱턴 안에 몇 개의 한인회 간판이 걸리게 

되고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리 다툼을 벌여 빈축을 사는 등 한인사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 

점이였댜 이후 한인회장, 지역한인회장들 중에는 일단 헤어진 한인회를 연합회 등 다른 명의를 원용해서 

라도 다시 통합해 보려고 노력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파벌의식에 얽힌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해 헤어진 것을 다시 합친다는 것이 자치의 경험이 거의 없 

뿐 아니라 통합될 경우의 상하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한인 1세들의 의식구조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후 북버지니아한인회와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는 각각 지역 한인회로 창립되어 1988년부터 지금 

(2005년)까지 계속 성장 발전하면서 미국의 지역자치행정 제도에 맞춰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다. 1950년 발족한 한인 친목회로부터 36년간 하나였던 워싱턴 한인회가 선거 후유증으로 3개 한인회로 

분열된 현실에 처음에는 동포들도 크게 우려하기도 했으나 차차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였다. 그간 20년 

의 세월이 흐르면서 동포사회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육 

박하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한인 동포 사회가 되면서 3개 한인회는 각자 몫을 찾아 활동하고 있다. 

나연수 피살사건 

1991년 8월 13일 밤 11시 30분쯤 당시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으로 있던 나연수(55)가 머리와 어깨 등을 흉기 

로 맞고 선혈이 낭자한 재 숨진 시체로 발견 되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Century 21 부동산 사무실(7002 

Evergreen Ct., Annandale, VA) 1층이었다. 사건 당시 사무실 2층에는 나연수의 부인 유숙희가잠들어 였었 

는데 1층에서 나는비명을듣고내려갔을때에는이미 나연수가피를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것이었다. 사 

건 당일 저녁 7시부터 나연수는 그가 일하고 였는 Century 21 부동산 사무실 옆의 북버지니아 한인회 사무 

실에서 이기춘, 차경훈, 소니 김, 박인자, 이근 등과 2학기 영어교육에 관한 회의를 가졌으며 희의 후에는 

전원이 국일관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10시 45분경 다시 사무실 쪽으로 함께 되돌아와 헤어졌었다. 

나연수는 전남 나주 태생으로 체신대학을졸업한후 입대 육군중령으로 예편하고 체신부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75년도에 워싱턴으로 이민, 80년 광주사태가 나자 광주 시위에 참여했던 호남인들을 주축으로 호남 

향우회 창립에 산파 역할을 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평소 괄괄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일부에서 비 

난을 받기도 했으나 한인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는 큰 총격을 받 

고 범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미국에서 살인사건에 흔히 쓰이는 총이 아닌 흉기 에 맞아 피살됐다는 사실로 보아 범 인은 한인으로 죽은 

나연수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겠느냐, 더구나 금품이 없어진 것이 없어 금전관계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원 

한이냐? 치정이냐? 하는쪽으로수사의 방향이 잡히는듯 했다. 

그러나 사고 후 부인 유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한인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호사를 앞세워 모든 일 

을 처리하는사이에 범인은 가족들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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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한 관할지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필영은 회장후보의 자격이 없고 아울러 이 지역 한인들도 투 

표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한인회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취소를 알릴 수 없다며 일단 선거는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담당 해밀턴 판사는 투표는 실시하되 투표용지에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투표함을 카운티 및 

시티별로 구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주소, 성명을 명시토록 한 것은 신필영의 거주지인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것이였다. 이 가처분신청을 가리켜 신필영 

진영은 이태권 진영이 승산이 없게 되자 자파 사람을 동원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소송에 대한 거부감 

이 높은 한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전력을 쏟았다. 예정대로 10월 5일 한인들은 투표장에 나가 용지 뒷면 

에 주소, 성명을 적는 등 색다른 투표를 했으나 이에 반발하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날 투표한 한인들은 버지니아에서 2,232명, 메릴랜드에서 1,741명 등 모두 3,973명으로 한인회 사상 가 

장 많은 한인들이 투표한 것으로 집 계되 었다. 

과거의 한인회장선거전은투표가끝나면투표함이 바로총회 장소로옮겨지고개표, 당선자발표등으로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로 변했으나 이때는 투표함이 밀봉된 재 법원으로 옮겨지고 난 뒤 총회는 정원 200명 

도 미달되어 유회되고 이태권 진영에서는 그들이 버지니아 쪽에서, 상대방은 메릴랜드 쪽에서 각각 우세 

를 보였으나 버지니아의 투표자가 더 많아 그들이 이겼다고 기세를 올린 반면 신필영 진영은 허탈한 모습 

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선거가 끝난 뒤인 16일, 22대 한인회장 계은순은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 놓고 한인회 이사회를 긴급 소집, 

한인회가 선거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스스로 기명투표를 주도하였으나 23대 한인회장단 선거가 기명투표로 

실시된 것이 한인회 회칙상의 무기명투표 원칙을 위반, 이에 반발해 돌아간 사람이 많으므로 낙선한 후보 

나 일반 한인들로부터 선거 무효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혼란을 막 

고 한인회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태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신필 

영 진영이 패배할 것 같아 미리 수를 쓰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투표가 있은 지 2주일 이상 지난 10월 21일에 내려졌다. 워싱턴 D.C. 법원은 하워 

드 카운티의 한인회 관할권 시비에 대하여 당시까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이 워싱턴 한인회의 회원으로 인정 

되어 왔고 84년 한인회 이사회가 하워드 카운티가 한인회 영역에 속한다고 결의한 바도 있었다는 점을 들 

어 신필영의 입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22, 23 양일에 법원이 개표한 결과 신필영 

진영이 2.029표, 이태권 진영이 1,890표로 139표 차로 신필영 진영의 승리를 선언, 예상 밖의 결과에 쌍방 

이모두놀랐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워싱턴 한인회가 재선거를 결의했던 일의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인 

회장 계은순은 "법원이 이번 선거가 유효한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 법원의 

개표가 있은 지 10일 후인 11월 1일 전격적으로 새 한인회장단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것은 예상 외의 패배 

로 법원에 재검표까지 요청했던 이태권 진영에 구실을 주어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한인회장의 취임 

은 부당하다."며 임시총회를 열도록 한인회 측에 요구하였다. 한인회 측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하자 

이태권 진영은 11월 16일 워싱턴한인회 성토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버지니아한인회와 메릴랜드한인회를 

창랍 각각 이태권과전 실업인협회장성수동을회장으로뽑는전격적인 결정을 내리고말았다. 이 중메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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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불 이경재 100불 등 이사 임원들이 협조하여 6천4백여 불이 현장에서 모금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구입한 한인회관은 오석봉, 이도영, 정세권, 최병근, 김성래, 송재경, 문홍택, 김영근 회 

장 대에 이르기까지 17넌간을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후에 역대 회장들은 모두가 한인센터 건립을 공 

약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 한인회 사무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던 한인사회의 산증 

인의 한 사람인 윤학재는 "지금부터라도 한인센터 건립위원회를 만들어 산발적으로 모금한 자금을 하나로 

결집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면 동포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의 숙원인 

한인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본다.”고강한의지를나타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관은 1988넌 8월 13일을 기하여 개관식을 가졌는데 건물가격은 

일시불로 17만 2천 불이 었다. 주소는 7004—L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으로 오피스 콘도 

한인회관이 자리잡은 때를 계기로 이곳에 급속히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워싱턴 한인회의 분열 

한인사회의 주력으로 자처하게 된 이민파들은 1982넌 조한용이 21대 한인회장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 

맥이 등장하였다. 모국에서 제5공화국이 군사정권을 계승하고 한국의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워싱턴으로 망 

명하는 등 워싱턴 한인사회가 모국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이 시기에 계은순이 조한용의 

뒤를 이어 한인회장이 되고 이어 23대의 신필영으로 이어졌는데 1986넌 10월의 23대 한인회장 선거는 미 

주한인 이민사상 유례를 보기 드문 선거소송에 이어 워싱턴 한인회가 3개로 분열되는 한인사회 최대의 시 

련이었다. 

이때의 선거전은 신필영 회장, 이영길, 이종연 부회장 후보팀에 맞서 이태권 회장, 조삼래, 이현곤 부회 

장후보팀이 출마하면서 초기부터 서로 감정의 앙금이 끓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두 회장후보가서울용산 

고등학교 출신의 선후배 관계였던 점에서 우선 화제를 부른 데다 신필영 진영은 부동산업을 하는 이태권이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출마했다.”고 쓰인 인쇄물까지 만들어 돌렸는가 하면 이태권 진영은 신필영이 워싱턴 

과 볼티모어의 종간지점인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의 콜롬비아에 사는 것을 들어 선거본부에 ‘‘볼티모어 

사람은 볼티모어 한인희로"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과거의 행적을 들어 서로 인신공격하기가 일쑤였고 이태권 진영의 선거본부장 이종남의 캐딜락 자동 

차의 타이어를 누구인가 찢어 놓았고, 대한부인회에도 도둑이 들어 회원 명부가 도난당했다고 밝히는가 하 

면 신필영 진영은 당선되면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3만 달러를 내놓겠다며 보증수표를 선거관리위원희에 

미리 맡기는 등 모국의 국회의원 선거전 만큼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선심공세 등 다양한 전략이 총동원 

되였다. 그때까지 한인회관 기금을 많이 내는 경우 1만 달러가 관례처럼 정착되었는데 이 선거의 열기 속 

에 액수가크게올랐다. 

전례 없이 치 열한 선거 전이 절정 에 달하며 선거 일을 불과 2일 앞둔 10월 3일 당시 대한부인회장 배용분, 

부동산업을 하는 최동현, 당시 워싱턴한인회 이사 조광옥 등 3명의 명의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선거중 

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한인사회는 처음으로한인회장선거가재판소까지 가게 된 사태의 발전에 우선 

놀라움팔左 금치 못하였다. 가처분 신청의 사유는 "신필영후보가 거주하는 콜롬비아지역은 한인회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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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한인회장 선거공약에 ‘한인회관 건립’을 내걸고 이도영이 당선된 것은 1976년 10월이였다. 

이도영은 당선 후 한인회관 매입을 이듬해인 77년 10월 27일 자신이 낸 1만 달러와 개인들의 기부금 및 복 

권판매수입 그리고 한국계의 디플로맷 뱅크에서의 2만 달러 융자 등 모두 4만 5천 불을 다운페이로 지불하 

고 건물주 융자로 109,050불을 받아 (총액 154,050불) 1730 Connecticut Ave, N.W. 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샀다. 이 건물의 위치는플로리다애비뉴와 21가사이에 위치, 당시로는한국사람들이 자주모일 수 있는요 

지였으나 건물 자체는 낡고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건물이었다. 

그런데 1978년 10월 박규훈이 한인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한인회관건물이 한인사회의 큰두통거리가되 

었다. 매달 건물유지비로 모게지 포함하여 1,500여 불 이상이 드는 데다 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기 때문이었다. 원리금이 체납되자 디플로맷 뱅크에서는 연대보증을 선 강영재, 박상기, 김용건, 재천병 둥 

5명을고소하고강영재가박규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등한인 사회가곤란하게 되었다. 한인회관을 계 

속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한인회 이사회는 매각하기로 결정, 1980년 5월 8일에 22만 5천 불에 매각하였다. 

한인회는 매각 후 각종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 34,689불 48전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2년에 걸친 한인 

회관파동은매듭이 지어졌다. 당시 한인사회의 규모가회관을유지하기에는너무작았고의식 또한성숙되 

지 못한모습을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때 한인 인구는 약 20,000명 수준이었다. 그후한인회관문제는한 

동안 잠잠했는데 이는 한인회관 매각 파동의 후유증이 예상 밖으로 한인사회에 충격을 준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박규훈은 한인회관 매각 후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수 차례에 걸쳐 해명광고를 내야만 했다. 

박규훈에 이어 한인회장에 당선된 35세의 강철은은 임기 말쯤 은행에 예치해 온 한인회관 매각자금을 담 

보로 하여 대출받아 한인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하여 ‘한인회관 기금유용’ 운운으로 한동안 한인사회 

가소란했다. 말썽이 나자강철은은이를정리하여 사태를수습하였다. 여기 대해서 강철은은"퇴임 후는 임 

기 중 1차넌도 말 송넌파티 예약금으로 1만 불과, 2차넌도의 한미수교 100주년 행사 본국위원희 후원금 전 

달지연으로, 행사준비를 위해 1만 불이 한인회관건립기금이 담보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된 사실을 한인회 

장개인용으로대출받았다고주장하는사람으로부터 1년여를시달리기도했다.”고당시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한다. 이후 1986년 제23대 워싱턴 한인회장 선거전에 나선 신필영이 한인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새로운 한인회관건립 바람을 일으키고 기금 모금에 박치를“ 가하게 되었다. 신필영은 당선되자 오석 

봉을 건립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신이 3만 불을 기탁, 꾸준히 모금운동을 벌였다. 

18대 이도영 회장이 구입한 한인회관이 19대 박규훈회장 때 매각되고 은행에 예치한 3만 4천689불 48전 

이 시드 머니 (seed money)가 되어 강철은, 조한용, 계은순으로 넘어가다가, 계은순 1만 불, 조한용 1만 불 

이 추가되고 신필영이 회장후보로 등록하면서 당락과 관계없이 건립기금으로 3만 불을 내놓았다. 신필영 

이 23대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한인회관 건립위원장 오석봉이 1만 불, 제일부동산 재완제가 1만 불을 기증 

해 10만 8천불의 건립기금이 조성되고 건립기금을 위한 디너파티, 골프대회 등 동포들의 성금 등으로 16만 

7천633불이 되였다. 회관건립위원들은 이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큰 건물을 구입하자고 했으나 위원장 오 

석봉의 주장대로 모게지 때문에 또 다시 회관을 매각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17만 2천 불의 일시불로 

회관을 매입하게 되었다. 

1988년 8월 13일 한인회관 개관식과 함께 8·15 경축식이 있었는데 위원장 오석봉이 경과보고에서 6천 

4백여 불이 모자라서 차입했다고 하자 즉석 에서 박동진 대사가 1000불을 내 놓고, 이하석 3000불,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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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당시 ‘한국의 매수공작' 이라는 제목이 붙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설은"어째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사람들을 탄압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직자들까지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를 지원해야 된단 말 

인가? 서울의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계산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다.”라고하며 한미관계의 근본을재고하도록촉구하였다. 

일명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어진 이 사건에는 미 연방국회에 재미 한인들과 미국에 망명한 전 한국정보 

부장 김형욱, 전 주미공보관장 이재현과 한국정보부 현지책임자 김상근 등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김형욱은 

이 증언에서 한국군 장성출신의 강영훈이 워싱턴에서 시작한 한국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자금 

을 댄 것이고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한국신문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동선 사건과 김한조 사건은 물론 당시 워싱턴에 있던 한국계의 디프로맷 은행과 통일교 등이 모두 서로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 연일 미국의 신문과 TV에 박동선, 김한조 등 워싱턴 한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자 

워싱턴 한인사회 전체가 크게 기가 꺾였다. 모국의 인권시비가 연일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견디기 힘 

일인데 여기에 워싱턴의 한인들까지 가담해 미국을 썩게 하는데 한몫했다니 직장에 나가면 누가 무어라 

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낮이 뜨거워져 "창피해서 못살겠다.”는 하소연이 번졌다. 

박동선 사건은 주미대사로 였다가 귀국하여 대통령의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는 김동조가 미국 

하원의 증언을 거부하자 미하원은 한국에 대한 식량원조 거부로 대응하는가 하면 일본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은한국정보부의 범행이라고단정하였다. 뿐만아니라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는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 월남의 공산화로 한국 자체의 국가안보에 신경이 날카로와진 한국인들의 불안이 크게 증폭되 

는 등 이 사건으로 한미관계는 최악의 경지로까지 밀려 갔다. 

결국 이 사건은 박동선이 귀국하는 선에서 표면상 한미 간의 긴장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인권외교를 앞세 

운 카터정권과 박정희의 유신정권 사이에는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골이 남았고 워싱턴 한인사회에는 모국 

에 대한 절망감이 깊어갔다. 

이 사건의 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나 일단가라앉은뒤에도한인사회의 민주화운동은꾸준히 계속되었는 

데 카터 대통령의 인권외교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특징 

이었다. 한국인권투쟁위는 1978년 1월 21일 워싱턴 교외 메릴랜드주 위튼의 굿 카운셀 고교에서 전 한국 외 

무부장관 최덕신과 전 한국군 장성 최홍희의 강연회를 열었고 이어 이해 8월 26일에는 백악관 앞과 워싱턴 

마뉴멘트 광장에서 반독재 데모를 벌이며 유신철폐, 대한원조 중단을 외쳤는데 최덕신, 임창영, 고원, 로광 

욱, 서동순, 서유웅, 장석윤, 김순경, 강근 등 1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1979년 4월에 국제민주연합한국위원회가볼티모어에서 창설되고 여기에서 의장이 된 고세곤은 이해 5월 

방한을앞둔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동연합한국위의 이름으로공한을보내어 그의 방한이 박정희에 대한지 

지라는 인상을줄지 모른다고우려하면서 만일 방한일정이 확정되었다면 한국에 가서 연금중인 윤보선, 김 

대중을 비롯하여 함석헌, 김수환, 김지하 등을 만나 보도록 권유하였다. 

한인회관 건립 

70년대 초반이후이민 대열이 줄을 잇고해가다르게 한인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자한인들은한인들이 자 

주 모일 수 있는 한인들의 집, 즉 워싱턴 한인회관을 구입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여론에 촛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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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인사회 주요사건 

디플로맷 내셔널 뱅크의 운영권 이전 

Diplomat National Bank(행장 김창원)는 1975년 12월 15일 2033 K Street NW에서 문을 열었다. 소수민 

족을 위한 은행으로 설립추진 당시부터 미국 내 재계 및 언론계의 주목을 받은 동 은행은 주식매각시 예정 

액 200만불을 초과매각시킴으로써 미국 내 은행 대열에 당당히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주식매입에는 통일 

교와 박동선, 이진구, 준 리 등 한국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12월 4일 워싱턴시내 콜럼비아 의사협회 

강당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이사진은 케네디 대통령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조솁 바, 컬럽니스트 

잭 앤더슨과준 리 태권도장으로유명한 이준구등 몇몇의 동양계 인시들로. 구성되었다. 

15일 저녁 5시부터 이 은행의 오픈파티가 당 은행에서 거행되였는데 함병춘 대사를 비롯해 박관빈, 김현 

칠 목사, 고근필 실업인협회장, 윤삼균 미술가협회장 내외 등 한인 인사와 워싱턴 D.C. 시장을 비롯한 20명 

의 상원의원, 80명의 하원의원, 각국대사 20명 및 백악관에서 대표로 온 대통령 특별보좌관 코킨스 등 워싱 

턴시내 유력한재계, 정계, 언론계의 외국 인시들-1천여 명 이상이 모였다. 

당시 이 같은 분위기를 보더라도 이 은행은 한인들이 초창기에 미 주류세력들과 연대하여 만든 규모가 

기업이였다. 그리고 이 은행은워싱턴지역에서는 처음인 아시아소수민족은행으로서 한국계 인사등이 주 

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실대출과 1976년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에 일부 주주들이 관련된 

협의로조시를셔」게 되어 은행은막대한법적경비를 지출하게 되고공신력을의심받게까지 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은행의 경영권이 한인들의 손을 떠났으나 은행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였 

다. 1979년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인계가 경영 일선에 등장하여 워싱턴 D.C. 의 공금유치, 한국대사관과 아 

시아제국의 공관 및 기업체에 대한 예금유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은행감독국으로부터 60일 내 

1백만 불의 신규증자 명령을 받았다. 은행의 재정상태가 심히 악화되였다는 이유였다. 은행경영 측은 될 수 

있는한주주들의 피해를줄이고한인계에서 경영권을계속장악하기 위하여 조흥은행 측과교섭하여 현금 

1백만 불을 공탁까지 하였으나 은행감독국 측의 일방적인 날짜 변경으로 동 은행의 부사장으로 있던 리오 

번스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이 은행은 한인의 손에서 떠나게 되였다. 

박동선사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유명해진 워싱턴 포스트지의 1976년 10월 15일자 신문에는 한국 정부가 워싱턴의 

한국인 박동선을통하여 미국정치인들을매수, 한국에 대한미국의 정책에 영향을행사토록공작했다는놀 

라운 기사가 실렸다. 박동선 사건의 시발이다. 

이 사건은박동선이 1973년 12월 서울에서 워싱턴으로돌아오던 길에 알라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서 미 

국 정치인들에게 현금한 명단이 적발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수사기관이 캘리포 

니아 지방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반정부 인시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을 내사에 착수했을 때여서 이 사 

건은 여러모로 한미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요소를 총분히 지니고 있었다. 

박동선이 한국정부의 돈으로 워싱턴 D.C. 내 조지타운에 클럽하우스를 차리고 미국의 이름난 정치인이나 

유력인사들을 초청해 공공연히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수사 당국의 정보망에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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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공연, 청소년 및 주부 가요제 매년 실시 등 상업 방송의 한계를 넘어 한인사회 

와 주류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고 이성은 General Manager는 말한다. 

WBS 워싱턴TV방송(WBS WASHINGTON MISSION NETWORK, INC.) 

1994년에 설립된 WBS 워싱턴TV방송은 초창기 많은 역경 가운데 운영을 맡아 혼신을 다했던 사장 박현 

국에 뒤 이어 구용희가 사장에 취임, 선교방송으로서의 기틀을 다져 놓은 데 이어서, 2006년부터 음악인이 

며 사업가인 유관일이 사장직에 취임하여 WBS一TV가 지향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송" 목표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WBS_TV는 ‘세계의 수도’ 워싱턴을 중심으로 Cox Cable Ch 30 공영 방송을 통하여 매주 수, 목, 금 저녁 

9시 ~11시까지 방영하고 있는데 WBS가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선교 방송답게 선교 프로그램에 역점 

을 두면서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도 고루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BS MEDIA CONNECTIONS 

Inc. 에 의하면 시청 지역은 북버지니아 일대를 포괄하며 인구는 136,000명이며 한인들의 케이블(Cable) 소 

유 수효는 30,995("Korean Total Cable Holds" ）인데 이 가운데 케이블이 미치는 율(Cable Penetration Per— 
centage)는 82.3%이며 시청자들의 대다수가 30대 후반의 대졸자들이며 고소득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였다. 선교방송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한인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영향력과 비중을 반영하듯 이 

지역과한국의 저명 목회자들의 '‘말씀의 시간", "교계 뉴스", "목회 강단", "내 맘에 한노래 있어”, "예수사 

랑 여기에", "오늘도 임마누엘","42번가의 기적", "15분 말씀'＇ 등 많은 프로그램과 시간을 말씀, 찬양에 할 

당하면서도성인들과차세대(1.5세 및 2세와이후세대)를위한교육, 교앙, 문화, 예술, 상담, 건강등 일상 

생활에 요긴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였다. 그 밖에 프로그램들로는 ‘‘새롭게 하소서”, "크리스천 파워 

강", "소망의 콘서트"등과 미국, 한국,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며 기여하고 있는 유명 · 무명 인사들과의 대 

담 프로그램인 WBS 초대석, WBS 찬양선교단, WBS 어린이 합창단, WBS Master Choir, WBS 챔버 앙상블 

통한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송을 자임하는 WBS 워싱턴 TV방송은 "300명 

의 기도용사와 3000명의 후원자를"이라는 기치 아래 오늘도사명 완수를향한 전진을 계속하고 였다고유 

관일 대표는 말하고 였다. 

잡지(MAGAZINE) 

코리아 모니터(Korea Monitor) 

“아름다운삶’'올 바탕으로"긍정적인 면과 진취적 정신을공유할수 있는 미디어 역할을수행하면서 민 

족사와고유문화의 계승을통해 민족정체성을확립하고‘훔익인간’을실천하는 지도자양성을통해 인류의 

화합과평화에 기여한다”는창간이넘을기치로 2003년 8월 임석구를발행인으로한영 병용월간지로시작, 

2004년 1월 타블로이드판 한영 주간지도 함께 발행하다 2005년5월부터 월간지를 주간지에 통합 발행(한영 

병용)하고 있다. 창간이넘의 실천방안으로코리아모니터의 기사들과정기적 세미나, 좌담회, 민족학교고구 

려 운영, 독도문제 연구소, 코리아 모니 터 Art Center와 워싱턴 문예창작원 운영 등을 통해 한인 유년 청소년 

성인들과 영어사용자들에게 한국, 미국 과 세계를 알리는 언론, 문화, 교양,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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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면서 오늘까지 관계를 맺고 있다. 

이후 KCW는 WKTV로 방송국 명칭을 변경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끝에 2001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에 

서 디지털 방송 시스텝을 구축 처음에는 Cox케이블로 페어팩스 지역 일원에 방영, 이후 가청지역을 메릴랜 

드 몽고메리, 하워드, 볼티모어, 앤 아룬델 군 등으로 넓혀갔는데 특히 COX 케이블 디지털 베이직 Sports & 

Tier 채널에 속함으로서 시청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WKTV에 의하면 현재 254번 재널을 통해 “한인 시청 

자뿐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였는 채널로 자리잡고 였다.”고 한다. 

WKTV는한국의 KBS 미주 법인 KBS 아메리카의 협력 방송국으로서 프로그램을공급받고 있는데 위성 

을 통한 생방송 뉴스와 WKTV 자체가 제작하는 로컬 뉴스 및 로칼 프로그램과 인기 드라마와 쇼 프로그랩 

등을 방영하고 있다. WKTV는 특히 최근에 세계 도처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Korean Wave)열풍에 맞춰 거 

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어 자막을 넣어 한인 1.5세와 2세, 3세 등 후세대 등은 물론 미국인들과 그 밖에 영 

어 사용 인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WKTV는 1986년 창립 당시 3명의 직원으로 시작, 현재 사장 전영남을 비롯 1본부 4국 체제로 21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디지털 간이편집실 5개, 디지털 종합 편집실 2개와 최침단 디지털 송출 장 

비와 2005년 확장공사로 완성된 다목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KBN-TV(The Korean Broadcasting Network, Inc.) 

KBNV는 "정다운 이웃, 재미있는 방송’’이라는 기치 아래 1999년 9월 19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현재 버 

지 니 아주와 메릴랜드주를 동시 방송지 역으로 버지 니 아 지 역은 기본채널 COX Cable 채널 13과 메 릴랜드 지 

역은 Comcast Cable 채널 667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메릴랜드 지 

역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는 한국어 텔레비전 방송사다. 

KBN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갖는 세계정치의 중심이자 세계 뉴스의 진원이라는 특성과 워싱턴이 

2005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 LA, New York에 이어 세 번째로 한인인구가 높을 뿐 아니라―현재 워싱턴 지 

역의 한인인구는 1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밖에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 

정-워싱턴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주거, 교육, 사업환경과 주, 군, 시 및 연방정부, 입법, 사법부 등에서의 

취업기회 등으로 인해 한인인구가 계속 유입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 이에 걸맞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노 

력을기울여오고있다. 

KBN 의 주요 프로그램은 외부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MBC 프로그램 사용과 미국 내 한인 위성방송사 한 

국위성방송(KISB) Ch. 1 (MBC) 워싱턴 독점사용과 미국 abc News Ch. 7과 독점 협약을 갖고 있다. 자체 프 

로그램으로는 동포사회 뉴스, 탐방 및 인터뷰, 음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다큐멘타리 형식으 

로 제작방영, 가요교실, 부동산광장, 5분상식,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프로그램, 2세 및 차세대 동포자 

녀들과 미 주류사희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이며, 주요행사(Event)로는 정기적 한국 

영화 상영, 연예인 초청 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9.11 테러 희생자 모금 방송으로 $27,000모금 미 적심자사 

에 전달(미국 ABC News에서 취재), 2002년 월드컵 야외 응원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공동주관으로 태풍 

‘매미'수재복구 성금 생방송, 한·혹 갈등해소 바자회, 워성턴 D.C. 홈리스를 위한 음식 및 생수 1만 병 전달, 

노인 경로잔치 매넌 개최, 미국 정치인 후원행사, 한미 정상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초청 미 국회의사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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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Associated Press 등과 제휴 및 협 력관계를 맺고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할 소식과 정보 전 

달과 교양, 교육,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행인 이종성은 역설한다. 

워싱턴미디아(THE WASHINGTON MEDIA) 

워싱턴미디아는 1997년 12월 3일 창간되어 워싱턴 지역의 올드 타이머 소니 김이 줄곧 발행인을 맡아 오 

늘에 이르고있다. 

발행인 소니 김은 1968년 도미,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심리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직장을 거쳐 

법정통역인(현재도 하고 였음) 등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일들에 종사해왔으며 1970년대부터 워 

싱턴지역에서 미주동아일보, 한국신보, 워싱턴 미주방송, AM 1310 기쁜소리방송, WKTV 등에서 기자, 프 

로그램 제작, 진행자로도 일해 왔다. 

주간지의 발행인이 되어 신문을 제작하며 재정적인 어려움과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한인사회에서 여성 발 

행인으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을 인내와 투지와 온정, 유머와 정의감(sense of fairness)과 

신앙으로극복해 왔으며 혹자는그녀를 가리켜 ‘Ms. 쓴소리’라고도부르고 였다. 

워성턴미디아는 한인 사회의 소식과 그 중에서도 문제성 있는 사건들을 심층취재 이슈화(issue)해서 

자들의 알권리와알아야할것들을 일깨워주는 일, 지역 주류사회 및 한인사회와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소 

수 민족사회 소식, 한국 · 북한 · 미국 및 세계 소식 · 교양 · 역사· 종교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상식과 

지혜의 이야기 등 평균 30여 페이지의 지면에 ‘알토란' 같은 기시들로- 재우려고 노력해 오고 있음을 자부한 

다. 뉴스 전달의 기능을총실하게 수행함에 있어 사실성, 정확성에 기초함은물론다른 언론매체가간과하 

거나 다루기 거북해 하는 사건이나 문제에 다가가서 이를 독자에게 알리고 독자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가리 

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점이다. 발행인 이전에 일선 기자로, 자전적 수필가로 인생 상담 

가로 독자와 더불어 애환을 나누며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및 특히 우리와 연관 깊은 소수민족 공동체들과 좋 

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 예로서 ‘워싱턴미디아 친구들의 밤' 행사를 매년 열고 있 

다고발행인소니 김은말한다. 

텔 레 1:::1 | 전(Television) 

WKTV(WASHINGTON KOREAN TV) 

한인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15~16년이 지나가고 였던 1986년 당시 한인사회의 초기 이민자들로 

서 한인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완수, 신필영이 한인인구의 밀집지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 최초 

의 한인 TV방송인 Korean Cable Television (KCW)을 개국했다. 

KCW는 페어팩스 일원에 위성망을 통해 매일 한국의 KBS 뉴스를 전하면서 뉴스 보도에서 본국과의 시자 

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매일 3시간 반씩 본국 TV의 연속극 등 여러 프로를 방영 이민 정착 과정에 힘들고 고 

달픈 한인들에게 향수를 달래주고 위안과 힘을 안겨 주었다. 

당시 방송국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장비, 프로그램 제작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외중· 

에 1994년 현재의 방송국 사장인 전영남이 이 방송국을 인수, 같은 해 Media General Cable이 Cox 케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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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리방송은 1995넌 2월 신경섭이 WDCT-AM 1310을 인수 8개월의 시험방송을 거쳐 1995넌 10월16일 

부터 하루 5시간씩 힌국어 정규방송을 시작했다, "공중파 한국어 방송이 전무했던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에 

불어 닥친 한국어 방송은 한인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이 아닐수 없었다.”고 기쁜소리방송 관계자는 당시를 

회고한다. 동 방송국은 1997년 8월 11일부터 24시간 방송 체제를 갖추면서 소프라노 신영옥, 조수미 초청음 

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시들괴〈 아울러 불우 이웃 돕기 터키잔치, 본국 수재민 돕기, 사랑의 집 짓기 (Habitat 

for Humanity) 후원의 밤 및 라디오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 이 외종에서 

AM 1310은 본의 아닌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사장 신경섭은 강력히 부인, 반박 

했댜 2005년 10월에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마 

태복음 13장 10절을 구호 삼아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기획하였다. 1310 방송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 

인용해본다.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 차세대 육성에 앞장서며 이웃사랑 실천운동 연종 실시와 각종 문화 예 

술 지원,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교 문화와 가치관 확산,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학술 활동과 동포사회 권 

익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위성 등 뉴미디어 영역 확대와 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뉴스 전달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정보 교양 오락 선교 등 이민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 

는 방송, 그 예로서 AM 1310 공개 홀을 지 역사회에 오픈(open)하여 위에 열거한 분야와 주제들의 행사를 갖 

는것"등이다. 

AM 1310의 가청지역은 북버지니아, 워싱턴 DC 및 하워드 카운티를 포함하는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을 포 

괄한다. 

주간X| 

주간 워싱턴(THE KOREAN WEEKLY) 

주간 워싱턴은 1991년에 송현을 발행인으로 창간되어 10년간,이후 박진현이 인수 4년간 발행하다, 2004년 

10월에 코리아 포스트와 워싱턴 중앙일보 출신의 현 발행인인 이종성이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 

간 워싱턴은 그간 발행인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중단없이 발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간지 역사에 

서 하나의 기록을 세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간 워싱턴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와 내용을 심도 있게 취 

재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접을 들 수 있겠다. 

도하나의 특징은발행인 이종성 자신이 취재기자가되어 뉴스원을찾아동분서주한다는점이다. 주간위 

싱턴은 서두에서 “16년의 오랜 전통으로 인정받아온 시사정론지 주간워싱턴은 바로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라는 표어가 함축하는 대로 주간 워싱턴 스스로가 시사지임을 자임하고 였다.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가 갖 

는 뉴스 보도 차원에서의 제약을 일주일의 시간과 거리가 가져다 주는 여유와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뉴스 

의 종합성과 균형성을 살릴 수 있는 접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목차와 내용을 살펴 본다면: 커버스토리, 한 

인사회, 미국, 국제 (World), 한국, 칼랍 이민, 책의 향기(신간 소개, 서평 등), 해피 데이, 세상에 이런 일이, 

교육, 종교, 봉사단체, 부동산, 스포츠, 연예, 영화, 건강, 게시판과 다양한 광고 등이다. 

주간워싱턴은동아일보, 머니투데이, 광남일보, 영남일보, 경기일보, 파이낸셜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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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한인동포들의 많은호응과격려가 였었다고한다. 워싱턴 조선일보 역시 최선을다해동포사회에서 언 

론의 사명을 수행해 왔으며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 

라디오(RADIO) 

워싱턴 미주방송 

워싱턴 미주방송은 1980년 6월 메릴랜드 한인회 기관방송으로 볼티모어에서 개국하여 AM 730 KHz을 통 

해 방송하다가 같은 해 11월에 한국 문화방송 출신의 방송인 박용찬이 이를 인수, 미주방송으로 이름을 바 

꾸어 1년 남짓 계속하다가 1982년 11월 Y-Studio를 설립, 1982년 2월 볼티모어에서 한인업체 밀집지역인 복 

버지 니 아 지 역으로 사옥을 이전 AM 730 KHz, WPKX를 통해 방송을 계속했다. 

1982년 11월에는 워 싱 턴 미주방송주식 회사로 법 인(Corporation) 등기 , Korean American Broadcasting Co. 

System Inc로 체제를 갖추었다. 1984년에는 서울 KBS와 뉴스 제휴, KBS의 뉴스를 직접 중계하기 시작하 

여 “한인방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박용찬은 말한다. 

1985년 8월 미주방송은 처음으로 FM-SCA 주파수를 이용 특수 라디오로 청취가 가능하도록 전파를 바꿔 

매일 17시간으로 방송시간을 크게 늘리면서 주간편성표에 의한 정규방송 체제로 전환, 이후 다시 방송시간 

을 24시간으로 확장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주방송은 박용찬 자신이 항시 지론으로 말하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우리의 뿌리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미국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아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한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모 

토(Motto) 아래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송 프로그램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즉 뉴스 

해설, 대담, 교육 프로그램 특히 미국 알기, 오락, 스포츠, 종교, 드라마, 음악, 논평 등, 특히 청취자들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들을 제공 청취료를 지불하는 유료청취자들을 확보했을 뿐 아니 

라 이들을 통해 계속 새로운 청취자들을 만들어 간다고 미주방송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에서 수재나, 9·11 등 불의의 참사가 생겼을 때, 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는 일이라든지,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운동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일에 션도적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댜 뉴스 정보 제공과 오락, 스포츠, 종교, 교양 교육과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잠시도 잊지 않고 스스 

재찍질한다고 박용찬은 힘주어 말한다. 

미주방송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국의 유신시대와 5공화국 시절 한국의 언론들이 제 

도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본국지들의 미주판들 역시 완전한 언론 자유를 구가하 

기가 어려운상황에서 워싱턴 미주방송은"과감히 알릴 수 있는모든 것을보도함으로써 방송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쌓아갔다.”고 사장 박용찬은 워싱턴 미주방송 10년 기넘 책자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 한다. 

워싱턴 미주방송은 19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05년에 25주년 설립 축하 및 후원 행사를 각기 

갖고 그간의 ‘이민정착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회고하고 보다 큰 앞날의 도약과 기여를 다짐했다. 

가청지역: 특수 라디오를 통해 북버지니아, 워싱턴 DC, 수도권 메릴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페닌슐 

라—타이드 워터 지역, 청취: 유료 청취 

라디오 워싱턴 기쁜소리방송 AM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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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워싱턴, 뉴욕, 시카고, 샌프랜시스코 등 4대 지사와 덴버, 센디에이고, 댈러스, 시애틀, 필라델피아, 하 

와이 , 밴쿠버 , 토론토에 8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창간과더불어 워싱턴중앙일보가벌인 첫 번째 사업은조간신문발행과새벽 직배다. 그동안우편배달을 

통해 2~3일씩 늦은 신문을 받아 읽던 독자들에게 비로소 신문다운 신문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이어 2003년 

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공동 배달 구독 서비스를 단행, 한 가정에서 영자신문과 한글신문을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볼수 있도록배려하기도했다. 이는한인 신문업계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신문배달문제를획기적으 

로 해결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교육, 종교, 부동산, 라이프 등 기사의 섹션화 한인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과 문화센터 운영 수학영재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에 5월에는 침단 윤진기를 도입, 컬러 합쇄 60면을 시원스럽게 쏟아냈으며 ‘신문 광고 도한 좋은 

기사’ 라는 인식 하에 전문 디자이 너들이 동원돼 수준을 높였다. 

워싱턴 중앙일보에 의하면 편집국 전원이 현직 기자 출신들로 프로정신으로 똘똘 뭉쳐 현장을 뛰고 있으 

며 워싱턴 포스트와의 제휴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 한미관계에도 일조한다는 자부심도 잊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2004년 3월 영문주간지인 ‘The Asia Times-DC' 를 창간, 워싱턴 일원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 

보매체로, 또는한글에 익숙지 않은한인 2세들에게 도움을주는‘틈새 매체’로의 역할수행을다짐한다. 같 

은 해 4월에는 워싱턴 기독교 복음방송(AM950)에 종앙일보 뉴스를 내보냄으로써 ‘듣는 중앙일보'로의 매체 

영역도 넓히고자 했다. 또 워싱턴 최초로 발간된 ‘부동산 가이드’는 현지 사정을 잘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침 

서’로서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워싱턴 조선일보 

워싱턴 조선일보는 강철은이 1984년 2월 이 지역에서 4번째의 본국 일간지로 시작했다. 동지는 1989넌 김 

치윤에게 넘어갔다가뒤에 신필영이 이어 받았는데 앞의 2인의 경우처럼 많은노력과수고를아끼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에 문을 닫았다. 이후 1998년 7월 17일 워싱턴 TV방송을 경 영하던 박현국이 한국 

의 조선일보와독립법인 계약을 체결한후 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창간 이넘을 한국 "최고" 의 뉴스를 하루 빠른 뉴스로 워싱턴 동포사회에 알리는 취지 아래 

창간과함께 워싱턴 DC는물론 버지니아, 메릴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노스 캐롤라이나둥 지역에 신문 

을 발송하게 되였다. 워싱턴지역 신문구도가혹백 신문에서 칼라 신문으로 신문발행이 변화가 되자조선 

일보는 창간한 지 3개월 만인 1998년 10월에 윤전기를 구입, 자체 신문 발행에 들어갔다. 동지는 자체 윤전 

기 구입과함께 신문구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가판대 무료홍보판을 설치,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 

든지 슈퍼마켓, 식당 등 공공 장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발행인 박현국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특히 한국 최고의 신문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하루 빠른 신문을 발 

행하자 미국의 저명한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2001년 3월 16일 워싱턴 지역 한국 언론 기획특집 기사를 통 

해 조선일보가 워싱턴 지역에서 하루 빠른 뉴스 제작으로 워싱턴 지역 한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 보도하기도 했다."하면서 특별히 조선일보 본국판 사설이나 정치, 사회, 문화면 기사는 이 지역 한인동 

포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박현국의 주장을 들어 본다. 조선일보는 김대종 정부 시절 

(1908~2003)에는 언론으로서 ‘굽히지 않는’ 언론의 자세를 보이므로 미국의 수도 정치 1번지 워싱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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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편집국에서 원고지가 사라졌다. 이듬해부터는 1면을 컬러 제작해 워싱 

턴에서 처음으로 컬러신문 시대를 열었다. 한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사세도 크게 확장됐다. 74년 미주판 발 

행시는 유태희 발행인과 유석희 편집인등 3명에 불과했으나 81년 풀타임 직원 6명, 90년에는 16명으로 늘 

었다. 도 리치몬드,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니아에 3개 지국을 두었고 볼티모어와 마이애미에 2개의 영업사 

무소도 설치했다. 미 중동부와 남동부를 포괄하는 판매망을 구축한 것이다. 99년에는 풀타임 33명, 파트타 

임 12명의 언론매체로 성장했다. 역대 편집국장은 유석희(74~82년)， 김동현(82~83년), 재영창(84년)， 권태 

익 (85년), 김진기 (86~90년)， 유석희(91~2002년)가 맡았다. 

한국일보는 그동안의 독립운영 체제에서 2000년 1월 5일 미주본사(회장 장재민)직영체제로 바뀌었다. 사 

옥도 4월 1일 한인타운으로 급부상한 애난데일로 이전했다. 10월에는 미주서울 방송(AM 1520. 1480)이 송 

출을 시작, 라디오 방송까지 운영하게 됐다. 미주서울방송 채널은 이후 1520으로 단일화됐다가 2005년 문 

을닫았댜 

새 천년을 맞아 급변하는 언론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모색과 역동적 변화가 추구됐다. 2001년 

3월 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일간스포츠를 발행하며 스포츠 신문 시대를 열었고 2004년 4월부터는 메가 

스포츠로 대체했다. 최신식 윤진기 (GOSS)를 도입하면서 2003년 10월에는 본국지와 미주판 각 24면, 특집 

판 16면, 스포츠 16면 등 총 80면을 발행하였고 석간에서 조간체제로의 개편도 단행됐다. 신문배달 시스템 

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2002넌 5월부터 신문직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종전에 우체부를 통해 

1~2일씩 늦게 받아보던 신문을 그날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한식당 등 80여 곳에 가판대를 마련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국일보는 각종 문화예술, 스포츠 행사 개최와 지원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86년(87. 88년 

제외)부터 매년 한인 업소록을 제작, 독자와 광고주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였다. 2004년판은 부록을 합해 

850페이지에 3만여 권이 배포됐다. 모국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파견할 미스 워싱턴 선발대희를 74년이 

래 매넌 봄 열고 있으며 축구대회, 수학경시대회, 어린이 미술대회 등도 주최하고 있다. 또 2003년 6월에 

는 D.C. RFK 구장에서 한국의 인기 연예인들을대거 초청한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를개최, 워 

싱턴 최대 인파인 1만 5천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또 부설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한인들에 취미, 여가활동 

을선양하고있다. 

2004년 현재 한국일보 워싱턴 지사에는 지사장 유석희 체제 아래 풀 타임 40명, 파트타임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근무하고 였다. 또 볼티모어와 페닌슐라 지국도 운영 중이다. 

워싱턴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는 ‘친구 같은 신문’이라는 기치 아래 2001년 3월 7일 창간됐다. 비엔나 체인 브리지 로 

드 선상에 새 사옥을 마련한 중앙일보는 동으로는 메릴랜드, D.C.와 애난데일, 서로는 센터빌을 오가는 방 

사형 입지를 구축했다. 초대 사장에는 전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김용일이 선임됐다. 

중앙일보 출범 당시 직원은 30여 명 해마다 100%대의 고속성장을 보이며 설립 3년 만인 2004년에는 직 

원수가 50명이 넘게 되였다. 이로써 워싱턴 중앙일보는 20만 지역 한인은 물론 200만이 넘는 미주 한인들 

을 온 오프 라인으로 잇는 미주 종합정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L.A. 에 본사를 둔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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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사회의 AM 방송인 기쁜소리 방송은 뉴욕의 실업인 신경섭이 95넌 페어팩스에 있는 WDCT

AM 1310을 인수하면서 AM시대를 열었다. 한때 기쁜소리 방송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동포들로 

부터 거둔 돈이 유용됐다 해서 말썽이 나기도 했으나 그 후 유야무야 됐다. （이에 대해 AM 1310 사장 신경 

섭과 방송실장 이현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다. 편집자) 

Cable TV 3개와 위성 TV도 2개나 설립돼 치 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2넌 10월에는 한국일보 워 

싱턴이 운영하는 미주서울 방송이 문을 열어 신문과 방송의 공조체제를 이루다가 2005년 초 문을 닫았다. 

한편 한국 문화 방송 출신인 문무일은 96년 실버스프링에 동양 방송을 개국, 재기를 노렸으나 실패했고 그 

한때 워싱턴 라디오 코리아도 운영했다. 

2005년 10월 현재 15만~20만의 워싱턴 동포사회에 AM방송 1개 SCA 2개 Cable TV 3개 위성 TV 2개 등 

모두 8개의 방송매체가 있지만 경영이나 내용 면에선 문제점이 없지 않다. 

(신문 방송: 박용찬 제공) 

잡X| 

월간잡지로는 1981년 12월 김종빈이 발행한 미주생활이 나왔고 1985넌 1월에 박화규가 워싱턴 마트 

발행하여 1990년 8월까지 계속되였다. 80넌대 후반에는 손영환이 미국생활을 발행하여 오래 계속되지 못 

하였다. 

워싱턴 언론기관 약사 

워싱턴 한국일보 

한국일보의 역사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사와 함께해 왔다. 1970넌 5월 1일 워싱턴 특파원이던 

조세형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 지국을 개설하면서 한국일보는 미국의 수도에 첫발을 내디디였다. 조 

특파원은 NW기 편으로 공수되어 온 본국판 200부를 동포들에 배포했다. 신문이래야 8면에 불과했지만 고 

소식에 목말라하던 동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해 10월 1일, 본사 비서실에 근무하다 도미한 

유태희가 지국을 인수, 프레스빌딩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업성턴 지사’ 란 간판을 달았다. 이어 본국 

지의 광고 면을 현지 광고로 대체한 후 뉴욕 지사에서 인쇄해 매일 버스(Trail Way)로 받아 보급했다. 74년 

4월 1일에는 본국지와는 별도로 ‘미주소식' 판을 매주 토요일 4면씩 발간하며 미국 및 한인사회 소식을 알 

리기 시작했다. 그해 말 미주힌국2 으로 제호를 바꾼 미주판은 77년 9월부터 수, 토요일 주 2회 발간에 8면 

으로증면됐다. 

창간 당시 신문은 한글 金 타자기의 글지를- 70% 축약시켜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75넌 한글용 모 

리사와 사진 식자기가 도입됐으며 87넌 컴퓨터 식자기. 91년에는 맥킨토시 컴퓨터 시스템(CTS)을 도입, 신 

문제작 기술로 진보를 꾀했다. 한국일보는 85년 워싱턴에서는 최초로 자체 인쇄기 (King Press)를 도입, 6월 

부터 미주판을 일간으로 확대시켰다. 워싱턴 진출 15년 만에 미주판도 일간체제로 전환되며 매일 16면을 

발행한 것이다. 87년 2월에는 몇 차례 이전해온 사옥을 D.C. 노스웨스트의 캔사스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 

로옮겼다. 

워싱턴지역 한인사 - 205 



한동안 잠잠하던 워싱턴 한인 방송계는 80년대에 들어 이광재가 WLMD-AM 방송망을 통하여 다시 방송 

시작했고, 김 영호는 WABS-AM 방송망으로 기독교방송을 각각 운영하였다. 한편 1980년 6월 문화방송 

출신의 박용찬이 볼티모어 메릴랜드 한인회의 방송을 맡아 운영하다가 이를 인수, 미주방송으로 이름을 바 

꾸고 1년여를 계속하였다. 그 뒤 1981년 11월 박용찬은 북버지니아 펄스처치 칼린 스프링스 로드의 한인업 

체 집결지 로우빌딩으로 이주, 워싱턴 미주방송을 시작하면서 한인사회의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튜디오를 차려 방송하는 등 한인 방송으로의 기틀을 잡았다. 

그 뒤 1984년 이광재가 LA로 떠나고 그가 하던 방송을 정우순이 인수, 운영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김 

영호도 귀국하자 이 방송은 노원진이 뒤를 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박용찬은 꾸준히 WPKX_AM의 전파를 

통해 일요일에 뉴스 해설, 오락, 가십 등 다양한 프로를 제공, 한인사회의 인기를 끌었고 1984년에는 서울 

KBS의 뉴스를 직접 중계하기 시작하여 한인방송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1985넌 8월 미주방송은 

처음으로 FM-SCA주파수를 이용하여 특수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전파를 바꾸면서 매일 17시간으로 

방송시간을 대폭 확장, 주간편성표에 의한 정규방송의 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주방송은 추덕호가 1986년 11월 북버지니아에서 워싱턴 중앙방송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였댜 중앙방송은 필라델피아의 중앙방송과제휴, 필라, 볼티모어, 뉴욕, 시카고, LA를 연결하는 거 

창한한인방송망을형성했으나 1년 뒤 다른지역의 방송국이 경영난등으로문을닫으면서 미주방송과경쟁 

이 더욱 치 열해졌다. 미주방송이 1990년에 주파수를 67 KHZ에서 92 KHZ로 바꾸면서 중앙방송의 수신기에 

미주방송이 수신되어 미주방송이 미 연방법원에 미 통신업 위반으로 중앙방송을 제소하는 일도 일어났다. 

한편 문무일이 1989년 10월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 동양방송을 개국, 주부 가요열창 대회를 개최하여 

주부가수 78명이 출연하고관객 1천여 명이 몰리는 인기를끌었으나제한된 청취자와광고시장으로운영난 

에 봉착, 1991년 기독교 동양방송으로 제출발했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몇 개의 기독교 방송 

이 설립되다가 1993넌 8월부터 김영호가 WUST-AM을 통하여 방송하는 기독교 복음방속이 계속되었다. 

한편 TV방송은 오학근이 1974년 10월 워싱턴 한인 TV 방송을 차리고 재널 56을 통하여 방송하면서 다른 

지역에 한발 앞서 한인사회에 뉴스 좌담회와 ‘꽃피는 팔도 강산'등 본국 필름을 소개하여 많은 환영을 받았 

다. 그러나 이 방송은 10개월 만에 끝났다. 그 뒤 일반 방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TV방송은 다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다가 1984년 12월 워싱턴지역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던 이창호가 한국 TV방송을 

설립, WNVC-56 TV망을 통해 1주일에 한번씩 KBS 뉴스, 교양, 교포 소식 등을 전하면서 9년 만에 워싱턴 

한인사회에 TV시대가 다시 열렸다. 

이어 미국에 케이블 TV가 접점 기반을 넓혀 가는 데 따라 이완수, 신필영이 1990년 7월 한인 밀집 지역 

인 북버지니아에 워싱턴 한인케이블 TV방송을 개국하였다. 이 방송은 페어팩스 케이블과 제휴하여 페어 

팩스 일원에 위성망을 통해 매일 KBS 뉴스를 전하면서 뉴스 보도에서 본국과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매일 3시간 반씩 본국 TV의 연속극 등 갖가지 프로를 전하게 되었다. 이어 1991년에는 이창호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에 몽고메리 케이블TV를 개국하여 매일 1시간씩 방송하면서 주간 단위의 TV방송은 일 

일 단위로 바뀌게 되었다. 

워싱턴 기독교 복음 방송국은 1994넌 5월 개국(사장 김영호)했다. 이어 2003년 1월에는 SCA 방식에서 

AM으로 전환, 청취권을 넓히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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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한인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신문은 워싱턴 한인신 

문사상 처음으로 사식기를 도입, 사용하였고 한 때 뉴욕에 특파원까지 두는 등 큰 언론매체로 영향력을 구 

사하였다. 한국신문은 1977년 홍성원이 인수, 제호를 한국신보로 바꾸어 계속 발행하였고 같은 해에 민족 

신보(박일호), 민주연합신문(윤창호)도 발행되었다. 

80년대 들어 1981년의 한미 타임즈(손충무) 창간을 필두로 워싱턴신문(신필영), 아시안아메리칸뉴스(남 

상천)， 한인신문(남상천)이 각각 발행되었으나 오래 가지 못하였고 홍성원의 귀국으로 김용석이 인수한 한 

국신보나 정기용의 귀국으로 최청이 인수한 한민신보도 모두 명맥이 끊어졌다. 한편 김태선이 1987년에 미 

주 타임스를 각각 시작하였다 .. 

이어 90년대가 되면서 주간지는 더욱 붐을 이루어 선데이 타임즈(최청)， 워싱턴 교포신문(김진기)， 워싱 

턴 볼티모어신문(주남훈), 미주 타임스가 이름을 바꾼 워싱턴 투데이 등은 정규 신문의 크기로, 주간 워싱 

턴(송현), 우리신문(이유석), 롯데뉴스로 출발했던 코리아 포스트(이승만) 둥은 타블로이드 판으로 각각 발 

행 주간지가더 많아지면서 그모습도달라졌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워싱턴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리면서 발행인이 바뀌거 

나새로운주간지가나타나기도하였다. 현재 발행되는주간지는주간워싱턴(이종성)， 워성턴 미디아(소니 

김)， 유자나무(권영희)， 코리아 모니터(임석구), 연예 스포츠(박경신)， 주간연예(정경택) 등이 수도권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주간지이다. 

한인 언론은 언론계 자체 안에서도 신문제작에 관여하는 당사자들끼리 용공여부나 자질, 도덕성 둥을 문 

제 삼아 지면을 통해 서로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불사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 언론자유가 범람하는 미국사회 

에서 자율규제가 어려운 한인언론의 폐단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 

방송 매체(라디오, T.V.) 

방송도 신문 못지 않게 한인들의 매 력을 끌어 이미 1970넌 5월 이창호가 워싱턴 한국라디오방송을 창설,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간동안 WHFS-FM을 통하여 뉴스, 노래, 인터뷰 둥을 내 보내는 한국어방송을 시 

작하였다. 이 때 한인들은 방송 서두의 애국가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질 수 있었다. 이 방송은 ‘미국의 소 

리 (VOA)’ 의 황재경 이 진행하는 한인 이 민사 씨 리즈가 인기 였다. 한인방송의 첫 마이크를 잡은 아나운서는 

동아방송 VOA출신의 신선자. 다음해 KBS VOA출신의 아나운서 이광재가 이 방송을 인수했고 역시 KBS와 

VOA에서 일해 온 아나운서 김영호가 AM으로 1주일에 1시간씩 방송되는 기독교방송을 시작하면서 워싱턴 

의 한인방송은 출발과 거의 동시에 2개가 되었다. 

모국의 유신선포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1976년에는 이광재가 친정부적 

인 방송만 일삼는다고 반발, 김응태가 희망의 소리 방송을새로 시작하였다. 이 방송은 이광재와같은 FM방 

송망을 이용, 두 방송이 1주일에 1시간씩 주말의 같은 날 앞 뒤 시간에 잇대어 방송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 때문에 상오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 두 방송이 시작과 끝날 때 각기 한 번씩 내 

어보내는 애국가로 한인들은 하루 4번씩 애국가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은 친정부와 반정부로 서 

로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한인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반목을 알게 된 FM 방송측이 모든 방송을 영어 

로 번역해 올 것을 요구해 결국 두 방송이 모두 중단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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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확인한셈이었다. 

당시 위원장으로서 헌신했던 신현웅에 의하면 계획했던 ‘평화대행진’ 이 무산되자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 FBI와 CIA에서 안전요원들을 D.C. 지역에 배치 이후 한인들에 대한 강력범죄행위의 현저한 감소를 가 

져왔다.”고 회고한다. 안대위는 이후 김영일, 공석영 등이 위원장을 맡아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한인들을 대 

상으로하는강력범행의 급격한감소와정비례, 현재는활동이 거의 전무한상태다. 

7.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첫발을 디딘 미주 한인들은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한인들의 얼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경험과 교훈을 전하며 주류사회에 한인들의 발전상 

과 미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기넘행사를 기획하게 되였다. 

2000넌부터 하와이 L.A.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민 100주넌 기넘사업은 점차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해 워 

싱턴에도 2001년 4월부터 일부 인시들」 사이에 기넘사업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만남에서 기넘사 

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추진할 회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다가 박윤수 전 장학재단 

회장이 이를수락함으로써 워싱턴의 기넘사업은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발기준비위는 2001년 10월 19일 버지니아의 한성옥에서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워싱턴' 출 

범총회를 개최하고 범동포적인 후원을 호소했다. 준비위원회는 발족 취지문에서 "과거 100넌 동안에 미국 

땅에 뿌려진 한인들의 피와눈물과땀이 오늘의 미주한인사회를 이룬초석이 되었다면 오늘우리들의 땀과 

노력은 향후 100년 우리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100년 된 미주 한인사회는 70년 

대 정점을 이룬 이민주력이 도착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세대교체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기의 전환 

집에 션 한인사회는 이제 미국 주류사회 참여 확대와 민족문화의 보존 및 계승 그리고 조국의 통일에 기여 

등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였습니다. 이 시대적 명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본 기넘사업회가 주안점을 두고 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워싱턴)는 미국의 수도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인근지역의 미주 한인 

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일과 더불어 한인들의 장래를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와 

2세와 후세대, 측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펼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울러 이러한 기넘사업을 통하 

여 1.5세, 2세는 피와 땀으로 점철된 이민 1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금을 모아 보 

냈던 애국애족의 정신을기릴 것이며 반만년동안면면이 이어온아름다운문화유산과한민족의 얼이 전수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알찬기획을위해 동포 여러분들의 고견과정성을 기대합니다.”라고동포들의 동 

찹을호소했댜 

이어 12월에는 기넘사업회의 10대사업이 선정되고 이를 추진할 담당자가 선임됨으로써 워싱턴 기넘사업 

이 구체화되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워싱턴 100주년 기넘사업은 1세와 2세를 아우르고 문화예술의 장르 

포함하는 광대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10대사업을 중심으로 약 2년간에 펼쳐졌던 기넘사업회 

의 일꾼들의 면면과사업의 내용을간략히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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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넘사업회 임원 명단 

회장 박윤수 

수석부회장 정세권 

부회장 김광자, 마크 김, 김행자, 김휘국, 백순, 손목자, 정갑진, 재영창 

사무총장 김동준 

총무이사 변종서 

재무이사 이영목 

감사 양승길, 진금섭 

100주년 10대 기념사업 

워싱턴은 물론 전 미주의 한인과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등 1,400여 명은 2003년 5월 9일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이민 100주년 전국만찬에서 땀과 눈물, 성공과 시련으로 점철된 한국인의 미주 이민 100년 

사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이민 100년을 준비하는 각오를 되새겼다. 

ABC뉴스의 한국계 앵커 소냐 크로포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국 만찬은 박윤수 이민 100주넌 워싱턴 

기넘사업회장과 김재욱 대회장의 환영사, 앤소니 윌리엄스 워싱턴 D.C. 시장의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 

신애 노동부 여성실장, 한승주 주미한국대사, 조지 앨런 연방 상원의원(공화―버지니아)， 탐 데이비스,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등이 이민 100주년을 축하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윤수 기넘사업회장은 "지난 100년전 미국에 첫발을 내디딘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지금 한인 이 

민자들이 따라가고 있다."며 “다가오는새 이민 100년은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다하며, 한국인 

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앨런 상원의원과 탐 데이비스,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은 "한국인의 미국이민 100년을 경축하고 한 

인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기여를 치하하며 한국과미국의 전통적인우호관계를 더욱증진시키는데 미주한 

인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기조연설에서 신호범 워싱턴주 상 

원의원과 이수동 STG회장, 김태연 라이트 하우스 월드와이드 회장은 자신들이 겪은 이민 역경을 바탕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재매입 추진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은 1888년 1월 9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1월 17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셋집을 얻어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그 이후 단명으로 끝난 대한제국의 대미 외교 현장 

을한번살펴보자. 그는당시 청나라측으로부터 “모든외교 업무를청국공사를통해서 하라.”는압력을받 

았으나 이를 물리치고 자주외교를 위해 노력했다. 

공관에는 임금과 세자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엔 전 직원이 망배(望拜)의 예를 행했다. 

박정양에 이어 이하영 서기관이 서리공사로 재직하면서 1891년 11월 28일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로건 서클’ 

이라는 로터리 15번지의 3층 건물을 2만 5000달러에 구입했다. 워싱턴시 토지문서에는 구입자가 ‘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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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폐하(His Majesty the Present King of Chosun)’ 로 돼 있댜 

그런데 한일합병 2개월 전인 1910년 6월 29일 이 건물은 주미 일본공사 우찌다 야수야에게 5달러에 팔린 

것으로 같은 토지문서에 기록돼 있다. 이 매각문서에 서명한 사람은 ‘전 대한제국 황제폐하(His Majesty Ye 

Hiung, Ex Emperor of Korea)' 로 돼 있으나 옥새나 수결은 없고 궁내부대신 민병석과 궁내부차관(일본인), 

승영부총관 조민회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명이 아니고 글자를 그려 넣은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공사관 건물을 강탈한 일본은 1910년 8월 31일 호레이스 홀튼이라는 사람에게 10달러에 넘긴 것 

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앞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 12월 16일 마지막 주미국 공사서리 김윤정은 

모든 서류와 재산을 일본공사관에 이양하라는 본국의 지시를 받았음을 미 국무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주미 

공사관은 실질적으로 폐쇄됐다. 이런 내력을 가진 공사관 건물이 광복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의 손에 

방치돼 였다. 역사를 존중하는 민족이 문화민족이다. 현재 이 건물의 시 가는 60만~70만달러 라고 하는데 현 

건물주가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해 구입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다. 

변수 묘지 미화작업 

한국인 첫 미국 대학 졸업생인 변수의 묘역이 새단장해 한인 2세들의 신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민 

100주년 워싱턴 기념사업회는 2003년 5월10일 메릴랜드주 벨츠빌 애멘데일 소재 세인트 조셉 가톨릭 묘지 

의 변수묘역에서 새 비석 제막식을가졌다. 

변수는 112년 전인 1891년 현재의 메릴랜드대학 칼리지 파크의 전신인 메릴랜드 농대를 졸업해 지금까 

지 알려진 첫 미국 대학출신 한국인이다. 기넘사업회는 출범 직후부터 변수의 묘역을 살아있는 교육의 장 

(場)으로 만들기 위해 새 비석 건립을 추진, 지난 4월 말 완공한 후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 기넘사업회는 새 

비석 건립 외에도 장학 사업 등 다양한 변 수 기넘사업을 펼치고있다. 

변수는 1883년 조선왕국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후 귀국해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정변 

이 실패한 후 1886년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 1887년 메릴랜드 농대에 입학해 4년 후 1891년 졸업했으나 그해 

10월 칼리지 파크 인근에서 기차 사고로 요절했다. 

변수의 삶은 역사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20여년 전 재미사학자 방선주 박사가 세인트 조솁 카톨릭 묘 

지의 변수 묘역을 찾아 역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존 비석 맞은 편에 위치한 새 비석은 메릴랜드대학의 

상징이자 한국인에게는 영물(靈物)로 받들어지는 거북이 받침대에 세워졌으며 앞면에는 변수의 사진과 영 

문 비문, 뒷면에는 한글과 한자로 된 비문이 각각 새겨졌다. 

워싱턴 지역 한인이민 역사유적 발굴 추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항일운동을 펴왔던 구미위원부 사무실은 워싱턴 D.C. 

470016th St. N.W. 에 위치한 1927년에 지어진 단독건물로서 대지는 0.26에이커(약 320평)， 건평은 지하실 

포함해 7,824 스퀘어피트(약 217.3평). 현재 건물 소유주는 미국 안식교회인데 이 건물을 재구입한다는 것 

은불가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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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보빙사절단 워싱턴 방문 120주년 기념사업 

기넘사업회는 대한제국 보빙사절단(단장 민영익)이 워싱턴에 첫발을 디딘 9월 15일을 워싱턴 한인사회의 

생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넘하기로 했다. 2003년 9월 15일 한미과학 협력센터에서 첫 생일 잔치로 강웅조 박 

사,한병길 총영시를 강사로 보빙사절단의 여행길과 그 의의를 밝히는 강연회를 열었다. 

기넘사업회는 이날 동포들을 초대하는 광고에서 "9월 15일은 조선왕국의 외교사절인 보빙사절단이 워싱 

턴에 도착(1883넌 9월 15일)한 지 꼭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와이에 조선의 노동자들이 도착한 시기보 

다 20년이 앞섭니다. 이처럼 워싱턴은 미국에서 한국인의 발걸음이 제일 처음으로 미친 도시입니다. 따라 

서 이 유서깊은 날은 15만 워싱턴 한인사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올 

해부터라도 이날을 기리며 미주 최초의 한인들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알릴 수 였는 행사로 이어가려고 합 

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고 알렸다. 

워싱턴 지역 한인사 발간 

워성턴 한인사(1883~1993)가 발간된 후 10년이 지나자 다시 한인사를 발간해 보자는 여론이 나왔다. 이 

번에는 책 이름을 워싱턴 지역 한인사(1883~2005)로 바꾸고 지역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외에, 볼티모어, 

웨스트 버지니아, 페닌술라, 타이드워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음에는 기넘사업회에서 발간키로 했으나 2004넌 1월 워싱턴 한인회에서 10년 전에 발행기관이였던 연 

내세워 공동편찬을 제의했다. 약 3개월간 이를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기넘사업회의 후신인 미주 한인 

재단―워싱턴과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공동발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각 분야 한인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 130여 명이 찹가하는 대규 

모 종합 학술대회가 워싱턴에서 2002넌 8월에 열렸다.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의 첫 전국행사로 치러지는 이 학술대회는 한국계 미국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 를 주제로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종교학 등의 학자와 연방정부 한인 고위 관리 , 한 

인사회 지도자 등이 대거 참석해 미주 동포 사희의 현안과 미래를 진단한다.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이민 100주년 워싱턴기넘사업회(회장 박윤수), 국제한국학회(이사장 김웅수, 

회장 이항렬), 북미주기독학자회(회장 노영찬),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오영)는 총 14개의 패널 토의와 

5개의 포럽에 13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며 60여 편의 새 논문들이 발표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학술대회를 준비한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 백순 부회장은 "이민 100주년을 맞아 

전 미주와한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각분야의 학자와전문가들이 자리를함께해 미주동포사회의 현안과 

미래를 진단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전공별로 이뤄졌던 학문적 성과를 집약해 컨센서스 

도출하고 학문과 이론이 현실 생활에 적용되는 바람직한 한인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이민문집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전국 회장 김창원)와 워싱턴 기넘사업회가 후원한 ‘사진신부’ 에는 이민 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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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겨운 애환과 꿈이 담긴 미주한인 작가 57명의 작품이 수록돼 였다. 특히 미국 내 한국문학의 효시인 강 

용홀의 자전 장편소설 ‘초당’을 비롯해 최근 미 문단에서 주목받는 이창래의 ‘제스쳐 라이프' 등이 실려있어 

관심을 끌고 였다. 또 1903년 하와이로 한국 이민자들을 싣고 온 상선 겔릭호, 초기 사진 신부의 모습 등 초 

기 이민사를보여주는귀중한사진과자료들이 덧붙여져 사료적 의미를 더한다. 이날출판기넘회에서 박윤 

수 워싱턴 기넘사업회장은 "한인들의 문화적 창작물들을 정리,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민생활의 

좌절, 설음, 고달픔, 희망을 대대로 후세들에 전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윤학재 

워신턴문인회장, 오수동 주미대사관 공보공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책의 편집을 맡았던 김행자 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책이 발간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기도. 

이민 100주년 기념 축제 

‘미 사회와함께하는축제로’라는 케치 프레이즈로 시작된 기넘사업은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행사와축 

제가 이어졌다.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연혁 

2001. 10. 19.: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 - 워싱턴 출범 총회 개최 

2001. 11. 27.: 기넘사업회 전국회의 결성 — 회장 김창원, 공동회장 박윤수 선임 
2001. 12. 10.: 워싱턴사업회 10대 사업 선정 

2002. 3. 31. : 워싱턴무용단 공연 후원 

2002. 4. 20.: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 주관조찬기도회 개최 

2002. 6. 11. : "Sound of Korea"공연 후원 

2002. 6. 27.: 미 연방상원, 이민 100주년 결의문 통과 

2002. 7. 15. : 변수 장학금 수여 

2002. 8. 10. : 서울발레단 공연 후원 

2002. 8. 16. : 이 민 100주년 기 넘 종합학술대 회 16~18 일 

2002. 8. 16.: 전국회의 개최. 미주동포선언문 재택. 

2002. 8. 18.: 워싱턴기넘사업회 모금만찬 

2002. 9. 25. : 미 연방하원, 이 민 100주년 기 넘 일 통과 

2002. 12. 23.: 공관재매입 기금모금 $10 캠페인 개최 

2003. 1. 13.: 이민 100주넌 기넘행사 개최 - 하와이 

2003. 1. 13.: 버지니아주지사, 이민 100주년 기넘일 선포 

2003. 1. 17.: 이민 100주넌 기넘 시 낭송회 개최 

2003. 3. 2. : 조영남 컨서트 개최 

2003. 5. 9.: 이민 100주년기넘 전국 만찬 개최 

2003. 5. 10. : 변수 묘비 제막식 개최 

2003. 5. 19.: 워싱턴 기넘사업회 제20차 상임이사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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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5.: 이민 100주년기넘 도자기 전시회 후원 

2003. 6. 6. : 페어팩스 카운티축제 참가 

2003. 7. 19,: 이민 100주년 기넘문집 "사진신부" 발간 기넘식 개최 

2003. 9. 15.: 조선왕국 보빙사절단 워싱턴방문 120주년 기넘식 개최 

2003. 10. 6.: 워싱턴기넘사업회 제2차 정기총회개최 미주한인재단으로 개칭 의결 

2003. 10. 30.: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 폐막식 개최 

2003. 10. 31. : 전국회의개최 . 미주한인재단(Korean American Foundation) 전국회의 발족 

2003. 10. 31.: 전국회의, 한인의 날 (1월 13일) 선포 

2003. 11. 3.: 워싱턴지역 한인사 편찬 보고의 밤 개최 

2003. 12. 11.: 워싱턴 기넘사업회, 종료만찬 개최 

□ I주한인재단_워싱턴 

미주한인재단설립 

100주넌 기념사업회는 기넘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는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 

을 할 재단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코리아 헤리티지(Korea Heritage)재단 설립을 추진하려 했는데 자원과 준 

비 등 실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 후에 미주한인재단으로 개칭 출범하였다. · 

미주한인재단-워싱턴 

2003년 이민 100주년의 해가 지남에 따라 사업회의 존속여부를 놓고 찬반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 

업이 계속되는 것도 있고마무리를 짓지 못한사업도 있어 논의 끝에 기넘사업회의 정신과잔여 및 지속사 

업을 승계하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한인사회의 초석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 아래 미주한인재 

단―워싱턴(Korean American Foundation-GW)을 2004넌 1월 30일 창립하게 되었댜 

미주 한인재단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재조직되었으나 사업이나 예산은 각 지역의 책임 하 

에 진행토록했다. 

재단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박윤수 

회장 정세권 

부회장 강웅조, 김광자, 손목자, 정갑진, 재영창 

사무총장 김동준 

사무차장 배영대 

서기 유혜경 

재무0]사 조경진 

감사 오창환, 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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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어 팩스군(Fairfax County) 내에 한인 상징물 건립 

기념사업회는 11차 임원이사회에서 한인상징 조형물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조 

형물 건립을 제안한 정세권 수석부회장과 재영창 부회장은 "하와이, 로스엔젤레스, 아리조나, 뉴욕 등에 한 

인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건축물이 이미 들어섰거나 건립될 예정인 만큼 미국의 수도이며 미국 내 대도시 

종 세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워싱턴에도 이민 100주년을 맞아 한인 상징 조형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이들은 "이미 중국계의 경우 워싱턴 D.C. 차이나 타운에 대형 상징물을 오래 전에 건립했고, 한인 

보다 이민 역사가 짧은 베트남계도 폴스처치의 에덴 쇼핑센터에 조형물을 세웠다.”며 한인 상징물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징물 건립은 한국상징조형물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화)를 구성 장소 선정, 상 

징물의 내용, 소요비용 충당, 건립 시한, 한인사회 여론수렴, 유관 당국인 페어팩스군의 유관 인사들 접촉 

등 추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주동포선언문채택 

한국인의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재미동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집약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주동포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민 100주년 전국기넘사업회는 2002년 8월 16일 총회를 열어 워싱턴 기넘사 

업회가 제안한 ‘미주동포선언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주동포선언문은목적, 전문, 본문, 해설로구성돼 있으며, 주류사회 참여확대, 민족문화의 보존과계승, 

모국통일 지원을 21세기 한인사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미주동포선언문 전문을 부록에 게재, 편집자) 

미주한인 인물선정 파동 

이주 한인이민 100주년 뉴욕사업회(회장 조병태)가 추진 중인 ‘인물로 본 미주한인 100년사(가칭)’ 에 수 

록될 101명 중 워싱턴지역 인사로 10명이 선정됐다. 뉴욕기넘사업회는 지난 한 세기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인시들· 중 서재필, 전 국무부 차관보 고흥주, 아티스트 백남준 등 102명을 발표했 

다. 이종 워싱턴 출신은 이승만, 최제창, 김웅수, 박윤수, 이원상, 이준구와 고인이 된 김용중, 변수, 황재 

경의 이름이 올랐다. 

그 밖에 백악관 직속 장애인위원회 위원 강영우, 전 연방 하원의원 김창준, 워싱턴 타임즈 사주 문선명, 

연방 노동부 여성국장 전신애도 포함됐다. 그러나 명단이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항의가 일어나자 뉴욕사업 

회는 생존자는 제외하고 사망자 50명에 한해서 전기를 작성 ‘인물로 본 한인 이민사’라는 표제로 출간키로 

했다. 

8. 워싱턴 한인 유적지 

한인들의 첫 발걸음이 닿은 지 120년이 지나고 한인 15만 명~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에 한인들 

의 유적지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유적지는 한인들의 삶의 흔적이다. 특히 워싱턴은 정치도시로서 한국 

과는특별한관계를맺어 왔기에 더욱그러하다. 여기서는많은유적지 가운데 주요한것만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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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 건물(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넘사업에서 기술됨) 

구미 위원회 건물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넘사업에서 기술됨) 

변수 묘지 (미주 한인이민 100주넌 기넘사업에서 기술됨) 

아메리칸 대학 벚꽃 

한미간의 긴밀한 우정과 한국독립을 소망하여 아메리칸 대학에 심은 힌국신」 벚나무 식목 57주년을 기리 

는 기넘식이 2000년 4월 7일 오전 11시 본 대학 내 ‘코리안 가든’에서 열렸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조국이 

신음하던 1943넌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이승만이 당시 가까이 지내던 폴 더글라스 아메리칸 대학 총장과 

4월 8일 한국의 해방과 민주주의 실현을 기원하며 한국산 벚꽃나무 4그루를 함께 심었고 이 나무들은 한미 

관계의 산 증인으로 올해도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아메 리 칸 대학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건물 주변 정 원에 서 있는 네 그루의 벚꽃나무는 수령 이 

60~70년으로 한국의 재래종 앵두나무와 흡사한 모양이다. 아메리칸 대학은 한국 벚꽃나무 네 그루를 코리 

안 체리트리’로 명명하고 ‘한국 벚꽃나무 명명'초석도 세웠으며 주변은 코리안 가든으로 조성하기로 했으 

나 97넌 말부터 닥친 한국의 IMF위기 때문에 이 조성 사업이 3년째 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 

다. 당시 소요 경비는 120만 달러 정도로 추진됐었다. 또 이 가운데 한 그루는 고사 직전에 였어 대학 당국 

은 ‘죽은 나무 살리기, 고목에 꽃피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홍구 대사는 이날 이 운동의 첫 행사로 가지 

치기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전 참전비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전비문에서) 

(Freedom is not free.) 

워성턴 몰의 링컨 기넘관 앞 우측 편에 전투복 차림의 미군 조각이 군데군데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뒤쪽 

으로는 수줍은 듯 무궁화 몇 그루가 숨어 있다. 이곳이 지난 1995년 7월 27일 준공된 한국전 참전비다. 

1950년 7월 4일 미 스미스 부대가 한국전에 참전하면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연인원 175만 명의 미군이 침전하여 모두 13만 7250명의 희생(사망 3만 6940명)을 치렀다. 따라서 한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의 모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를 위해 희생 

을 치른 미국인들을 기넘하는 공원이다. 한인들의 유적지라 할 만하다. 

9. 한인사회의 팽창 

워싱턴 한인사회는 1950넌대 초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과 유학생들 종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 

래 현재까지 계속 늘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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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발행해 온 각종 주소록, 업소록 등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한인사회 자 

료는 센서스 등 각종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조사보고에 비해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으 

나 한인사회의 팽창 속도나 경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나 통계는 한인 

사회 전체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의 경우, 한인들의 최고 선호업종이고 단 

일 업종으론 재일 많이 종사한다고 볼 수 였으나 업소록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한인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초의 업소록 이름이 ‘한인 업소 전화부'였던 이유도 이를 반영한다 하겠다. 

주소록 

한인사 편찬위원회가 입수한 제일 오래된 한인주소록은 1958년 워싱턴 한국 학생회가 타자기로 처서 만든 

유학생들의 명단과 주소록이였다. 여기에는 모두 135명이 대학별로 기재돼 였다. 이어 59년에도 다시 발행 

되었는데 174명이였고 1972년도 판에는 857명, 1976넌도 판에는 1,743명의 한인명단이 실려 였다. 1972년도 

부터는 주소록 말미에 한인업소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보험, 부동산, 식품점, 언론사 등이 보였다. 

1980년대 들어 발행된 1982년도 학생회 주소록에는 4,816명의 이름이 올랐으며 1988년도 워싱턴 한인회 

에서 만든 주소록에는 6,200명이 기재됐다. 1993년도의 자이안트 인쇄소에서 발행한 주소록에는 9,763명 

(워싱턴 메트로), 2004년도에는 14,591명이 기재됐다. 물론 이 명단도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상당수 

누락된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자료도 이 같은 주소록 외에는 찾을 수 없다. 

통계상으로는 워싱턴 한인인구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으나 동포사회 원로나 언론기관의 추산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1958년 200명 

1960년 200~300명 

1965년 800명 

1970넌 3,000명 

1975년 20,000명 

1980년 50,000명 

1985년 60,000명 

1990년 80,000명 

1995년 100,000명 

2003년 150,000명 

2005넌 180, 000~200, 000명 

한인 업소록 

한인 업소록이 내용적으로 처음으로 한인사회에 선을 보인 것은 1982년에 한국학생회에서 나온 한인주 

소록이 될 것 같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및 한인단체가 120개, 한인업소는 38업종, 181개가 나열돼 있다. 이 

어 1985년 본격적인 한인업소록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한국일보 워싱턴지사 발행 ‘한인업소 전화부’ 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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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및 단체가 172, 한인업소(58업종)는 569개로 늘었다. 10년 뒤인 1994년도 업소록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가 484, 한인업소(85업종)는 2,023개로 늘어나 한인사회의 팽창속도를 실감하게 된다. 다시 10년이 지 

냔 2004년도 업소록에 나타난 한인사회는 역시 팽창속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단체는 624개로 한인업소(144 업종)는 3,940개로 집계됐다. 20여 넌 사이에 한인사회의 인구는 3배로, 단 

체는 5배, 한인업소는 무려 20배나 늘어났다.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 한인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 

을보여준다. 

한인 업소록을장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건축, 미용실, 꽃집, 변호사, 의료업, 보험, 부동산, 융자, 

자동차 정비, 학원, 회계업 등이고 한인교회도 300개를 넘나든다. 

참고로 지난 20년 사이 한인사회의 팽창규모나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업종별 총계를 비교해 보았다.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 포함) 

1994 1985 

4 4 

4 

11 6 

4 12 

2004 

공공기관 9 

한인회 6 

봉사7]관 32 

교육단체 14 

동창회 41 

문화, 예술단체 23 

실업단체 23 

의료단체 6 

일반단체 34 

체육단체 28 

힝군단처] 12 

향우회 12 

종교단체 23 

교회 332 

기도원 10 

천주교 5 

성공회 2 

불교 9 

기타종교 3 

가구제작, 판매수리 36 

간판 22 

건강보조기구 22 

건강제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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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94 1985 
건축회사 85 84 20 

건축루핑 19 

건축마루 18 

건축목수 33 

건축사이딩 13 3 

건축상담 1 

건축설계 14 

결혼서비스, 폐백 18 5 

고물상 2 

골동품 2 

골프레슨 12 

골프연습장 4 

골프용품 16 

공기정화기 1 

광고대행 디자인 28 8 

꽃집 46 26 4 

구두수선 1 

나이트클럽 19 14 

낚시 1 

냉동히딩 53 29 16 

노래방 13 7 

탁구,기원 13 9 

떠키치 티 4 

도난방지 13 

도매수입 잡화 43 

도매식품 65 

렌터카 3 

만화방 5 

물판매 3 

미용실 82 63 9 

방범 4 

미용실 피부관리 17 

口]용재료 11 

미용센터/동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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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94 1985 

번역통역 19 7 

변호사: 56 VA, 39 MD 95 74 8 

보석 35 28 11 

보청기 2 2 

보트 1 

보험 159 83 12 

봉제 8 8 6 

부동산 447 227 42 

부동산감정 11 

부동산타이틀회사 8 

비디오대여 38 13 

보수공A十 1 

사무7] 11 9 

사진관현상 3 21 7 

AOH D가 4 

서점 14 8 2 

선물센터 28 9 4 

소독 3 4 5 

소방장비 2 

송금 3 

기A一조―T 과 L- 1 5 

스파,지압 16 6 

스포츠 8 

식당,한식 81 

식당, 일식 55 30 

식당,종식 20 

식당기타 25 

식품접 42 59 

심부름센터 1 1 

악7] 19 8 

안경 9 3 2 

약국 10 12 8 

양로원 5 

시L-TD 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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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94 1985 
닌01-소 0 12 8 

위성방송 5 

업소설비 1 17 

업소장비 4 

세탁장l:l] 7 

식당장비 9 

여행사 32 29 16 

관광버스대여 1 

연회장 4 

열쇠 1 

열쇠도매업 1 

온돌방 2 

운명철학, 신점 3 2 

T0며0 15 6 4 

유리 2 1 

lT0굵디l- 10 

융자 97 95 3 

은행/금융기관 9 31 

의료 17 137 

의료내과 38 

마취과 1 

물리치료재활 18 

발전문 3 

방사선 1 

비뇨기과 3 

산부인과 14 

성형외과 9 

소아과 13 

수의과 13 

신경외과 2 

안과 4 

검안과 6 

외과 4 

치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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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94 1985 
치과기공 5 

한의원 74 38 12 

모발의식 1 

동물병원 1 3 

의류양복 32 

의류양장 23 42 

의류웨딩 15 

의류유니폼 6 

의류한복 15 4 

의류도매 18 9 3 

이민 16 8 

인쇄소 25 24 10 

자동차매매 97 25 4 

자동차부품 6 1 

자동차유리 6 

자동차정비 205 145 47 

자동차세차 3 

잔디기계 2 

장의사 15 

전기공사 37 20 4 

전당포 3 

전자제품 27 22 13 

전화서비스 39 20 

정수기 2 2 

정원,조명 14 10 

제과 20 9 11 

증권,투자 25 

직업소개소 1 13 

철공소 16 3 

처己멸口처口 3 9 2 

청소, 쓰레기 수거 6 1 

카서비스 12 

카페 20 

카펫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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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94 1985 
카펫클리닝 6 

커튼 인데리어 24 15 2 

컴퓨터 32 19 4 

탐정 4 

태권도 81 37 14 

택시 18 

트로피 6 4 

페인트 42 22 

플러밍 16 13 2 

피씨방 8 

피아노조율 8 

학교불교 3 

학교신학 15 9 4 

학교한글 72 42 

학교운전 8 8 5 

학원꽃꽂이 3 

학원영어 9 

학원예능 27 

학원유치원 2 

학원종합 53 29 

학원기술 10 

학원컴퓨터 12 

학습지/가정 6 

항공A} 2 6 

호텔 6 8 

화랑액자 19 16 

화강l-품 28 3 

회계: 29 VA, 55 MD 84 

회계사무소 14 71 23 

TOTAL 공공기관단체 624 공공기관단체 484 공공기관단체 172 

4,564업체 114업종 3,940업체 85업종 2,507업체 58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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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워싱턴지역 한인단체 

워싱턴의 한인단체 

한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한인회 간판이 걸린다. 그리고 한인사회에는 이해관계와 친목을 위해 또 

모국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한인단체가 명멸한다. 

여기서는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라 할 한인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술하되 기타 단체는 성격별로 분류하 

여 그 대강을 설명하고 단체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현존하는 단체를 위주로 하되 과거에 활동이 두드러졌었던 단체들도 일부 지명했다. 

1. 워싱톤 한인회(현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1970년대 이전까지의 한인사회의 주도 세력을 유학생회와 한미부인회로 본다면 70년대 이후는 워싱턴 

지구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접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였겠다. 

유학생시대에서 이민사회로 

워싱턴지역에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한인회는 60년대까지는 유학생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유지되어 왔 

다. 그러나 70넌대에 들어 새로 밀려들기 시작한 한국 이민의 대열은 우선 그 수에 있어서 당시까지의 한인 

희와한인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바꾸어 놓기에 총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3넌 10월에 있었던 

제16대 한인회장 선거 때부터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발상으로 성공한 자영업자였던 이도영의 당선은 당시까지 유학생 중심의 한인회의 성격 자체를 바꾸 

어 놓는 것이었다. 

이도영은 1976넌 또 다시 제18대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 1978년 8월 워싱턴 D.C. 내 코넥티컷 애비뉴에 

처음으로 한인회관을 마련하였다. 이도영은 그 뒤 10여 년이나 더 지난 1990년에 도다시 제25대 한인회장 

이 되어 70년대 이후 3대의 한인회장을 역임한 기록을 남겼다. 

제19대 한인회장선거전은워싱턴 한인사회에 하나의 획을긋게 되는선거전이었다. 이 선거전은한인회 

관이 구입된지 두 달 만인 1978넌 10월에 실시되었는데 유학생들을 종심으로 워싱턴 지역에 오래 살아 온 

‘올드 타이머'들과 새로 미국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한 이른바 ‘이민파'들 간의 노골적인 표 대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의 변화하는 물결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때의 입후보는 최제창과 조한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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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훈과 염인택 정·부회장 후보였다. 최재창 진영의 선거본부장이 후배 의사인 오수영이었던 것이 이 팀이 

워싱턴 한인사회의 기성 체제를 대표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유학생 출신인 박은 이민 온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아파트를 찾아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해 이를 득표로 

연결하는데 성공, 박규훈팀이 이겼다. 많은 한인들이 이들을 지지하게 된 데에는 모국의 군사정권이나 대 

사관에 대한 한인들의 반발심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이 선거로 이민파들이 힘을 과시하게 되자 패배한 

진영에서는 "이제 한인사회가 10년은 후퇴할 것” 이라는 자조적인 예언까지 나왔다. 실제로 이때부터 10년 

훨씬 더 넘겨서까지 올드 타이머들은 한인 후세들을 위한 장학사업 쪽으로 힘을 모아 워싱톤한인회와 

는 소원한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이때부터 이민파들이 주도하는 한인회는 명실공히 한인사회 

의 실세로등장하였다. 

모국 정치와 워싱톤한인회 

1981년도에 한인회장이 된 강철은은학생회장출신이 한인회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학파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격이었다. 그는 본인 자신이 모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한인들의 광주사태와 5공화국의 출범을 

보고 모국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민주화 세력의 지원으로 회장에 당선, 광주사태 항의데모에 앞 

장서는 등 한인회장으로서 모국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한국인 사회에서 30대 회장이 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워싱턴 방문 때 

비롯하여 나이 든 주변의 한인들의 압력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였다. 그 뒤 21대 한인회장으로 등장한 

조한용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 출신으로 대사관 무관부 근무로 워싱턴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제대 후 이 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시작하여 기반을 닦았다. 이어 친척들이 이민오자 이들을 지원, 조현상, 

이영길, 김기옥 등도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이 한 번에 수백 명의 한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할 정도 

로기세를떨쳤다. 

이때까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35년생 돼지띠 동갑내기를 중심으로 10여 명이 모인 “사랑방 클럽'’이 

1975년에 발족, 이들이 한인사회의 단체장 선거 등 갖가지 일에 관여해 왔으나 각자가 개별적으로 움직여 

인맥이나 파벌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또 1983년 9월 1일 KAL 007기가 구소련의 전투기에 격추되어 269명 

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인회는 사건 후 사흘 만인 4일 재빨리 구소련대사관 앞과 백악관 앞에서 

항의 데모를 주도, 3천여 명의 격분한 한인들이 소련기와 안드로포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초상회를\걀 

태우는가 하면 구소련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온 세계의 분노를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 그 뒤 미 

주한인총연합회와도 협력, 미 전국에서 모인 한인대표들까지 가세한 대규모시위를 이끌어 미주한인사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데 있어서 워싱톤한인회의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조한용의 임기가 시작된 1983넌에 김대중이 워싱턴에서 거의 동시에 망명생활을 시작, 한인회가 모국정 

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뒤 자신도 워싱턴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 

국정치에 찹여키 위해 귀국하였다. 

84년 11월 계은순이 22대 한인회장이 되었어도 워싱튼한인회는 계속 거센 모국 정치 바람에 휩싸였다. 김 

대중이 귀국한 뒤 석 달 남짓 만인 1985년 5월 전두환 대통령이 두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자 워싱톤 

한인회는 또다시 크게 술렁댔다. 한인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한인회의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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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 "환영희를 열어야 되는가?"아니면 "규탄대회를 열어야 하는가?"하는 두 가지 정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결하였다. 이들은 밤을 새우며 토론을 계속했어도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재 

대통령 방미관계 행사는 아예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 환영대회건 규탄대회건 한인회 차원의 

행사는 일절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까지 워싱턴 한인사회의 실태를 알리는 한인주소록은 학생회가 계속 발행해 왔는데 한인사회의 양 

적 증가에 따라 이것이 제21대 워싱톤한인회로 넘겨지고 제22대 한인회가 처음으로 주소록을 발간하였다. 

한인회장 계은순은 임기 말에 병을 얻어 일을 하기 힘들어져 부회장 김선학이 남은 임기 몇 달 동안 회장 

일을대행하였다. 

선거 때 3만 달러를 희사하며 한인회관 마련을 공약했던 신필영은 1988년 8월 13일 제43회 광복절 기넘식 

을 새로 마련한 한인회관에서 거행하며 한인회관 개관식도 아울러 가져 주미대사 박동진, 전 한인회장들과 

함께 개관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한인사회의 숙원이던 한인회관을 마련하였다. 전임 한인회장 이도영이 워 

싱턴 D.C에 처음으로 한인회관을 구입했던 때로부터 꼭 10년 만에 두 번째로 마련된 이 한인회관은 워싱 

턴 D.C.교외 북버지니아 애난데일의 리틀 리버 턴파이크 7004-L에 자리 잡았다. 

한인회관이 이곳에 들어서게 된 것은 그동안 워싱턴지역의 한인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몰려 살 

게 되였기 때문이였다. 취임하자마자 전임회장 때 분열된 한인회의 통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역대 워싱튼한인회장들의 회합을 마련, 50년대 말부터 한인회장 4대를 역임한 한인사회의 원로 최재창에 

게 통합 추진을 위임하였다. 이들은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침내 1989년 4월 14일 통합합의서에 서명하 

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그 뒤에 도다시 이견이 제기되어 한인사회의 화합노력은 타협이 성사되기 직전에 물 

거품이 되고 말았다. 오석봉이 한인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대통령 노태우 등 한국 정치인들의 워싱턴 방문 

이유독잦았다. 

1989넌 6월 20일 한인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국회 외무통일분과위의 공식 안건인 ‘해외교포 실태파악 공 

청회’를우래옥에서 개최, 한인사회를 대표해 류재풍, 옥일성, 정갑진이 모국과한인사회간의 유대 및 협조, 

본국 정부 내의 교민청 신설문제, 재외 국민교육등한인정책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주제 발표를했고 이어 

서로 의견도 교환하였다. 또 이해 9월에는 워싱턴 D.C. 에 건립되는 한국전쟁 찹전기념비 제작을 위해 한인 

사회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완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모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1년 

뒤 그동안에 모금한 19,179.82달러를 기넘비건립 후원회장인 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에 전달하였다. 

한인회장을두 번 지낸 이도영이 3선을노려 출마했고한인회에서 오랫동안사무총장과부회장을 역임해 

온 정세권이 대결하여 색다른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개표결과 근소한 49표의 차이로 이도영이 제25대 한인 

회장으로당선되었다. 모국대통령 노태우가 1991년 7월 워싱턴을방문하기에 앞서 대사관은위성튼한인회 

장이 대통령 환영위원장을맡아오던관례를깨고이를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최광수가맡도록추진, 워 

성튼한인회와 대사관의 불화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것은 이도영이 70년대에 워싱턴 한인회장을 역 

임했던 때와는 달리 한인사회에 대한 대사관 쪽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 제26대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정세권 진영이 당선되었는데 한인회 업무의 인수 인계문제로 

다시 한 번 전임 회장과 분규가 계속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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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급증 — 한인희생자 늘어 
정세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사건이자 한국인 이민사에도 최악의 피해였던 로스엔젤레스시 폭동이 

있은 지 반년이 지난 1992년 11월에 취임, 한 달 남짓 만에 상공회의소, 식품협회, 주류협회, 세탁협회 등 한 

인 비지니스업계의 대표들과 회동, 비상 방범대책회의를 열어 한인업소의 안전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조심스럽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는데도 1993년 들어 워싱턴 인근지역의 한인들이 가 

게에서 강도에게 피습당해 목숨을 잃는 등 한인업소의 인명피해는 8명에 이르고 1명이 신체 장애자가 되는 

최악의 해를 기록하였다. 한국인들이 워싱턴 DC, 볼티모어, 리치몬드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갖가지 비지니 

스를 시작한 지난 1974년부터 이해까지 20년 동안 한인들이 강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모두 36명이던 것이 

한 해 동안 8명이나 더 늘어 44명이 되자 한인회는 서둘러 앞서 개최했던 비상 방범대책회의를 모체로 한 

인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3년 8월 16일 4개 직능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현웅 한인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발족한 이 

위원회는 한인회장과 함께 워싱턴 D.C. 시장, 경찰국장,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세 

우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와 접촉하였다. 또 한인사회 자체 안에서도 여러 교회 지도 

자들이 이에 자진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등 한인사회의 전례 없이 많은 희생과 그에 따른 대응책도 전례 없 

이 활발하였다. 이 위원회는 워싱턴 D.C. 에서 항의를 겸한 평화대행진까지 벌일 것도 계획하였는데 이 모 

임의 독립여부와 대행진에 대한 찬반의견 등으로 내분이 일어났고 한인업소의 피해가 일단 고개를 숙이자 

그만흐지부지되고말았다. 

워싱톤 한인사 편찬 착수 

역대 한인회장이 갈망해 오던 ‘워싱톤한인사’ 만들기에 나서 박원규, 최재창, 장대욱등워싱턴 한인사회 

의 원로들을 편찬 고문으로 하고 재영창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인사 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켜 미국 이민사상 

최초의 지역한인사 편찬에 착수하였다. 

제 26대 정세권 회장은 1883년 9월 15일 조선의 보빙사절단 일행이 워싱턴에 첫발을 디딘 이후부터 1993년 

까지 110년의 업성튼 한인사’를 발간키로 하고 워싱턴한인사 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고문, 자 

문, 편집위원, 자료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371 페이지에 달하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초의 지역한 

인사인 업성튼 한인사’가 1994년 출판됐다. 워싱턴 한인사회의 산 증인의 한 사람인 윤학재는 업성튼 한인 

사' 출간을 놓고 "미국의 LA, 뉴욕, 시카고 등 큰 도시에서도 아직 출판하지 못한 한인사를 미국의 수도이며 

정치도시인 워싱턴 한인들의 손으로 출판했다는 자부심은 큰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총 5,000부를 

발행하여 미국, 한국, 전세계의 한인회와도서관에 배부했다. 이어서 영문판도 4,500권을발행하여 한국국 

회의원 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가졌으며 미국, 한국의 각도서관에 배부했다. 

그 후 2004년 다시 1883년부터 2005년까지의 새로운 워싱턴 한인 역사를 발행하게 되었다.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회장 김영근)와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정세권)은 새 한인사 발행에 주관을 놓고 밀고 당기 

고 하다가드디어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결정을 보게 되였다. 그동안 새로운 워싱턴지역 한인사 편찬위원장 

으로현신적으로수고하던 재영창의 급서 (2004년 9월)로 인해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의 올드타이머의 한사 

람인 역사학 교수 강웅조가 편찬위원장으로 선임되 었다(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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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탄생 

1994년 5월에는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한인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한 

인회장 입후보자는북버지니아와수도권 메릴랜드지역을관장하는 2명의 지역회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도록 

한인회 회칙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1986년 22대 회장선거 때 3개로 갈라진 한인회가 27대부터는 하나로 묶 

여져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가 되였다. 한인회의 회칙 개정을 통해 워싱턴 한인사회의 숙제였던 한인회 통 

합의 기틀을 구축하고 업성톤 한인사’를 발간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제 26대 워싱튼한인회 회장 정세권은 미주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미국 진출 110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업성 

톤 한인사’를 발간함으로서 워싱턴 동포사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국영문판 각각 5,000부, 4,500부를 발 

행하여 미주, 한국 등지의 동포사회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다. 한인회는 운영자금 사업으로 AT&T와 계약 

하에 장거 리전화 리베이트를 받아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도 했다. 

1992넌 LA에서 일어난 4·29 폭동의 여파가 워싱턴 지역에도 파급되어 1992~1994년 사이에 워싱턴 D.C. 

지역 한인운영사업체에 흑인강도들에 의한 피해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안전대책위 

원회(위원장 신현웅, 후에 김영일)를 조직하여 동포사회 안전에 기여하였다. 도한 미 주류사회에 함께 참여 

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했으며, 특히 한혹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했다. 한인회의 분산으 

로 동포사회에서 한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어려운 현실에서 한인회를 하나로 묶는 한인연합체를 위한 

회칙 개정을 해서 제27대부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로 한인회 통합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정세권 

은 2004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개정된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회칙에 따라 제27대 한인회장으로 최병근이 무투표 당선됐다. 최병근은 러 

닝메이트로 김철회(북버지니아 한인회장), 이한봉(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을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게 되 

었는데, 개정된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회칙과북버지니아와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의 회칙이 서로상충되 

고 현실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합회 회장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1995년 설날 대잔치에는 현대 자동차 2대, 한국왕복 비행기표 4매가 나오는 등 큰 상품이 나왔으며 D.C. 

아모리의 체육관에 4,5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이는 대잔치가 있었다. 1996년도 한인주소록은 워싱톤지구 

한인연합회와 자이안트 인쇄소가 공동 발행했는데 총 2만 5천 발행 620페이지에 1만 5천 세대와 

2,200개의 한인업소가 수록됐다. 한인연합회는 이민 2세 단체인 KAA(Korean—American Alliance)와 연합 

하여 영주권자 차별대우 반대 운동, 한인권익 보호와 로비 활동도 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한 일 

본을 규탄하는 규탄대희가 1996년 3월 1일 (3-1절 77주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고 성명서도 전달했다. 

워성톤지구한인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27대 한인회는 출발시의 기대와는 달리 중간에 북버지니아 

한인희와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가 '‘워싱턴 한인회 연합회”를 구성하고(9월 14일) 남상돈을 연합회장으로 

선출함으로 워성턴에는 2개의 한인연합회와 4개의 지 역한인회가 생기는 냔맥상을 보여 동포사회의 실망과 

빈축을샀는데 최병근회장은"어려움이 많았다.”고당시 상황을아는사람들은말한다. 

제28대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장 선거에는 김성래가 손순희(MD), 김태환(VA)을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는 

데, 김성래는 워싱턴 동우회라는 막강한 배경을 업고 무투표 당선되었다. 28대 한인연합회는 독자적으로 

700페이지의 한인주소록을 단독 발행하여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 메이스를 이용하여 "차기 회장 선거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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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료로 활용하여 본격적 인 전산화를 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1997년 이른바 IMF 환 

란 때 모국돕기운동으로 달러 보내기, 모국상품 구매, 모국관광 안내 운동 등을 통해 어 려웠던 모국을 돕는 

데 일조했다. 회장 김성래의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시 4개의 한인회로 분열 갈등을 겪고있던 

상황을 타개, 워싱턴지역 전체(워성턴 D.C., 수도권메릴랜드와 북버지니아지역)를 포함한 한인사회를 대표 

하는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북버지니아지역을 대표하는 북버지니아 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지역을 대표 

하는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라는 오늘날의 3개 한인회 체제를 확정지은 것이라 하겠다. 

1997년 한인 송년잔치를 D.C. 아모리 체육관에서 가졌다. 클린턴 대통령 초청으로 1998년 6월 8일에 김 

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환영위원장은 김성래 한인연합회 회장이였다. 환영파티에 참석자 인원 

을 놓고 한인연합회와 인권문제연구소와 갈등이 있었다. 환영 리솁션에 들어오는 참석자 할당은 인권문제 

연구소(이영작: 김대중의 치조카)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워싱턴 동포사회 단체장이나 한인회 임원 이사 보 

다 인권문제연구소와 평통위원 위주로 할당되어 한인회와 한인 사회 단체장은 찬밥 신세가 되였다고 불평 

이 많았다. 총 300쌍 중에 인권 문제 연구소 175쌍, 평통 80쌍, 한인회 및 단체 45쌍이 었다. 김성 래는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 29대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은송제경이었다.1998년 9월 20일에 실시한투 

표에서 6년 만에 경선으로선거열기는뜨거웠다. 투표 결과송제경 후보가 1,220표를 얻어 607를득표한이 

영원 후보를 가볍게 물리 쳤다. 유권자 등록은 8,507명 이 었으나 투표로 이어 진 수는 1,849명으로 투표율은 

크게 저조했다. 29대 한인회는 부회장 홍일송, 사무총장 김영근, 이사장 김영진 팀으로 운영됐다. 

고향이 황해도인 회장 송제경은 모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영향으로 현직 워싱톤지구한인연 

합회장으로서 남북 통일 세미나 계획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동포사회에 주목을 받았다. 북한을 방문하여 

53년 만에 친척들을 상봉했고, 평양에서 남북통일 세미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돌아왔다. 

제30대 회장 문홍택은 2000년 9월 23일에 실시된 제 30대 워성톤지구한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워 

싱턴 동포사회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남향우회장 출신의 정상대 후보와 대결했다. 그러나 당시 

워싱턴 동포사회에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워성턴 동우회의 추천으로 출마한 문홍택 후보는 

21대(조한용) 워싱턴 한인회 부회장으로 동포사회에 봉사한 이래 20여 년을 워싱턴 한인회 이사와 여러 단 

체에서 봉사해 온 경력으로 정상대 후보를상당한표 차이로 이기고(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정 후보가 앞섰으 

나 메릴랜드에서는 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음) 오랫동안 하마평에 올라왔던 워싱턴 한인회장에 당선되 

었다. 2000년 10월 30일 제30대 한인회장단은 한인회 개방, 동포의 실질적 참여유도, 지 역한인회와 각 단체 

와의 유대강화 2세 뿌리교육과 노인복지 등을 내걸고 출범했다. 수석 부회장에 박광신, 강을모 부회장, 사 

무총장 박승필 그리고 이사장에 윤학재, 김용욱 체제로 운영했다. 

2001년 한인회 사업으로는한인의 날축제, KBS 노래자랑, 송년잔치, 주소록발행 등을세웠으나 9·11 사 

태로 각종모임행사는무산되었다. 불안과분노에 싸인 미국사회의 분위기에 동참하기로 하여 모든유흥적 

인 행사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9·11 사태가 발생하자 워싱톤지구 한인연합 

희는 동포사회의 동요를 막고 안전과 협조 그리고 언행에 조심하도록 동포들에게 메시지를 발표했다. 

9월 12일 문홍택 회장은 애난데일에 있는 ‘이노바 헌혈 서비스 센터’에 달려가 데러 부상자 돕기 헌혈에 

앞장서는 등 우리 한인 동포들이 헌혈 성금 돕기에 많이 참여했다. 한인회에서는 성금 운동에 앞장서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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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의 참여를 당부했고 창구를 일원화해서 성금을 모금했다. 한인회에서는 2002년 1월 10일 9·11 성금 2만 

7천825 불을 미국적심자사에 전달했다. 미 전역에서 전달된 한인 성금은 1,214,378불이였는데 워싱턴에서 

21만 8천7백4불을 전달함으로써 한인 동포들의 미국과 미국인들 (엄밀히 말해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을 향한 따뜻한 시민적 애정의 모습을 보여주였다. 

2002년 5월 1일 아태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Asian Pacific American Heritage Council) 수여하는 지도장 

상을 문홍택 회장이 수상했다. 2001년 9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수재민돕기 운동에서는 워싱톤지구한인연 

합회가 7만 2천 달러를 모금해서 10월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워싱턴 D.C. 주민단체인 ANC창립 

25주년 축하행사를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가주최함으로써 한혹 간에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관계 개선 

에 노력했다. ANC 25주년 행사는 워싱턴 D.C. 르네상스 워싱턴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카타니아 ANC의장 

을 비롯해 한미의 많은 관계자들 100여 명과 D.C. 의 한인, 많은 흑인 상인들이 참석했다. 문홍택 회장은 동 

포사회에 기여한공으로국민훈장목련장을수상했다. 

2002년 11월 23일에 실시된 제 31대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장 선거에는 도다시 경선의 불이 붙었다. 수도 

권메릴랜드 한인회에서 봉사해온 신근교후보와북버지니아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한 젊은 일꾼 김영근 후 

보와의 경선이었다. 한인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신근교 후보는 메릴랜드가 텃밭이고, 

이민 1세와 2세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미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김영근 후보의 텃밭 

은 20여 년간을 살아온 버지니아였다. 투표결과 4,200명의 투표 중 김영근 후보가 2,447표 신근교 후보가 

1,555표 무효표 48표로 40대의 젊은 일꾼 김영근 후보가 제31대 워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영근 회장은 수석 부회장에 이필재, 사무총장 유응덕, 이사장 김홍 체제로 출범했다. 

김영근 회장은 전통적인 행사위주의 한인회에서 실질적으로 동포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업에 치중하면서 

미 주류사회 진출에 노력했다. 애난데일에는 300여 한인사업체가 코리안 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애 

난데일 행정 당국이나 주민단체와는 협조가 부족했고 권익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근 회장팀은 애 

난데일 상공인 협회와유대를 강화하면서 코리안타운을발전시켰다. 애난데일 커뮤니티와의 협조로 대대 

적인 청소도 실시했고 이라크 참전용사 무사귀흰을~ 비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도 벌여 주민과 한인이 하 

나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한인회는 2002년 10월부터 한인회 우대 카드제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5년 4월까지 1,400여 명에게 우대 

카드를 발급했고 가입업체로부터 한인회 운영비용도 협조받았다. 동포사회의 바쁜 생활을 돕기 위해 한인 

회 사무실에 영사업무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사관을 찾아가는 어려움과 시간을 절약하는 도움을 동포들에 

게 주었다. 2004년 9월부터 실시하여 2005넌 4월 현재까지 영사업무를 활용한 동포는 약 2,500건으로 집 

계되고 있다. 동포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영사업무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역대 한인회에서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실시했던 송넌잔치를 한인의 날 행사로 대치하여, 장소와 비용에서 낭비성 유홍 

행사를 지양하고 밝고 건전한 행사로 실시했다. 2003년에 이어 2004년 제2회 ‘한인축제의 날'행사는 10월 

25~26일 애난데일 Mason District Park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현대 자동차 샵(Shop), 한지 의류, 음 

식코너,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으로 5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2일간 연 10,000명의 한인 및 주민들이 모 

여 남녀노소 한인동포와 인종을 초월한 애난데일 주민 참여로 한국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화 행사로 각광 

을받았다. 한인회에서는도한산삼, 웅담밀거래 함정수사에 적극대응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2003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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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 예산과 지출은 26만여 달러 였다. 

젊어진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의 운영에 동포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온 31대 김영근 회장은 추진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욕으로 다시 제32대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직 회장의 이점과 대 

과(大過) 없이 2년의 임기를 끝낸 김영근 회장팀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고 다시 연임해도 무리가 없다는 공 

감대를 얻어냈다고 판단한 그는 재출마를 선언했다. 2004년 11월 20일 실시된 제32대 워싱톤지구한인연합 

회장 선거는 김영근, 김옥태, 정상대, 3후보의 3파전이 30년 만에 치러졌다. 총 3,068표 중 김영근 후보가 

1,472표 김옥태 후보가 1,331표로 141표 차이로 김영근 후보가 당선 연임하게 되었다. 이로서 워싱턴 한인회 

역사상 연임한 사람은 한인인구가 100명 이내에서 300명 정도로 한인회 회장이 일종의 친목단체의 장으로 

인식되었던 시절인 1957년에서 1962년 사이 3대~6대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최제창에 이어 김영근이 42년 만 

에 2번째 연임회장이 되었다. 김영근 회장은 200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대회에서 공동의장에 피선 

되었댜 이도영은 3번 회장에 당선되었으나 연임이 아니라 16대, 18대, 25대 한인 회장이었다. 제32대 한인 

회는 이사장 백인석, 수석부회장 김홍식, 사무총장 김재섭, 기획실장 한미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2005년 사업으로는 기존의 영사업무. 한인우대증 서비스, 한인 축제(Korean Festival) 등 지속사업을 위 

시해서 젊은 인재들의 미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한인축제의 

날 (Korean Day Festival)' 축제가 2004년도 축제와 맞먹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하면서 2005년 10월 

1일부터 2일 양일에 걸쳐 폴스처치 (Falls Church Senior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남녀노소 10,000명이 

넘은 한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문화, 한국, 미국 속의 한인사회를 미국에 알리는 

즐겁고 뜻깊은 문화행사요 큰 잔치였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중에도 

기획실장 한미화가 행사준비와 진행 전 과정을 통해 희생적으로 헌신했음을 명기한다. 

워싱턴 한인사회는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는 바로 모든 워싱턴 한인들의 숙원인 워싱턴 한인커뮤니티 

센터 (TheKoreanCommunityCenter) 건립일 것이다. 이 일을위해 김영근은제2기 회장출범 이후물밑작 

업을 착착 진행하여 2005년 가을에는 커뮤니티센터건립추진 준비위원회 창립, 이어 2006년 봄에는 센터 건 

립위원회를 발기하는 데 산파 역을 수행했으며 현재 건립위원회 상임이사로 수고하고 있다. 건립위원회는 

모금이 되는 대로 2008년 건물을 매입, 매입한 건물의 20%를 센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임대, 건립기 

금으로 적립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2014년에는 항구적인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임하고있다. 

워싱턴지구 한인회 역대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1950~52 고병철 (사망) 한인친목회 

2 1953~56 김재훈(미상) 워싱턴 재류한인회 

3~6 1957~62 최제창 (사망) 워싱턴 재류한인회 

7 1963 전규홍 (사망) 워싱턴 재류한인회 

8 1964~65 박원규 (사망) 워싱턴 재류한인회 

9 1966 서준택 (워싱턴) 워싱턴 재류한인회 

10 1967 김동진 (워싱턴) 워싱턴 재류한인회 

11 1968 노진환(사망) 워싱턴 재류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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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는 주로 메릴랜드 지역(몽고메리, 프린스 조지 카운티 등 5개 카운티)에서 한인들 

을 위한 사회봉사와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한봉 회장 재직시 몽고메리 카운티로부터 처음으로 보조금 

과 한인들의 기금으로 영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 몽고메리 카운티로부터 최초로 사회봉사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받아 허권이 social coordina

tor로서 이 지역 노인들과 이민 정착 시의 문제상담, 운전면허 취득, 이민관계 봉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와 한국전통예식의 결혼, 무료독감 예방접종, 차량정비교육, 한인의 날 행사를 통해 1.5세와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역대회장명단 

1대 황옥성 

2대 한홍진 

3대 최광수 

4대 김창근 

5대 이한봉 

6대 지병청(지병청 사망으로 인해 수석부회장 허권 회장 대행) 

7대 이숙원 

8대 이숙원 

9대 손순희 

10대 이영기 

(허권 제공) 

4. 워싱턴의 한인단체들 

1) 봉사 단체 

한인 단체 중 가장 많은 것이 봉사단체다. 유료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무료이다. 이민사회를 살아 가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 법률센터 

가정폭력 및 갈등해결상담센터 예진회 

국제사랑의 봉사단 우리미래 

굿스푼선교회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나라사랑어머니회 

노엘한인봉사센터 

무료건강관리소 

실로암후원희 

아가페종합봉사센터 

아시아 태평양 가정폭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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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가정상담소 

워싱턴 청소년재단 

워싱턴평화나눔공동체 

워싱톤한인봉사센터 

원주카리타스후원회 

제이 티 에스 

좋은벗들 

케어 라인 



Korean-American Youth Association 

한국복지재단 워싱턴 후원회 

한U1사회봉사센터 

2) 교육 단체 

한미청소년보호기구 

한뿌리 봉사센터 

희망의 집(폭력피해여성쉼터) 

교육 단체에는 한글교육, 직업교육, 장학 단체, 유학정보, 과외학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분야 또한 한 

인들이 관심이 큰분야이다. 

결혼예비학교 

식품위생면허교육 

워싱턴 유학교육정보센터 

워싱턴지역 한인학교협의회 

한미장학재단 

한사랑 종합직 업 기술학교 

3) 중, 고, 대학 동창회 

각종 동창회는 친목단체의 대표격이다. 1넌에 1~2차례씩 만남의 기회를 주고 모국에서 동창들이나 은 

사, 학교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 모이기도 한다. 

경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인천제물포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 전주북중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부산여자중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종앙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한양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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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4) 문화, 예술단체 (한인문화, 예술편 참조) 

한국인들은 감성이 풍부하여 문화, 예술 방면에 소질이 많다. 이민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인문화, 예 

술활동이 특히 활발하다. 

5) 직능 단체 (실업 단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끼리 모여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체를 만든 것이 직 

능단체다. 이른바자생조직이다. 

6) 전문인 단체 

전문인들도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친목을 위해 단체를 만들였다. 

워싱턴지구한인약사회 

워성턴지구한인의사회 

워싱턴지구 한인변호사회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워싱턴한의사협회 

7) 일반 단체 

경주김씨 워싱턴종친회 

재외한민족센터 

메릴랜드 한인노인 상록회 

미주한인재단―워싱턴 

워싱턴한인노인회 

북버지니아코리언 커뮤니티 센터 

순국선열 윤봉길의사추모기념회 

워싱턴 여성회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희 

워싱턴 코리안센터 

재미 대한부인회 

좋은 아버지 재단 워성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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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연합회 

중앙시니어 센터 

코람 인터내셔널 서비스 

한미 여성재단 

한인권익 옹호위원희 

흥사단 

한인제이시 

전주이씨 워싱턴종친회 

재미한인반공동지희 

워싱턴지역 이산가족협회 

후로리다마켓상조회 

한미 근로자협회 

코리안클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미 자유민주연맹 

후리덤 소사이어티 

이북도민회 연합회 

8) 정치 단체 

메릴랜드한인 시민협회 

워싱턴 민주평통자문회의 

버지니아한인공화당 

버지니아한인민주당 

워싱턴 자유민주 민족회의 

재미동포 전국 연합 워싱턴지부 

재 미 한국계 시 민 연맹 (LOKA) 

아시아태평양시민협회 

한미 연합 (KAC) 

버지니아한인 시민협회 

9) 청년 단체 

한미 청년 연합회 

한미 장교협회 

한겨례 미국홍보원 

워싱턴 한인 학생 총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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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육 단체 (제4장 워싱턴 한인사회 2체육 참조) 

11) 향군 단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동부지회 

대한민국 워싱턴 6·25 참전유공자회 

미동부 베트남참전동우희 

미주재향여군회 

보라매회 

ROTC워싱턴지구동우회 

워싱턴지구 해군사관학교 동창회 

워싱턴 예비역기독장교회 

재미구국향군회 

재미베트남참전전우회 

워싱턴대한화랑동지회 

12) 항우회 

워싱턴강원향우회 

워싱턴 서울클럽 

워싱턴 영남향우회 

워싱턴 이북도민연합회 

워싱턴 제주도민회 

워싱턴지구충청향우회 

워싱턴지구함경도민회 

워싱턴 평안도민회 

워싱턴호남향우회 

워싱턴지역 황해도민회 

재미함경향우회 

13) 종교 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서 양한미노회 (PCUSA) 

레마 성서연구원 워싱턴지부 

MD/DC한인침례교협의회 

미국장로회 한인수도노회(PCA) 

미주성경통독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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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국제 선교회 

수도한인침례교협의회 

어린이전도협회 미동부한인지회 

워싱턴목자영성회 

워싱턴밀알선교단 

워싱턴 볼티모어 웨슬레 부흥선교단 

워싱턴 여전도 연합회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 크리스챤문화센터 

웨슬리안한인교회협의회 

정오의 샘터 선교회 

한국복음선교협희 

5. 한인단체 약사 

워싱턴 한인 노인회 

워싱턴 한인노인회는 1977년 7월 노인들의 상호 친목을 위하여 창립되어 초대 회장에 김지현이 선출되였 

다. 동 노인회는 노인들의 생활영어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권 취득에 도움을 주고 관광 

을 주선하고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하여 숭조 효친 사상을 고취해오고 있다. 

1980년 7월 메릴랜드 상록 노인회가 분리되고 1981년도에는 버지니아 대한노인회가 분리되어 초대 회장 

에 장호성이 선임되고 제2대 회장 길정기가 당시 7대 권병국 회장과 재통합되였다. 1985년에는 다시 워싱 

턴 대한 노인희로 양분되었다가 1991년 7월 노인회 명칭을 미주 수도권 한인노인회로 개명하고 재통합되 

였으며 통합 회장에 공종순이 취임하였다. 1989년부터 미 Fairfax County로부터 노인회 운영자금으로 연간 

$18,000을 수령해 오다가 노인회 측의 보조금 관리 부적절로 1996넌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분규로 북 

버지니아 노인회가 분리되었다가 1998년에 재통합되어 제20대 김동찬이 통합회장이 되었다. 1999년 21대 

최수영 회장당시 다시 워싱턴 버지니아노인회가분리되어 홍두진이 회장이 되었다. 

23대 조삼래 회장 당시부터 중요 활동사항으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노래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컴퓨터교실을 북버지니아 한사랑종합학교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북 

버지니아 한인회 후원과 노인후원회의 도움으로 효도잔치와 단풍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3월 미주 

수도권 한인 노인회 조삼래 회장과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 노인회 김갑동 회장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 

고 워싱턴 한인노인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4대 회장으로 김병춘을 선임하고 2004년 6월 18일 통합 노인회 

총회를가졌다. 

김병춘 회장은 전임 회장들의 기존사업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전시킴은 물론, 임기 중 실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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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를제시했다. 첫째, 역대 노인회의 숙원이었던 노인회의 세금공제 혜택, 즉 IRS(미국 연방국세청)로부 

터 Tax I.D. Number를 받는 일이었다. 그는 회장 취임 즉시 이 일에 착수하여 2005년 6월에 IRS로부터 Tax 

ID Number를 받아 워싱턴 노인회가 명실공히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IRS에 등록하게 되 었다. 단 

"향후 5년간 워싱턴 노인회가 IRS(국세청)에 정확한 재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이다. 이는 

실로 마음은 간절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던 숙원을 달성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간 단절됐던 페어팩스 카운티 

노인국과의 관계 복원인데 이도 원만히 해결을 보았으며, 세 번째는 워싱턴 노인회 노인대학을 다시 개강하 

일도 원만히 해결되어 김병춘은 2005년 6월 30일을 기해 선교 사업에 전넘하기 위해 임기를 1년이나 남 

겨 둔 시집에서 사임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워싱턴 통합노인회가 출범한 지 2개월 후 다시 또 하나의 노 

인회가 탄생함으로 북버지니아 지역에 2개의 노인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제 25대 회장에 

23대 회장을 역 임했고 통합노인회 탄생에 산파역을 했던 워싱턴 한인사회의 원로인 조삼래가 무투표 당선 

되어 워싱턴 한인노인회와 북버지니아 노인희와의 통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회장 

대 연도 회장명 비 고 

1 1977 김지현 1977년 7월 워싱턴 한인 노인회로 발족함 

2 1978 김지현 

3 1979 최제창 

4 1980 박혜선 지역 적인 관계로 메릴랜드 상록 노인회 분리됩 

5 1981 김지현 

6 1982 방홍대 미주 수도권 대한 노인회가 분리 초대회장 장호성 

7 1983 권병국 제2대 길정기 회장 때 재통합되였다. 

8 1984 안치조 

9 1985 이일동 워싱턴 대한노인회로 분리 초대회장 안윤기 

10 1986 이일동 2대 이원욱 

11 1987 기DT亡혀 。 3대오상수 

12 1988 이일동 4대 박성우 

13 1989 고o 조 o.TA 5대조규환 

14 1990 고O 조 o.TA 6대조규환 

15 1991 고o 조 o.Le.T 미주 수도권 한인노인회로 명칭 변경하며 재통합함 

16 1992 우만형 회장임기를 2년으로함 

17 1993~4 우만형 

18 1995~6 김동성 

19 1997 이동환 북버지니아 노인회로 분리 회장 검정기 

20 1998 김동찬 양 노인회 재통합 통합회장으로 김동찬 

21 1999 최수영, 김국 워싱턴 버지니아노인회로분리 1대 회장훔두진 

22 2000~2 김국 2대 회장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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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002국 조삼래 

2004—5 김병춘 

2005 조삼래 

3대 회장김갑동 

2004년6월19일 통합총회에서 김병춘을 통합회장으로 선출 

2005년 7월 1일 조삼래가 회장으로 재취임 

한미 여성재단 (제2장 한인사회 형성 3. 한인단체의 출범 한미부인회, 한미여성재단 참조) 

워싱톤한인봉사센터 

워싱톤한인봉사센타는 1973년 9월 9일 창립 이사회를 개최해 정용철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1974년 11월 18일에 워싱턴 디시에 봉사 센터를 개관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 목적은 한 

인 이민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당면한 이민 문제들을 해결해 주자는 데 있었다. 

소셜 워커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전문 사회사업 기관으로 성장한 본 기관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제공하는많은공·사립 기관들과긴밀한협력 관계를이루며 한인 이민자들에게 폭넓은정보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였는 서비스를 펼쳐왔다. 첫 해의 수입은 $726,63이고 지출은 $587,41이 

였으며 30년이 지난 현재 예산은 62만 불을 넘어서도록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본 기관은 전문 직원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다 방 

면에 걸쳐 한인들을 돕고, 또한 주류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각종 

생활정보제공은 개인과 가정, 청소년 그룹 등을 상대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통역과 서류 번역 등 

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 기관이 진행하고 였는 대표적인 업무는 건강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연장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 

소년을 위한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보건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카운티 정부와 각 기관들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일 년에 두 번씩 건강 검진 

의 날 행사를 마련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보험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건강 검진의 기회를 제공 

함은 물론 각종 정보지, 세미나 등을 개최해 건강한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인 사회의 에 

이즈 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샵, 정보지, 건강세미나들을 개최해 에이즈 감염 예방이나 

확산 방지 등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과 에이즈 감염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교나 교회의 협력으로 워크샵을 실시해 에이즈에 관한 인식을 주지시켜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때때로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해 중저소득층 가구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언어에 불편을 겪고 였는 한 

인들을 위해 본 기관에서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개인의 사정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를 찾아 서 

류 신청을 보조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청이나 의료 기관에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였다. 고객 

들의 자신감과존중감을불어넣어 주기 위해 본 기관에서는 언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들, 정부 산하 기관들, 의료기관, 학교, 법원 및 지역 사업체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제 

공하고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 장만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인의 경제 능력에 맞는 각종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니버시티 가든 노인 아파트 건립은 본 기관의 큰 업적 중의 하나이다. 또한 페어팩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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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티 주택국과 협력하여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일 넌에 두 번씩 한국어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한인 사회의 노인과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노인 프로그램으로는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의 노인국을 비롯해 많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 

어, 컴퓨터, 시민권 준비반 등을 운영해 왔다. 특히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 상태 

를 방지하기 위해 언어 향상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왔다. 

폭력 방지와 부모와 형제 간의 바람직한 관계 강화, 그리고 또래 집단의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 

법을 배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을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청소넌 프로그램은 한 

인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동 기관에서는 청소넌들을 위한 여름 

학교를운영해 적절한가격으로양질의 교육기회를제공해왔다. 영어, 한국어, 수학등의 기본과목과예 

체능 요리 현장 학습 등을 통해 학생개인의 학습 개발과 인성 발달을 도모해 왔다. 

그 외에도 본 기관에서는 알콜 교육 상담, 약물 남·오용 방지 세미나, 흡연 예방과 금연, 음주 운전자 교 

육, 가정 폭력 예방,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동 기관은 각 지원 단체나 교회 등에서 기부와 보조를 받고 있고, 미국 United Way에 자선 기관으로 (CFC 

code: 8136) 등록되어 할당되는 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역대 이사장과총무는다음과같다. 

O]사장 

1대 정용철 2대 정의백, 3대 김응창, 4대 남익수, 5대 박원국, 6대 한동직, 7대 김기영(2002~현재) 

초戶 
oT 

1대 한태경 (1973. 9.~1979. 8.) 

2대 이영민 (1979. 9.~1982. 9.) 

3대 김삼열 (1982. 10.~1983. 6.) 

4대 최경수 (1983. 7.~2002. 9.) 

5대 에스더 박 (2002. 10. ～현재) 

워싱턴 가정상담소(구워싱턴가정법률상담소)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1974년 이 지역 한인 여성 26명이 발기인이 되어 1956년 한국의 여류 변호사 이태 

영이 한국에 세운 가정법률상담소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하여 가정법률상담소의 워성턴 지부로 설립되어 활 

동하던 중이곳워싱턴 지역의 한인들의 수적 증가와더불어 일어나는 여러가지 가정 문제들을상담하고돕 

기 위하여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986년 미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 

였고 1997년에는 명칭을 가정상담소로 변경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여성들의 자립돕기 (ASIWIL), 노인복 

지 (Service for Elderly), 집중결핍/산만행동(ADID) 멘토링 (Mentoring), 부모교육(Parenting Education), 청 

소년교육(Youth Seminar)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봉사하고 있 

다. 

본상담소의 역대 이사장과소장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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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장 소장 

1대 이순영 2대 백혜원 1대 방숙자 

3대 송도실 4대 백경진 2대 임원정 

5대 이영숙 6대 손목자 3대 김한옥 

7대 정인숙 8대 강옥형 4대 윤세화 

9대 조은옥 10대 강혜숙 5대 조은옥 

11대 박옥영 

한편 본 상담소의 특징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였는 이사회에 대조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후원회 

가 2000년에 결성되어 후원과 봉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회장 

1대 정규섭 

2대 함승호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Inc.) 

1992년 11월 와성튼 한인교회 여선교회 주최로 정신대 희생자 황금주 할머니를 초청, 그녀의 증언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12월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대책위원회 설립의 목 

적은 일본이 일으킨 잔인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도구요 상징인 정신대의 반인륜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의 

역사와실상을파헤치고 이 만행의 희생자들의 실태를국제사회에 인지 시킴으로다시는이 같은 인류에 대 

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무엇보다 범죄의 원천인 일본정부로 하여금 희생자들 

에게 국가적 차원의 범죄 시인, 사과 및 보상을 실현케 함으로서 희생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함에 있다. 

위원회 발족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동우, 이문형, 강순임, 이종연, 양승길을 비롯, 그 밖에 30여 명이다. 

〔아래 기술한 대책위원회의 연대적 활동 기록(chronological action records)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발 

족 시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 및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산 증인의 1인인 이문형의 

자료에 근거했음을 밝힌다一편집자] 

1993년: 3·1절을 기해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가두행진’을 주관. 

열아홉 명의 희생자 증언을 한 데 묶어 ‘정신대 증언집 제1호’ 발간. 

1994년: 4월에는 일본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보상촉구 서명운동의 결산 8000여 명의 서명된 탄원서 주미 일 

본대사관에전달. 

9월, 새로 취임한 일본의 호소가와 수상 앞으로 정신대문제 해결 촉구안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 

고, 10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그 내용과 전달 사항을 공포(유료광고)함으로써 본 문제를 위한 본 단체의 

입장을분명히 하였음. 

93년 2월과 7월, 그리고 94년 2월과 3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신대문제 Forum, Symposium, 공개 

토론회를 주관, 국제적 여론조성에 주력 

94년 6월 13일 Lafayette Park Washington, D.C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 하는 한국인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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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 성명서(낭독: 조영진 목사) 및 결의문(선창: 이문형 부회장)을 채택한 후 가두시위에. 이날 중국계, 필 

리핀계를합하여 400여 명 참가. 

8월 30일 일본의 무라야마수상"정신대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을할수없다.”며 민간기금안에 관한담 

화문을발표. 

11월 국제 법사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ion of Jurists)는 특별보고서에서 “이 종군위안부들이 

거짓과 강요에 의해서 일본군에 강간, 유린당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결론. 

11월 22일 국제 법률가협회 (IJC)는 "본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긴급조치로 피해자 개인의 재활을 위하 

여 즉시 $40,000불씩을 지불하고 차후에 더 추가해야 한다.” 고 공식 발표. 본 대책위원회는 일본의 UN안 

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서명운동 전개.（범아시아 서명운동으로) 

1995년: 9월 UN의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에서 Ms. Radhika Coomaraswamy는 종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 

문제를 UN 인권위원회에 상세히 보고. 

1996단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가짐. 

학자, 역사가, 문필가들이 찹여한 이 행사는 조지타운대학과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본 정대위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10월 3일 위 심포지움 참석차 방미한 김윤심 희생자와 본회 일행은 미 국무부 인권 담당 자관보실의 

대표들과회담. 

12월 3일 미 법무부는 ‘731 부대’의 관련자들 중 16명을 요감시 인 명단에 올리고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고 발표, 1979년에 제정된 Holtzman 수정안이 발효된 이후독일 나치범들에게 내려진 일이 였으나 비 구라 

파계로서는 처음이라며 미 법무부 범죄 특별수사국의 Eli Rosenbaum 국장은 "오틀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신대 희생자들과 일본 731세균부대 희생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겪은 고통을 기 억하며 앞 

으로 인류역사에서 이러한 죄악의 반복을 방지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설명. 

1997년: 7월 William Lipinski를 선두로 미 국회의원들(98년 3월 11) 53명은 연대서명으로 일본정부는 2차세 

계대전 당시에 저지른 전쟁범죄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법안 126안 

(H. Con. Res 126)을 상정 하였다. 

1999만 미 국회 Cannon Bldg에서 정 신대 사진 전시 회 . 

3월부터 5월까지 Philadelphia의 Free Library에서 본회 소장 정신대 사진 전시회. 

10월 지구촌교회(VA)에서 김윤심 할머니 초청 기도와증언의 밤 가짐 

11월 빌립보교회(MD)에서 김윤심 할머니 기도와 증언의 밤 가짐 

2000만 6월 Lane Evans 의원과 미 국회의원들 연대로 위 법안과 같은 내용의 상정안 제출(국회법안 H. 

Con. Res 357안) 

9월 17일 워싱턴 D.C. 소재 유태 인 학살 추모 기넘박물관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 

개최하였으며 이날 김상희 할머니의 증언의 시간도 가졌음. 본 심포지움은 National Public Radio(NPR)을 

통해 미 전역 종계 방영. 

워싱턴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희에서 발간한 "Comfort Women Speak"의 출판기넘회 및 Book Signing회 

를 "Chapter Literary Book Store”에 서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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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종군위안부 생존 희생자 15명 미 D.C. 지역법원에 일본정부 상대 소송 제기(한국, 중국, 필 

리핀) 

9월 20일 미 국회 레이번 하원회관에서 종군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2000년 인권 시상식’을 거행. 한 

국, 중국, 필리핀 및 화란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들을 초청(본회가 주최하고 국제인권법률단체, 조 

지타운대학, 한국일보사, 한국문제 연구소 등이 후원). 

2001단 6월 본 위원회 총회에서 서옥자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 

이사장에 신경림(유임, 후에 바니 오) 부회장에 이문형(연임), 유순미, Prof. Chris Simpson(유임)을 선임. 

7월 23일 미국법원의 종군위안부 소송 기각과 관련 대규모 시위(재미 한인청년연합, 본 정대위 및 

아태계 여성인권단체 등). 

26일 Lane Evans의원 의원회관(케넌빌딩)에서 기자회견. 에반스 의원은 정신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의원의 연대로 미 하원에 상정(한국의 희생자 김순덕 할머 

니, 동행한나눔의 집 능광스님 배석). 

8월 Washington D.C. 법원에서 열린 정신대 소송 건 심의 현장에 본회 회원 다수 참관. 

2002년: 5월 일본의 과거사 종결을 위한 심포지움이 이북 평양에서 열림, 본회에서는 이동우 전임회장과 

함두찬 위원, 신현웅 위원이 참가. 

12월 Kennedy 판사의 정신대 소송 기각에 항소 제기. 

2003년: 6월 Lane Evans의원, Michael Honda의원, Kaptur 의원 등이 일본정부에 정신대문제의 사과와 보 

상을 촉구하는 법 안(H. Con. Res 226)을 상정 

2004단 6월 미 대법원 정신대 소송 기각 무효화, 지역순회법원에 본 소송 건 송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동부지회 

워싱턴 지역에서 1997년 3월에 발족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국동부지회가지역 친목단체로서 향군기능 

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워싱턴이 세계의 수도이며 정치 및 군사, 외교의 중심지이고 미국 재향군인회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한국측의 대미 향군업무 추진과 협조, 연락 및 정보교류에도 유리한 점 

을 들어 워싱턴에 향군 지부를 설치할 것을 본회에 건의하였으며, 그 후 본회 승인에 이어 2001년 3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동부지회를 창립 선포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김홍기를 선 

임하였고 현재까지 2대 회장으로 연임하고 였다. 미국 동부지회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당국과 

교섭하여 30평 상당 사무실을 양도 받아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였다. 

2001년 7월 24일~28일간 방미한 이상훈 재향군인 회장 체류기간 중 다음행사를 기획 실시하여 양국 향 

군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6·25 참전 용사 및 친한파 미군고위 장성과의 유대 및 친선관계를 강화하 

여 미국에서 점증하는 반한 감정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였다. 

1) 한국전 참전 용사 초청 대형친선만찬 주최(우래옥: 7월 25일) 

참석 법위: 대장 6명, 기타 장성 20명, 참전 용사 100명 

2) 전직 UN군/미8군 사령관 및 주요 참모 장성 초청 오찬(우래옥: 7월 26일) 참석자: 20명 

3) American Legion의 Smith 전국회장 일행초청 만찬 및 회담(Hilton Hotel: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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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방문 및 요담 

5) 6·25 참전협회 연례총회에서 향군 회장 기조연설 둥 

2003년 7월 25일 한국전 휴전협정 기넘행사참석차 방미한 재향군인회 해군부회장 김종호 해군대장(예)의 

워싱턴 체류기간 중 당시 주한 미 2사단장 John Wood소장의 부친이며 1951년 한국전 초기 낙동강 전투에 참 

전한 William Wood 대령을 찾아서 한국전 참전 메달(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였다. 

한국전 흑인 참전 용사회의 지원 및 한혹 갈등해소 노력 : 미 육군부 및 모간 주립대학이 2003년 4월 16일 

~19일간 합동으로 주최한 한국전 흑인 참전용사회의 개최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던 혹 

인 참전 용사들의 역할과 특수한 공헌 등을 조명 , 발굴하며 참전용사를 기 리고 포상하였다. 특히 메 릴랜드 

한인회와 협조하여 4월 17일 한식 오찬을 회의 참가자와 지역사회 흑인지도자에게 대접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한.혹 갈등해소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므로 매릴랜드 주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시 한국전 기넘공원 현화식 지원 및 환영행사 실시: 2003년 5월 13일 한미 정상회 

담차 워싱턴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초행사인 한국전 기넘공원 헌화식에서 향군사열 및 향군과의 대 

화 등 환영행사를 행하였다. 

2004년 7월 26일~29일간 워싱턴을 방문한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의 체류기간중 7월 26일 워싱턴 소재 미 

국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전에서 부상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초대형 TV 1대를 병원에 기 

증하였다. 또한 7월 27일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120명을 워싱턴 알랙산드리아 소재 퀄리티 호텔에 초청하 

여 대형 만찬을 베풀고 참석자 전원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온 손목시계를 증정하는 위로 행사를 실시 

하였다. 

2004년 10월 19일~23일간 개최된 제 32차 한미 안보희의 참석차 워성턴에 온 윤광웅 국방장관 및 대표단 

의 한국전 기넘공원 헌화 행사에 향군 70여 명이 참가하여 사열 및 환영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21일 

펜타곤에서 개최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 주최 리솁션에 다수의 향군간부가 초대되어 참석하여 한미 간의 

유대강화와 전통적 전우애를 증진하였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며 세계 정치, 군사의 중심지로서 많은 수의 6·25 참전 고위 장성과 참전용시들이 

있다. UN 참전국 대사관(무관)과 한국 대사관(국방부 무관부)과의 유기적인 관계증진으로 6·25 기넘사업을 

하고, 회원의 친목 단합으로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고취할목적으로 워싱턴지역 6·25 참전 용시들어] 의해 

자생적 첫 향군단체로 1991년 10월 13일 대한민국 워싱턴 6·25 참전동지회로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대표적 

행사인 1995년 6월 국립한국전 기념공원(Korean War Memorial) 준공식에 김영삼, 클린턴 한미대통령 임석 

행사와 2003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윤광웅 국방장관, 안주섭 보훈처장 등 정부, 정치, 국방 고 

위인사들의 연이은 참전기넘비 헌화식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매년 6·25 상기의 날에 한미군 인시들을- 초청 

세계평화와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의 번영이 가능 

했음을 감사하고 한미우호증진과 지역사회에 안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한국전 휴전협정일(7월 27 일), 미국 Veteran's Day(ll월 11일) 알링턴묘지 행사 참여로 한미향군단체 

와 유대를 돈독히 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려되는 모국의 안보상황과 이완된 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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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반핵, 반김, 반진보좌경세력, 국보법폐지 반대 시위 등에 앞장서서 안보의식을 선 

도하였다. 

2004년 6월 23일부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로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설립이 

승인됨으로 자생친목단체에서 한국(중앙)법인조직체로 10월 9일 창립 13주년 기넘축하행시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목표한 운영지표로 "명예선양, 보훈문화심화, 전우애친화, 6·25기념사업, 안보의식계도 및 한미 향 

군단체 유대’'등을 설정하고 회원들의 소망인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참전용사 예우법률안 한국 

국회통괴를 위해 본국청원에 동참하며 매년 정부 초청 참전용사(20명) 모국방문 등 기회 닿는 대로 다방면 

의 노력을 경주하고 였다. 

창립 이래 유공자에 대한 중앙유공자 회장 추천자 중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무순). 

김윤택, 박인화, 변희선, 김상근, 신상섭, 문상철, 신현호, 박영철, 김홍기, 김대열, 김재욱, 문홍택, 여승주 

관할 지역범위는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13개 주로서 3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미등록 인원을 포함하면 

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역대 회장은 아래와 같다. 

초대 김윤택, 2대 박인화, 3대 변희선, 4대 김상근, 5대 신상섭, 6대 박희주, 7대 김창수, 8대 문상철 

9대 김윤택, 10대 신현호, 11대 박영철, 12대 박영철, 13대 이병희, 14대 이병희 

재미 베트남참전 전우회 

재미 베트남참전전우회는한국군인으로서 병역법 도는군인사법에 의한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 

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및 그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2003넌 8월 

30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 시절 많은 전우들의 희생으로 한국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늘의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발전케 한 동력이었음을 자부하고 특히 산화한 

전우들을 기리고 생존한 전우들과 가족들 간에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하면서 고국의 전우회와 전우들과 

도 끈끈한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모국이나 이곳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일, 도움이 필요한곳에는 전우회원들이 앞장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는 제1차 베트남 참전 전적지관광(4월 22일~4월 29일)과 함께 같은 해 10월에는 "전 

쟁의 참혹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와 헛된 망상을 가진 일부 지식인들에게 베트남 전쟁의 현장을 보여 

줌으로 올바른 역사와 국가관을 알리고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정종만 회장은 역설한다. 2005년 

8월 골프대회 후 수익금 전액을 워싱턴 한인 센터 (Korean Community Center) 건립기금으로 전달했고 12월 

에 도 다시 워싱턴 한인 센터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 어 12월 말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보내는 전우의 

밤(송넌파티)을 가졌다. 

ROTC 워싱턴동우회 

ROTC 워싱턴동우회는 1998년에 3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워싱턴지역, 볼티모어지역, 리치몬드지역 

을합쳐 현재 150명의 회원을확보해서 봄야유회를개최하고매년 여름캐나다를포함한북미주각도시에 

서 교대로총회를 열어 서로의 친목을다지며 본국중앙회에서도약 50여 명이 참석하고 였다. 매년 가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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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관광과 신년하례식을 갖고 2세들의 조국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각종 행사도 가진다. 

워싱턴동우회는 지난 2002넌에 350여 명의 회원이 각 지역에서 모여 북미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장교로서 지역과 학연을 뛰어넘어 조국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한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동포들 

의 모범단체로 나아가고 있다. 

역대회장은다음과같다 

초대 김경진(1기), 2~3대 김풍일(4기), 4대 백종기 (5기), 5~6대 이해원(12기), 7대 배영대 (7기) 

재□ I구국향군 

한국에서 이른바 유신체제가 심화되어 가던 1974년 한국 육사 출신 퇴역 장성, 장교들과 이들의 뜻에 동 

조하는 비 육사 출신 퇴역 장교들과 제대 군인들이 반독재 민주주주의 쟁취의 기치 아래 뉴욕에서 초대 사 

령관최석남(육사 2기 예비역 준장, 전육군통신감, 박정희 대통령과육사동기), 부사령관장석윤(육사 11기 

예비역 대령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동기)， 찹모장에 고세곤(육사 15기, 예비역 소령)을 중심으로 설립되었 

댜 업밀한 의미에서 이 단체는 워싱턴 지역의 단체로 보기 힘드나, 이 단체의 역할이 거의 다 워싱턴이나 

워싱턴을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수행한 인물이 이 곳워싱턴의 고참인참모장고 

세곤이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주로 워싱턴의 한인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재미구국향군을 워성 

턴 지역의 단체의 일원으로 기술한다. 

구국향군은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타도,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 박 

흥주 대령(육사 18기)， 박선호대령 등의 구명 운동과 5.18 광주 민주 시민 학살규탄 시위 등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내내 한국 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왔다. 고세곤은 "구국향군은 민간단 

체와는 달리 김재규 구출 운동과 최덕신 망명기넘강연회, 민주장성회의로 다소 앞서 나갔지요.”라고 당시 

회고한댜 

워싱턴 한인 무역협회 

워싱턴한인무역협회는 1997넌 4월에 창립되였으며 현재 회원은 100여 개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동협회 

의 행사와사업으로는: 

1전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역 금융세미나 개최(상무부장관 기조연설) 

2. 각종 수출입 상담회 개최 및 참석 

3. 신규회원들에게 무역업에 관한 정보 안내 및 교육 

4.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주최 세계 한상대회 및 경제 대표자 회의 찹석(매년 1회씩) 

5세계 해외한인무역협회와 북한 무역부 및 무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평양 무역상담회(2004년 10월 

21~25일)에 오총열 전 워싱턴 한인 무역협회 회장 등 워싱턴 한인 무역 인 9명을 포함 총 164명의 한인 무역 

인들이 찹가 북한의 무역상, 무역부상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1부위원장 등과 회동 그들로부터 개성공단 진 

칙상황 남북경협관계 등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방문 한인 무역인들은 북한 관계자 

들에게 "북한 투자의 안정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오 전 회장은 전했다. 

상담회를 통해 해외한인무역협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희가 체결한 협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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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의 북한 내 은행설립허가 

*해외한인의 북한 내 공장설립허가 

*투자인들에게 유리한 세율조항 등인데 관건은 북한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달려있다. 

협회는 본국 산업자원부(구상공부) 지원 아래 워싱턴 동포 2세 3세를 위한 무역스쿨을 매년 1주일 간 개 

최하고 있다. 역대 회장은 아래와 같다. 

초대 회장 김의근, 2대 오충렬 3대 박종호, 4대 김풍일, 5대 김옥태 

워싱턴 식품주류협회 

창립 알 1987년 10월 

창립 멤버: 서동석, 김기옥, 윤학재, 임주, 정세권 

창립목적: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식품주류업에 종사하는 약 1,200여 회원들을 대표하여 희원 상 

호간에 친목 도모와 사업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 그리고 특히 D.C. 정부와의 원활한 제반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하여 창립되었다. 

초창기에는 송년잔치를 종심으로 회원 친목에 치중하였으나 3대 임주 회장단에 이르러 지역사회와의 관 

계에 많은관심을갖고특히 흑인학생들을위한장학금수여 프로그램을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 

히 지속 사업으로 해오고 였으며 그 이외에도 때로는 계간으로 때로는 연 2회 정도로 협회보를 발행하여 각 

종 정보교환의 수단으로활용했고 또도매상과 긴밀한유대를 위해 매년 한미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리고 수 희에 걸친 Food Show를 통해 회원들의 사업증진의 기회를 도모하기도 했다. 

또한 여름철에는 COCA COLA 희사의 후원으로 지역별로 블럭 파티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 

계를 갖도록 했고 추수감사절기에는 터키 증정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에게 D.C. 정부와 협력하여 

터 키 수천 마리를 나누어 주고 도매상의 후원으로 Food Bank에도 수만 불에 달하는 식품을 기부하는 등 여 

러모로 지역사회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기사업으로는 매월 위생강좌를 십시하여 요식 

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강,절도 사고예방에 유넘하도록 경찰국의 후원으로 방범 세미나도 종종 실시하였 

댜 물론 협회가 결성되기 전에도 간헐적으로 강,절도범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경우가 종종 였었으 

나 특히 1993~94년도에는 D.C. 에서 강,절도범이 극에 달해 7~8명의 회원이 연속적으로 목숨을 잃는 임청 

난 사건들이 발생하여 한인사회를 초상집으로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워싱튼한인회와 함께 한인안전대책 위 

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긴급 조직하여 D.C. 경찰당국과 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수립하였고 소수민족 

들이 연계하여 평화행진까지 계획했었던 초긴장 시련의 세월을 겪기도 했다. 

현 워싱턴 식품주류협회는 전국조직인 식품상 총연합회 (National KAGRO — 20개의 지회로 구성)의 지회 
로서 Baltimore KAGRO와 Richmond KAGRO와 더불어 좋은 협조체제 하에 운영되고있다. 

워싱턴 식품주류협회 역대 회장은 아래와 같다. 

솔l〕 s? 
1대 김기옥, 2대 윤학 X , 3대 임주, 4대 강호관, 5대 \석봉, 困대 전영일, 넘대 공석영, 웅대 안무평 

{° 」 1 f T 
lj-

`저대 임주, 壓l 박만촐 나대 홍진섭 

fy ? ?다 냐어 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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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태권도협회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인 만큼 이민 초기부터 이 지역에 한인 태권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청도관창 

시자인 이원국웅을 비롯 김기황관장, 차수영 관장(조지워싱턴대 체육과특임교수 역임)， 태권도의 “대부" 

로 알려진 이준구 관장, 미 태권도 연맹 회장과 팬 아메리카 태권도 연맹 회장을 지낸 양동자 교수 등 태권 

도인들이 처음부터 워싱턴 지역에서 터를 잡았다. 

또한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의 축제인 미주한인 체육대회에 1983넌 제2회 대회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파견 

했다. 처음 참가는 태권도 협회가 결성되지 않았고 이 지 역 체육회도 없었으므로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메 

릴랜드 홍성현 사범이 선수를 구성해 참가했다. 

제3회와 4회 대회 때에는 김병운 사범이 선수를 모집하여 출전하였으며 1989년 워싱턴 한인 체육회가 창 

설되자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김병운 사범이 단체장으로 지명되어 제 5회 필라델피아 체전에 참가하였다. 

1993년 태권도 협회가 조금 발전하여 처음으로 협회장 명칭이 붙여졌다. 이때에는 회칙에 의한 협회가 아 

니고 사범들 간에 협조로 협회가 이뤄졌으며 회장에 홍원기 사범이 지명되였고 도한 선발된 선수들이 합 

동훈련을 하게 되었다. 7회 시카고 시합에 유환성 사범을 코치로 5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은메달 2, 동메달 

1를획득했다. 

1995년 워싱턴 체전에 당시 회장인 전영근이 단장에 유전생, 감독에 한광수, 코치에 김철회 사범을 임명 

하고 20명의 선수를 참가시켜 금 11, 은 5, 동 2개로 태권도 종합우승을 하였다. 1996년는 워싱턴 지 역의 박 

차석 사범이 팬 아메리카 태권도 연맹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01년 제 11회 휴스톤 체전에 한광수 사범을 

단장으로 감독에 심인택, 코치에 우광원 사범으로 구성, 김두호, 크리스주, 이우회, 루다리, 제넷 왕, 김영 

옥, 샌드김 등이 금 7개를 만 것을 비롯하여 은 5개, 동 2개를 획득하고 태권도 2위를 차지하였다. 

이때부터 워싱턴 지역에 많은 한인사범들이 모이기 시작 정식으로 협회발족에 들어갔다. 2003년 1월 18일 

설악가든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워싱턴 한인 태권도 협회가 정식으로 발족 총회를 가져 임시회장에 한광수 

사범을 선출 회칙관리와 한인 태권도협회의 수장으로 임무를 부여했다. 또한 제12회 달라스 체전에 앤디 

오, 이정빈, 김기병 크리스토퍼 살브란, 김영옥둥이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등을차지하였다. 

2004년 6월 5일 비원에서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칙통과와 함께 회칙에 의한 새 회장으로 한광수 사범을 

선출해 워싱턴 한인태권도협회의 제 1대 회장으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워싱턴지구 한인 태권도 사범 연맹 

1991년도 워싱턴지구 사범연맹은 이운세, 최복성, 김정일, 김병운, 장종철 사범이 준비위원이 되어 회칙 

준비를 하던 중 일찍이 미국에 이주하여 태권도 보급과 함께 미국 United States Taekwondo Union에서 사 

무총장과 심판기술위원장으로 많은 일을 하여 미국 태권도 현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영일 

관장이 동참하여 회칙을완성시켜 발족하였다.1992년에 워싱턴지구한인태권도사범연맹과태권도동우회 

의 두 단체가 '‘워싱턴지구 한인태권도 사법연맹’’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나 1995년에 이뤄졌다. 

통합전회장단 

1대 이 영 일 (1991~1992) 

2대 이운세 (199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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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범연맹 회장단 

1대 이 현곤 (1995~1996) 

2대 전영근 (1996~1997) 

3대 이운세 (1997~1999) 

4대 최복성 (1999~2001) 

5대 김병운 (2001~2003) 

6대 이운세 (2003~2005) 

7대 이운세 (2005~ ) 

워싱턴 지역의 한인 수의사 현황 

한국이 해방 전후로 선진국의 의학교육과 함께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1945년 서울 

대학교에 처음으로 수의학과 신입생이 입학되였고 1954~1962년 사이에 미네소타 주립대학 수의과 대학에 

서 많은 모국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발전된 선진국 수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훌 

륭한 수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많은 수의시들이 미국에 진출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 제약 

회사, 수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특별히 많은 희원들이 개업수의사로 미국사회의 각 가정에 한 식구로 

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동물(주로 개, 고양이)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 의료인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전 미국 재미한인수의사회가 1972년 고 이일화 박사에 의하여 Washington D.C. 에서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각 회원 유대관계 및 학문발전에 계속 이바지하고 있다(지금은 한인 수의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 어 였는 LA, California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일화는 1963년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을 졸업하고 다음해에 Fullbright 장학생으로 도미하여 미 수의과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70년 한국 수 

의사로는 처음으로 어려운 미국 수의사 고시에 제 1호로 합격한 후 D.C. 에 위치한 Georgetown Veterinary 

Hospital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Dr. 유정식이 D.C. 에서, Dr. 한의생이 Alexandria, VA에서 197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운 

영하고 있다. 또한 Dr. 홍계호와 Dr. 박찬도가현재 Woodbridge, VA에서 개업하고 있다. Dr. 유 병원에는아 

버지 부시 (Bush)전대통령과 댄 퀘일 전 부통령이 또한 Dr. 한 병원에는포드 (Ford) 전대통령이 각각대통령 

재임시 그들의 애견전용 동물병원으로 지정, 이들이 직접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 인하여 개인적으 

로 친분을 맺고 사귈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Dr. 한은 전 주한 UN군 사령관이였던 윅캄(Wickham) 대장, 세 

네월드(Sennewald) 대장, 리 해밀턴(Hamilton) 전 연방하원의원 등 많은 미국중진 인사들에게 병원을 통하 

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며 한국의 작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감당하고 였다고 한다. 

한의생 수의사의 말을 인용한다. 

“미국전 지역에서 여러 명의 한인 2세들이 입학이 매우까다로운미국수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이거 

나 또는 이미 졸업하여 정부연구기관(FDA, NIH 등), Bio-Tech희사, 학계 등에 진출하였거나 주민들에게 존 

경받는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한국계 수의사들이 미국중심사회에 엘리트전문직업인으로더욱많 

이 진출하고 활약하여 한국인의 긍지와 함께 명석함과 근면을 보여주며 우리의 제2 조국인 미국의 발전에 

크게 공현하고 기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미국에서는 수의사 호칭에 Doctor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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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가요애호가동우회 (약칭 워싱턴 가요동우회) 

창립일시: 1996년 10월 

발기인: 양인석, 

창단 멤버: 홍은영, 박군자, 김창순, 이정민 

단체연혁과 목적: 워싱턴 대중가요음악학원(원장 양인석)을 중심으로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으로 발족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가요보급은 물론 이 지역 대소 행사에 음악으로서 협조 봉사하 

고 회의 모임의 주목적을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풍습인 어른을 공경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아 발족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회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워싱턴 가요제를 3회 실시하여 이 지역에 가요 보급 

에힘썼다. 

제1회 1997년 3월 2일, 제2회 1999년 1월 24일, 제3회 2000년 6월 11일 양인석은 음악 연주, 회원은 가수 

로그룹악단을조직하여 각단체에서 실시하는가요제는물론많은행사에 향토가수로참여하고협조했다. 

한편 본국으로부터 초빙된 가수 협찬 등 가요행사에 참여, 특히 버지니아 노인회관 건립기금모금 장수무대 

부터 시작하여 버지니아 지역 3개소, 메릴랜드 지역 2개소 등 한인 노인이 70세대 이상 거주하는 5개소의 

아파트에 연 1회씩(현재까지 30회) 기동성이 없는 노인 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 경노잔치를 자 

체적으로 순회 실시하고 있다. 물론 연말연시 명절 각종 경노잔치에 매회 참여하는 외에도 멀리 볼티모어 

노인센터, 하워드 노인회까지 참여 봉사하고있다. 

특기 사항으로는 가요동우회 회원들이 KBS TV 방송 주부가요제 에 출연하여 4명 이 스타로 등단했다. 수 

도권 노인회에 양인석이 2003넌 8월부터 양인석 가요교실을 열어 노인(등록인원 160명)들을 위해 무료 가 

요교실을이끌고있다. 

가요의 변혁과 이질 문화속에 잊혀져가는우리 민족의 "문회풍속에 얼을 이어 우리의 뿌리를다지기 위 

한 행사에 매진할 것임”을 가요동우회 신헬렌 회장과 양인석 명예회장은 말한다. 

가요동우회의 역대 회장은 아래와 같다. 

1대 홍은영 (1996~7년) 

2대 박군자(1998년) 

3대 양인석 (1999년) 

4대 신헬렌(2000년) 

5대 신헬렌(2001~2년) 

6대 신헬렌(2003~5년) 

7대 양인석 (2005년~현재) 

향우회 

강원향우회 

1989년 6월에 강원도민의 친목과상부상조를목적으로 벨 헤븐파크에서 창립되였다. 이민섭 의원이 강 

원향우회기를 기증하였고 초대회장으로 박규훈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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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초대 박규훈, 2대 홍두진, 3대 유상열, 4~5대 박희만, 6대 윤학재, 7대 김명성, 8~9대 원응식 

10~11 김찬수, 12대 김풍일, 13대 조태연, 14~15대 심재균, 16대 전용환, 17대 정일순 

16대 전용환 회장 재임 중 원주 카리타스 후원과 양양 산불피해자 돕기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직접 성 

금전달 등 사업을 펼쳤고, 2005년 10월 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17대 회장에 선출된 정일순은 회장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될수 있는복지사업의 연구실행과강원도청과협의하에 노인들의 고향방문을성사시키겠다 

고 공약했다. 16대 전용환 회장 때부터 준비해 온 향우회가 공동 주관하는 강원도 특산물전이 2005년 10월 

하순그랜드마트센터에서 성황을이룬가운데 호평리에 열렸다. 

영남향우회 

1975년 11월 8일에 정준영, 김태근, 임옥환, 조삼래, 박용준, 정인모, 김종태, 이원철, 박차서, 박영철, 김 

태한, 이경식, 정세권, 김장호, 이상복, 권영구, 김상학 등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정준영을 선 

출하였다. 영남향우회는 이 지역 최초의 향우회로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정월 대보름 잔치와 함께 

추석을 전후하여 야유회 겸 총회를 개최하고 였다. 

30대 김인억 회장 당시 $20,000.00을 모금하여 각각 $10,000.00씩 경남과 경북 도청 복지과를 통해 어려 

운 고향사람들을 도왔으며, 모국의 고향에 투자해 달라는 경남 도지사의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기로 했으며, 

2005년 봄 동향인사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미 시에 김인억이 박대표 워싱턴 방문 환영위원장을 맡았는 

데 폴스 처치에 소재한 더블트리 호텔 대연회장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쇄도하여 그녀 

의 강연을경청했다. 역대 회장의 명단은아래와같다. 

초대 정준영, 2~3대 김태근, 4대 박차서, 5대 정인모, 6대 권영구, 7개 김종태, 8대 서영해, 9대 조삼래 

10대 성수동, 11대 김귀태, 12대 이의재, 13대 권영환, 14대 권태순, 15대 성수동, 16대 차종현, 17대 김창수 

18대 조종호, 19대 강경호, 20대 김명관, 21대 김연기, 22대 장영자, 23대 우태창, 24대 김인덕, 25대 정상 

대, 26~27대 이의재, 28~29대 김옥태, 30대 김인억, 31대 박을구 

이북도민회 연합회 

워싱턴 이북도민회 연합회는 워싱턴지역 이북도민회인 평안, 함경, 황해 도민회 등 5개 도민회와 미수복 

강원, 경기도민회를 포함한 7개 도민회의 연합 조직으로 2000년 2월 25일 창립되였다. 연합회는 북녘 실향 

민 도민회라는 특수한 성격의 단체로서 운영기본방침을 1.각 도민희 간 친화 2. 애향심과 향토문화전승 3. 

북한실상홍보 및 교양강좌 4.탈북난민구호 5.중앙 도민회와 관계증진 6. 민주평화통일 의지선포 7.동포사 

회참여등으로 설정하고, 특히 후세대 청년층 영입에 역점을 둔 장학사업, 모국체전대회 및 청년캠프참가 

를기획하였다. 

2004년 3·24 평북 용천역 열차폭발사고피해 북한 동포 돕기 성금으로 북녁에 희망의 손길을 보내기로 황 

해도(박정휘), 함경도(손경준), 평안도(이병희), 강원도(심재훈) 도민회장 등이 1,500불을 마련 한국일보에 

기탁했다. 매년 9월의 정례합동야유회를 2004년 9월 12일에는 "이북도민의 날'’로 정함에 메릴랜드 주지사 

는 "통일의 날(Unification Day)”로 전 MD 주의 시 민이 한국통일을 기 원하는 날로 선포하였다. 이 행사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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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한인연합회장을 비롯한미사회 각계 대표인사들이 참석 축하격려하였고 이어 북녘의 부모와조상을 

추모하는 추모예식을 가졌으며, 중앙지사, 중앙도민회장의 유공자포상 등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같은 날(2004.9.12) 이북도민 연합회는 그간의 활동과 업적을 인정받아 중앙5도 위원장 및 도민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단체설립의 승인을 받았다. 매년 연합회사업인 한국정부의 "해외 이북도민 모국초청"에 의 

해 1995년 이래 9차(2004)에 걸쳐 약 130명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 산업발전과 안보현장체험의 기회를 가졌 

다. 

2004년 4월 15~17일에 "해외 이북도민초청 지도방문단"（단장 오무영 함북지사) 일행이 방문 이북도민 간 

담회 등 도민의견수렴과 실상을 파악 격려하였다. 2004.11.30. 한국정부 통일부는 남북교류현황과 변화하 

는 북한의 개방실태를 알리기 위한 통일 포럽이 한성옥에서 이관세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대표 주재로 있었 

는데 이병희 이북도민연합회 회장, 워싱턴 평통 회장 김웅태 및 각 이북도민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도민연합회장은 각 도민회장이 윤번제로 맡고있다. 역대회장은 아래와 같다. 

초대 김태섭, 2대 오광동, 3대 조상진, 4대 이병희 

위의 기술 사항에 대한수정 요청이 김재숙으로부터 들어와 있어 그대로 인용한다. （편집자) 

”이북오도민회 연합회는 1998년 8월 13일 이조식당에서 창립했고 창립회장은 김재숙이고 임기를 2년으로 

회칙에 정해졌지만 일년으로 김재숙은 자신이 사임했고 하여튼 창립은 1998년 8월 13일이고 창립회장은 김 

재숙이다.” 

재미워싱턴지구 제주도민회 

창립 일시 : 1991년 1월 13일 

창립 목적 : 제주도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언어문화를 계승 보전 육성하여 미국 문화 속에 심고 천혜 자연 

의 아름다운 제주인의 긍지를 바탕으로 상부 상조와 후세를 위한 교육사업과 친목도모와 모국, 특히 고향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초대회장: 오충열 

이사장:강성호 

고문: 강경옥, 고한실, 김경암, 김경업, 김두형, 오명우 

부회장: 김순기, 김의숙 

사무총장: 강의한 

감사: 정성철, 김홍배 

2대까지 오충열 회장단이 연임, 워싱턴과 제주도에서 많은 봉사와 활동을 했다. 1996년에 3대 회장으로 

김홍배가 선출되어 활동했으나 같은 기간 고향 제주도에 여러가지 대규모 행사(event)들이 많이 있어 고향 

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과 도민회 회원들은 거의 모든 힘을 고향에 쏟아 부였다. 특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추진위에 소속되어 수고했으며, 서귀포 월드컵 홍보대사로서 제주 국제 컨밴션 센터에서 열린 제 

3차 세계한상대희를 위해 시종 많은 수고를 했다. 이제는 그동안 본의는 아니게 소홀했던 워싱턴에서의 활 

동과 도민회 내실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고문진과 이사진의 의견에 따라 2005년 2월 26일 정월 대 

보름 행사를 계기로 새로이 도민회원들을 발굴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제4대 임원진을 구성하고 도민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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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중요 활동 계획으로는 매년 2회 정기 총회 개최; 매년 2회 야유회 낚시 대 

회 개최, 고향학생 상호 초청 연수 및 견학, 고향 제주도와 상호 인적 교류(자매결연, 투자, 무역, 학술교류, 

문화교류 피차 유익한 정보교환) 등이다. 

김영기 회장의 계획을들어본다. 

"지역 특성상 회원 수는 적지만 적은 만큼 개개인의 희원들과 쉽게 친해지고 화합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원하는 회원들 따로 친목회(계) - 현재 16가정 - 를 두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피 
차 위로 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점자 발전시켜 섀 회원 발굴과 봉사하는 도민회로서 

타 단체들과의 협력 교류를 해나갈 계획이며 도한 고국과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분 

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26일 총회에서 선출된 제4대 임원 

진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4대 회장: 김영기 

이사장: 이호석 

고문: 강웅조, 김경암, 김경업, 김홍배, 오총열 정성철 

부회장: 허용익, 홍경수 

감사: 김용남, 양희생 

재미함경향우회 

재미함경향우회는 1982년 6월 볼티모어의 한 공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전영연을 선출했다. 

재미함경향우회는 이산가족상봉, 고향방문등을주사업으로출발했다.1982년부터 2005년까지 100여명의 

회원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했으며, 2005년에만 8명이 고향을 방문했다. 

재미함경향우회는 이러한 가족상봉 사업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고향에 가족이 있는 회원과 

북한에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회원 사이에 이넘문제가 발생, 고향에 가족이 있는 회원들은 재미함경향우회 

에 남고, 북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회원들은 워싱턴 함경도민회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이북 5도민회에 가 

입하면서 두 개의 단체로 갈라졌다. 

재미함경향우회는 현재도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협조로 이산가족 찾기 및 상봉, 고향방문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3명의 회원이 북한의 가족을 찾았다. 매년 가을에 회원들이 모여 망향제를 갖 

고 였다. 재미함경향우회는출범 당시 1년이었던 회장 임기를 91년부터 2년으로 변경했다. 역대 회장은다 

음과같다. 

1대 전영연, 2대 김충흠, 3대 주동걸, 4대 전근택, 5대 장송, 6대 이규석, 7대 고의구, 8대 김순봉 

9~14대 주남훈, 15~16대 최 인종, 17대 주남훈 

충청향우회 

1987년 6월 10일에 창립된 이 모임은 회원 친목과 상부상조 및 매년 효자 효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여 

름에는 하계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회는 구정잔치와 함께 구정과 정월 보름 사이에 있다. 고향 충청도 

와 다양한 인적 및 물적 교류도 시간이 감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더욱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있다. 역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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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다음과같다. 

초대 김선학, 2~3대 이완수, 4대 김종구, 5대 박종환, 6대, 박광신, 7~8대 전용운, 9~10대 임풍호 

11~12대 김남준, 13~14대 신근교, 15대 박은희, 16~17대 이상배, 18~19대 장미호 

평안도민회 

워싱턴지역 평안도민희는 1995년 4월 5일에 평안남북도민으로 창립되었다. 애향, 친화, 통일의 3대 지 

표로 선조를추모하며, 북녁에서 고통받는동포들을 그리워하며, 상부상조의 기풍 안에서 친화도모, 맹호 

출림(猛虎出林)의 서북인 기상의 전통문화,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는 일 등 제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 

히 청년층 영입과장학사업 등을중접적으로 펴고있다. 2004년3월 평북용천역 열차폭발참사돕기에 성금 

(300불)을 기탁했으며, 1995년 이래 한국정부의 해외이북도민 모국방문초청으로 40여 명이 산업시찰과 안 

보현장을 견학 체험하고 있다. 300여 등록 회원은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 

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역대 회장단은 아래와 같다. 

초대 배화영, 2대 김응식, 3대 김창제, 4대 임준상, 5대 김명학, 6대 이병희 

함경도민회 

워싱턴지구 함경도민희는 1982년 6월 워싱턴지구 함경향우회로 창립하였으나, 1994년 이넘문제로 분할 

되어 1996넌 함경도민회로 변경하였다. 함경도민회는 회원친목과 고향을 그리며 매년 망향제를 지내며 2, 

3세들에게 애향심을 길러주고 있다.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 전영연, 2대 김충흠, 3대 주동걸, 4대 전근택, 5대 장송, 6대 이규석, 7대 김순봉, 8대 주남훈 

9대 주동걸 10대 손경준 

호남향우회 

호남향우회는 1982넌 2월 20일 창립되었다. 창립 후 매넌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민주항쟁 기넘식을 

행하였다. 1993넌 5월 12일까지는 광주민주항쟁이 광주내란음모 및 광주사태로 와명해 오다가 김영삼 대 

통령이 1993년 9월 13일 특별 담화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예가 회복되었고 1997년 5월 9일 김 대종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통해 국가기넘일로 선포되었다. 1997년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넘식을 3개 한인 

회 주최(워싱턴한인연합회, 북버지니아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호남향우회 주관으로 매년 갖고 있 

다.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 나연수, 2대 박백선, 3대 유종수, 4대 남상돈, 5대 노동우, 6대 이수한, 7대 조광옥, 8대 김 영 진 

9대 이문형, 10대 이갑철, 공명철, 11대 박생규, 12대 최병근, 13대 허윤, 14~15대 계광호, 16대 나각수 17대 

은정기, 18대 이현곤, 19대 전영근, 20~21대 고대현, 22~23대 이동희, 24대 조필상, 25대 김재섭 

황해도민회 

워싱턴 황해도민회는 1992년 4월에 김상근, 김일욱, 정규철, 김상형, 최만호, 나훔도, 오병교, 김국화, 김 

태섭, 김영훈, 변희선, 오광동, 이태하, 이종식, 여운태, 이훔원, 박보화, 박정휘, 김재숙, 김두련,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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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 기 , 조춘형 , 조상진, 임창규, 홍순식 (무순) 등이 모여 준비모임을 갖고, 1992넌 6월 28일 Virginia 벨 헤 

븐 공원에서 2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출발하였다. 

도민회의 행사 및 사업으로는 매년 3월에 신춘 대잔치 및 도민회 총회를 갖는데 참석인원은 200여 명이 

다. 동향인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서로 도움은 물론 지역의 각 단체들과 친화 협조하며, 한국을 위시한 

세계도처에 재난 발생시 재난구호를 위해 성의를 다해 지원하며, 특별히 이민 1.5세, 2세와 이후 세대들에 

게 부모와 조상의 고향의 향수를 고취시키고 학업에 정진시키는 목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하여 2001년 김태 

섭회장 재임 시에 20,000불 이상의 장학금이 모금되어 2002년부터 매년 도민회 총회 시에 2명을 업선하여 

1인당 1,000불씩 지급하고 있다. 박정휘 회장 임기시인 2005년 4월 도민회 총회부터 회원 중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회원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현재 정식 가입된 회원 수는 400여 명이다. 역대 회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초대 김상근(재령), 2대 김규화(장연), 3대 김영훈(은율), 4대 김재숙(황주), 5대 이훔원(재령) 

6대 김태섭(안악), 7대 오광동(연백), 8대 조상진(해주), 9대 박정휘(신계) 

워싱턴지역 한인사 - 293 



제 6 장 

미국 속의 한인사회 

1. 분야별로 분류한 미국 속의 한인사회 

지난 1970넌대와 80년대를 이민 정착기로 본다면 90년대부터는 미주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한인들의 도 

약시기로볼수 있을것이다. 한인들의 우수한두뇌와근면성이 준비시기를끝내고미국사회에서 두각을나 

타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1) 정치, 행정, 입법 

한인사회의 성장에 따라 워싱턴 D.C. 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에 오른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인사 

회가 이민 역사 100년이 되면서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치적 신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명직에 오른 

한인들은 정치력 신장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노먼 미네타교통부장관을배출한 일본계 커뮤니티와 일레인 차오노동부장관이 나온중국계 커 

뮤니티에 비해 한인들은 차관보 급(級)이 최고위직에 머무르는 아쉬움도 남기고 있다. 2004년 현재 대통령 

임명직에 오른 주요 한인들을 소개한다. 

전신애 노동부 여성국장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전신애가 그해 7월 노동부 여성국장(차관보 급)으로 임명됐다. 한국계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미 행정부 차관보급에 오른 전신애는 이민 1세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 주류사 

회에서 우뚝 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경남 마산출생인 그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5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등성동본인 전경철과 

의 결혼에 반대하는 집안의 압력을 피해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미국 당을 밟았다. 

그녀는 남편의 적극적 권유와 지원으로 노스웨스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 

다. 

일리노이의 이중언어교육센터 컨설턴트(76~78년), 난민교육센터 소장(78~80), 복합문화연구원장 

(80~83)을 거친 후 84넌 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일리노이 금융규제국장에 이어 92년에는 노동국장에 취임, 

흔히 ‘주 장관’으로 볼리는 직책을 맡아 99넌까지 10넌 동안 장수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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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륜 평화봉사단 기획실장 

전국아시아태평양공화당협회장을 지낸 진교륜(폴 진)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미국 평화봉사단의 기 

획정책분석실장에 2002년 임명됐다. 차관보급인 기획실장은 단장과 부단장에 이어 서열 3위의 고위직이라 

고. 미국 청년들의 개발도상국 해외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민간단체인 평화봉사단은 1961년 창설됐으며 연 

방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55년 미국에 온 그는 부시 대통령과 밥 돌 등 역대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도운 공화당원으로 부시 대통 

령의 아버지인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당선후소수민족중소기업청의 미 연방상원의 인준을요하는직 

책에 지명되었었는데 그의 지명을 둘러싸고 한인사회와 일부 언론에서 왈가왈부(日可日否) 논란이 일어나 

자 스스로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조지 H. 부시 정부) 연방 원호처의 장관수석보좌관과 교육부 특수교육 및 

국제교육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영우 전국장애인자문협회 의장 

시각장애 교육학자로 널리 알려진 강영우(57,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가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에 임명됐다. 교육학 박사인 강영우는 한때 교육부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 물망에 올랐다가 탈 

락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전국장애인자문협회의장으로 발탁되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그는중학교시절 사고로실명, 서울맹인학교와 연세대 교육학과를졸업한뒤 1972넌 

미국에 유학, 피츠버그대학에서 교육학 및 심리학 석사와 교육철학박사를 취득한 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1992년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한 그는 장애를 극복한 감동적 인 삶이 미국사회 

에 알려지면서 2000년 미국저명인명사전과 2001년 세계저명인명사전에 올랐으며 그의 자서전 ‘빛은 내 가 

슴에'는 미국과 한국 등 7개국에서 출간됐다. 

존 유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 

존 유 부차관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존 매닝 법률담당 차관을 보좌해 대통령과 의회 관계, 대통령 

의 국방력 사용 및 외교행위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담당했다. 

그는 2000년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으로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플로리다주 수 개표 판결 당시 공화당 

측 증인으로 재검표 작업에 참여한 점 등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수석졸업한 그는 1992넌 예일대 법대 졸업 후 연방항소순회법원 로렌스 실버맨 판사와 클래런스 토마스 연 

방대법관 밑에서 서기를 역임했다. 그는 부차관보직을 그만둔 뒤 1993년부터 재직했던 UC버클리 법대에서 

현법 및 국제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방안보 및 국제법과 국제관계 분야의 미국 내 대표적 보수파를 대변 

하는 법률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선출직 

한인사회의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정계나 다른분야 선출직에 도전하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캘리 

포니아의 다이아몬드바 시장을 지낸 김창준은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이 되며 동포들의 사기를 북돋웠 

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이민 1.5세대인 변호사 문일룡이 교육위원에 2차례 선출되며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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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벌이고있다. 

의원보좌관 

워싱턴 D.C. 의 연방의회에서는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한인들이 접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의 

회에서는 10~20명의 한인보좌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한인보좌관 모임 

은 없고 아시아 태평양계 보좌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북버지니아에 지역구를둔탐데이비스 연방하원의원 밀에서는한인여성 샐리 김 등 2명이 보좌관으로 일 

하고 있댜 또한 19선 의원인 미시건의 존 코니어스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도 서덕원이 펠로쉽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켈리포니아와 뉴욕 출신의 의원사무실에도 한인 보좌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로컬정부 자문 및 커미셔너 

한인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으로 한인들을 임 

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크 워너 버지니아 주지사는 2003년 전체 16명의 아시안 자문위원 가운데 실비 

아 패튼 한미여성재단 회장과 마크 김 등 한인 2명을 임명했다. 2002년에는 애난데일에서 한의원을 운영 

하고 있는 한의학박사 이영진이 버지니아 주정부의 침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메릴랜드 

에서는 김 은이 주지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튜 리가 소수계 사업 및 기업 개혁위원회 위원으 

로 임명됐다. 

한인 기업인 데이비드 김은 2003년 연방중소기업청 (SBA)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등한인들의 자문위원 

역할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워싱턴 정가를 누몄던 한인 영파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처 이르 치체 켜극 

관
 
악
 
n

「
닙
 

햐처 1=l 
O0T 

민주당 

캐슬린 안 

오드리 최 

클라라 신 

고홍주 

정동수 

데이빗김 

마크김 

캐리 현 

엘리자베스 김 

필립윤 

케네스최 

로렌최 

코트니 선주푸 

마조리곽 

대통령 특별보좌관 

경제자문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펠로십 

국무부 인권노동담당차관보,현재 예일대학교 법대학장 

상무부 전략수출지원실 디렉터 

무역대표부부차관보 

중소기업청 법무실장보좌역 

교통부부비서실장 

종소기업청 법률보좌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수석보좌관 

후생부 법무실 특별보좌관 

부통령 선거본부 정책조율 디렉터 

전국위원회 아태계 디렉터 

메릴랜드 연방하원의원 입법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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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희 

(2) 학계 

교수 

헬렌이 

소피아김 

제니퍼로 

공화당법사위 법률담당 

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부대변인 

가주 연방하원의원 보좌관 

워싱턴 근교에 소재한 22개 주요대학에 총 100여명의 한인교수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 한인 

교수협회(회장 이항렬)가 발간한 2000년도 ‘북미 한인대학교수 총람’과 편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메릴랜드대의 김영서(물리학), 조지워싱턴대의 박윤식(경영학), 하워드대 홍인순(병리학), 존스홉킨스 

대 안용구(음악 은퇴)교수 등 워싱턴지역 교수 외에도 1,900명 이상의 한국계 교수가 미국의 고등 교육 기 

관에 봉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의 후원으로 발간된 ‘북미 한인대학교수 총람’은 빠진 것 등 다소 미진 

한 점이 있으나 그런대로 현재로서는 사실에 가장 근접한 자료로 간주된다. 북미 한인교수협회 이항열 회 

장은 "총람에 수록된 한인교수들의 정보가 한국과 북미주 학자들 간의 효과적 인 상호교류에 기 여할 수 있 

기를 바란다" 며 “한인교수협회는 앞으로 한인교수의 연구업적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과 2, 3세 신진 한인학 

자들과의 연계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1986년에 창립된 한인교수협회는 북미 여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계 교수 1,900여 명을 정규회원으 

로 하고 였으며,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해 회원들간의 학술교류, 회원 총람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워싱턴 근교 대학 한인 교수 명단 

~아메리칸 : 장일옥, 김형국 

~카톨릭 : Kim Yong S. , 

~조지메이슨 : 엘리자벳 최, 윤용준, 노영찬 

~조지워싱턴 : 최영아, 염기범, 제임스한, 김영기, 박윤식, 이돈성 

쇼조지타운 : 정미라, 조봉완, Kim Chin H., Lee Kwok, Park Woo Y., 신용계 

쇼하워드 : 곽명혜, 곽승영, 이병성, 이영호, ParkSoonY., 양동자한광접, 홍인순, 강웅조 

~존스홉킨스 : Shin Hyun S. , 케 더 린 조 

~모간스테이트 : 김기웅, 티모시 김, LeeSeong, 박세철 

~타우슨스데이트 : KimOhoe, 김순진, 공찬민, 이강호, 이옥경, 이문환, 신봉주, 엽준오 

~메릴랜드 : Chang Chung Yun, 최규용, 김정호, 올리버 김, 김승경, 김영서, Lee Sung W.,백호정 

박태우, 이문종, 신문희, Yu Ken, 강경아, 세브리너 고, Rhee Juong Gile, 홍지욱, 오태환, 신백효 

Kim Kwang C., 김종훈 

AUVA : 김진영, Kim Yong I., 커트랜드 이, 박기옥, 손상혁, 이수익, Hahn Chang S. 

~몽고메리 칼리지 : 김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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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조수사계 

판·검사 

워싱턴 일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는 한인은 모두 2명으로 메릴랜드주에서 임명됐다. 메릴랜드주 사상 동 

양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02년 8월 판사로 임명된 한인여성 지니 홍(한국명 홍진경)이 그 중 한 명. 한 

인사회에서 처음으로탄생한판사이자이민 역사가오래된종국·일본계를제치고매릴랜드주 첫 번째 여성 

판사로 발탁된 지니 홍은 볼티모어 디스트릭 법정에서 서약식 후 법복을 입음으로써 판사의 첫발을 내디디 

었다. 홍 판사는 판사로 임명되기 전 8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동료 검사 200여 명 중 가장 훌륭한 업무기록 

을 남겼다는 평이 였다. 홍 판사에 이어 2002년 9월 김국현(미국명 브라이언 김)이 메릴랜드에서 두 번째 

한인 판사에 임명됐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판사로 지명된 김 판사는 15년간 주 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페 

리스 글렌데닝 메릴랜드 당시 주지사는 임명사를 통해 "김 판사는 함께 경쟁을 벌였던 지원자 중 가장 돋보 

이는 법지식과 냉철한 판단력, 따뜻한 인성으로 주 법원은 물론이고 연방법원 판사로서도 손색이 없는 뛰 

어난 자질을 지넜다.”고 격려했다. 한인검사도 버지니아에는 한 명도 없는 반면 수도권 메릴랜드에 몰려있 

어 대조를보이고있다. 

더그 갠슬러 몽고메 리 카운티 검사장은 2001년 4월 지 니 조(34, 한국명 조은경)를 검사로 공식 임명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한인이 검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태평양계로서는 인도·중국계에 

이어 세 번째. 조검사는 1996년부터 메릴랜드하워드카운티에서 검사로지내며 강도·강간·살인등강력 사 

건을해결하는등능력을 인정받아많은 지원자를 제치고 검사에 임명됐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검찰에서는 김태형이 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볼티모어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2년 검사로 임명됐으나 이 

듬해 사임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검찰에는 도다른 한인검사 최중원이 2004년 현재 마약총기부서에서 

근무중이다. 최 검사는 카운티에서 한인 범죄피해자가 잇따르자 한인사회와 연락을 맡고 있다. 

변호人| 

한인 변호시들은 워싱턴 일원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시들이 100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메 

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형법률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변호사사 

무실을 열어 이민, 형사, 교통사고등의 업무를담당하고 있다. 

2004년 버지니아주 변호사시험 사정위원회(Virginia Board of Bar Examiners)가 주관한 2월 시험에서는 

6명의 한인이 합격, 변호사의 길을걷게 됐다. 버지니아에서는매년 2월과 7월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며 전체 

합격률은 50% 정도 된다. 로펌에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변호사는 김석한 변호사. 그는 미국의 10대 로펌의 

하나인 ‘애킨 검프 앤드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드 펠드’의 최고 경영진(매니징 파트너)에 올랐으며 20여 년간 

한미 통상관련 법률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2001년) 미국 외교협회의 회원이 되는 영예도 얻었다. 

수人|당국 

워싱턴 볼티모어 일원에는 100여 명의 한인들이 연방수사국(FBI)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인 경찰과 수사관들의 모임은 2004년 4월 30일 창립한 한인사법·수사관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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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김)가 유일하다. 

회장에는 연방수사국(FBI)의 테러대책반에 근무하는 c.s 김, 부회장은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인 알렉스 
리가 맡았다. 또 패어팩스 카운티 경찰인 건 리와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인 앤드류 림이 각각 총무와 재무 

를담당하고있다. 

협회는 카운티와 주 경찰, 셰리프, 검찰, 마샬, FBI 등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인들 간에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볼티모어 시경찰 3200명 중 한인경찰이 11명에 이른다. 볼티모 

어 카운티에는 2명, 몽고메리 카운티와프린스조지스카운티에는각각 5명과 2명의 한인경찰이 근무중이 

다. 버지니아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9명이 근무 중이며 프린스 월리업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에 각 

각 2명의 한인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법수사관협회는 한인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청소년들에게 경찰 등 사법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협회는 한인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나 단체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 

영리단체로등록할계획이다. 

(4) 실업계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대부분 이민자들이 갖는 '아메리칸 드림’은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가 

파른 경쟁의 대열에서 우뚝선 실업계의 자랑스런 한인들을찾아본다. 그러나성공한한인 실업인들중 몇 

명을 거명한다는 것이 어려웠고 일부는 본인들의 사양으로 여기에 소개할 수가 없었다. 

김종훈은 자신이 창업한 유리 시스템스를 루슨트·데크놀로지에 11억 달러에 매각, 미국 내 최고 부자의 

한 명으로 부상했었으며 루슨트 데크놀로지 사장과 대통령 산하 정보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사업 전 

담반’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 캐피탈스와 위저즈, MCI 센터 등을 소유한 링컨 홀딩스사에 투자, 

6%의 지분을 갖고 였다. 현재는 모교인 메릴랜드대학의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새 사업 복귀를 모색하 

고있다. 

이수동은 연방정부 100대 IT(정보통신) 계약기업에 선정된 STG를 1986년 설립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G사는 2001년 기준, 직원 1,200여 명이 연매출 1억달러의 실적을 올렸으며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텔레컴, 정보 관리, 보안, 정보 기술 등 5개 주요 분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9년에는 모교인 고려대에 30만 달러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동양식품업계에서 선두를 지키고있고 최종선은 ‘워싱턴 골프센터’로 유명하며 손영환, 고영수 

김용구 등이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했다. 김종일은 홈킴그룹을 일으켜 창문제작 사이딩,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을확장하고있다. 

(5) 과학의료계 

워싱턴 일원에서 주류사회 진출분야 중 과학계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한인 두뇌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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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이 진출한 곳은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NSWC(Naval Surface War Center), NRL(Naval 

Research Lab),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등 연방정부 산하의 연구소들과 기업체 연구소, 대학과 각급 공공기 

관등이다. 연구분야에 종사하는특성과업무상한인사회와직접적인 연관이 없는이유등으로 인해 워싱턴 

일원의 과학자들과의사들은한인사회에 제대로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종사분야나출신대학별로친목모 

임을 갖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대표적인 단체는 1971년 비영리단체로 설립 

된 재미한인과학자기술인협회(Korean-American Scientist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사회복지를 위한 과학과 기술의 응용을 장려하며 미국과 힌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 

을목표로하는 이 단체에는워싱턴 일원뿐아니라미주 전체에서 2004년 현재 2000여 명의 한인 과학자들 

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이 아닌 한인까지 포함하면 워싱턴 일원에는 1500여 명 정도의 

과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였다. 

도 다른 단체는 1974년에 창립된 한미의사협회를 들 수 있다. 한미의사협회는 워싱턴 D.C.,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400여 명의 한인회원을 두고 있으며 워싱턴 한인봉사센터와 지역 한인교회 등과 함께 무료진 

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한 1980년대부터는 자체적인 의료 학술세미나를 열고 최신 의학정보를 서 

로공유하고있다. 

(6) 국방 

한인계 미군현황 

미군에 입대한군인들은 1970~1980년대 이민 1세대가주축이였으나이후 1.5세대와 2세대 등차세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워성턴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종 미군에 입대한 군인은 55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 

됐다. KAC-DC(한미연합회 워싱턴 지부)는 2003년 연례만찬행사를하며 워싱턴 일원의 한국계 미군 550여 

명 가운데 120명의 이름과 계급을 대형 스크린에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일원에서 근무한 한국계 미 

군으로는 월터리드 육군병원 소속 한인 송주섭 상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회봉사활동도활발히 벌였던 그는 2001년 아태문화유산의 달(5월)을맞아패리스 N. 글렌데닝 메릴랜 

드주지사로부터 표창장을받았다. 이 상을아시안계 출신으로 미·행정부각료에 최초로등용된 노만 Y. 미 

네타교통부장관이 송상사에게 직접 수여해 관심을모았다. 송상사는지난 94넌 10여 명의 시민·군인들로 

이뤄진 통역 및 정서 지원 봉사모임인 ‘Volunteer Network Language Translator & Emotional Support'（이하 

VNLTES)를만들어 월터 리드 병원을찾는환자들을도왔다. 

송 상사는 24넌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02넌 제대한 뒤 워싱턴 한인봉사 센터에서 메릴랜드 디렉터로 

일하고있다. 

워싱턴 한인군인 서포터 그룹 

워성턴 한인사회에서는 2003년 4월 미군자녀를 둔 워싱턴 일원의 한인부모들이 한인군인 서포터 그룹 

을 창단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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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군인 서포터 그룹’에는 워싱턴과 볼티모어 일원의 한인부모 20여 명이 참석, 서포터 그룹의 

운영위원으로 김명옥, 메릴랜드 상공인연합회의 조창준 회장, 펜타곤(국방부)에 근무하는 박홍규와 진춘 

자를임명했다. 

이들은 그해 3월 노정선 연세대 교수가 MBC의 ‘아주 특별한 아침’에 출연,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피우다 

가 잡히면 군대에 간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대학에 남아 있지 군대는 안 가도 된다.”는 등의 망언을 해 

이에 강력항의 노정선의 사과를 받아냈다. 

(7) 관공서 

연방정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일부 외곽지역에 각종 연방부서가 산재해 있어 워싱턴 한인들 중 연방공무 

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계가 주축이 된 아시아계 연방공무원 모임은 였지만 한인들로 구성된 모 

임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방 상무부를 예로 들면 해상기상청에서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의 사무총장인 권오윤과 박경배, 스몰 

비즈니스 시니어 어드바이저인 메리 최 등이 근무하고 있다. 상무부 내의 한인모임은 없지만 30여 명의 한 

인들이 일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는 2004년 3월 연방공무원 취업세미나를 열어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직 도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우처I국 

몸은 힘들지만 연방공무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였는 우체국 근무는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워싱턴 일 

원에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우체국의 이택정, 메릴랜드 포토맥 우체국의 해리슨 도 등 200명 안팎의 우 

체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우체부들은 우정회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고 였으나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근무시간이 달라 전체 

적인 모임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재정난을 들어 우체부의 재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기회가줄어들고 있다. 

지역정부 공무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주정부와 카운티 등 로컬정부, 워싱턴 D.C. 시정부 등에서 근무하는 한인공무원 

들의 숫자도 증가추세다. 버지니아 주정부에는 사회보장부의 금융부서에서 김옥필 전 리치먼드 한인회장 

이 근무하는 등 3~4명의 한인 공무원이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의 태미 김 주택서비스 스페셜리스트, 휴민서 

비스부 소속 제니퍼 이 소셜워커 등 10여 명의 한인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 시정부에 

는 10여 명이 복권국에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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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계 

세탁업계 

워싱턴볼티모어 일원에서 운영되는 한인 세탁소는 1천8백~2천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는 페어팩스 카운티에 가장 많은 300여 개의 한인 세탁소들이 영업 중이며 라우든·프린스 월리업·스태포드 

카운티에서도상당수가운영되고 있다. 

워싱턴 D.C. 의 3백30여 개를 비롯해 메릴랜드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2백50여 개가 영업 중이다. 워 

싱턴 일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한인들이 세탁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한인들은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세탁업에서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 미국사회에 ‘세탁업은 한인’ 이라는 의식을 심었다. 

미용업계 

워싱턴 일원에는 세탁업계 다음으로 미용재료상과 미용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업체 

의 수는 줄잡아 800여 개 정도. 미용재료상 워싱턴지역협회(2004년 회장 이재형)는 워싱턴·뉴욕·뉴저지·커 

네티컷펜실베이니아 협회의 연합체인 동북부 5개지역 미용재료상 협의회(회장 손지용)뿐 아니라 워싱턴 

지역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워싱턴 미용협회도 초대회장에 캐서린 박 

을 선출하며 2004년 4월 출범했다. 이 단체는 메이크업 쇼를 개최하는 등 미용인들의 정보교류와 친목 도 

모를목표로하고있다. 

미용계의 숨은 인재 이경숙: 미 주류사회 미용예술과 미용교육의 대명사인 Paul Mitchell School의 Na

tional Educator로 미국, 특히 버지니아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및 사교육기관(Public & Private Agency & 

Organization)의 미용분야의 교육자로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지난 26년간 한인, 아시아계 및 주류사회에 많 

은 고객을 확보, 숨은 민간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 경숙을 빼놓을 수 없다. 

건축업계 

루팡 사이당 플로어 링 등의 분야는 1970년대부터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한인업체들이 독주하는 분야 

였댜 하지만 워싱턴 일원에 저임금의 라티노들이 대거 진출하며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일원에서 일거리가부족하자 일부 한인들은 남부와북부의 주로 이동해 일거리를 찾는 경우도 늘었 

다. 건축업계의 대표적인 한인으로는 워싱턴 일원에서 첫 한인 루핑 회사를 설립해 연매출 1천6백만 달러의 

회사로 일군 ‘형제건축’의 황치원을 들 수 있다. 

건축업계에서는 개별적인 업체들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지만 불행히도 한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 

워싱턴 일원에서 한인들의 인구가 급증하자 이들을 고객으로 삼으려는 주류은행들이 한인 행원의 재용을 

늘리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고위직에 오른 한인은 북버지니아 재무부장을 지낸 김영일을 들 수 있다. 그는 

메릴랜드 메데스다에 본점이 있는 체비체이스은행(Chevy Chase Bank)의 모기지 담당 부사장을 맡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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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T는 2004년 한인여성 수연 곤잘레스를 게이더스버그 지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김동준은 96년 

3월부터 99년 10월까지 네이션스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난데일 지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9) 스포츠계 

워성턴 한인들 가운데 일부가 프로야구와 프로테니스, 프로권투 분야에 진출해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 

타내고 있댜 도한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가주류사회에 정착하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침병 역할을 하 

고 있다. 종목별로 주류 스포츠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을 소개한다. 

연방의원 가르친 태권도 대부 준 리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을 미국에 소개한 준 리(한국명 이준구)는 한국문화사절단의 1등 공신이라 일컬을 

수 있을것이다. 한국에서 13세의 어린 나이에 태권도를시작한그는 1957년부터 텍사스주립대학에서 공부 

를 하면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에 워싱턴으로 이주 준 리 도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1965년부터 현재까지 29년동안 미국 국회의원 체육관에서 무료로 태권 

도 지도를 해오고 였으며 제자로는 폴리 하원의장, 애스피 농무장관을 포함, 100여 명의 상, 하의원들이 있 

다. 1982년부터 1988넌까지는 레이건 대통령 체육고문을 역임하였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부시 대통 

령 교육자문을 지냈으며 1983년 미국독립기넘일에는 행사 총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중요 

행사 및 직책에 기록을 남겼으며 F.B.I 요원,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명사들을 지도하여 한국의 이름까 

지 빛나게 만든 외교사절의 공신이기도 하다. 

"Nobody Bothers Me"와 전화번호 "USA 1000"으로 유명한 그는 요즘에도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0번씩 

계속하고 있으며 무술을 통한 정신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준구는 1991년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사회봉사상인 “오늘의 등불상"을 받았으며 20세기 "무술인 상"도 

수상하였다. 

프로테니스 선수 알렉스 김 

메릴랜드 포토맥에 거주하는 알렉스 김(한국명 김경일)은 2001년 프로테니스로 진출한 뒤 선전하고 있다. 

2001년 6월 스탠포드대학에서 경제학사 학위를 받은 알렉스 김은 졸업과 함께 프로진출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센 호제에서 열린 US 테니스협회 주최 서니베일 퓨처스 대회에 참가한 알렉스 김은 프로진 

출 첫 대회부터 결승에 진출해 주목을 끌었다. 키 5피트 9인치에 155파운드의 날렵한 체구를 지닌 알렉스 김 

은 2000년 5월 미국대학체육협회(NCM)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버지니아대와 

의 단체전 결승에서 팀 우승을 이끌어 대회 최우수선수(MVI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NCM 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올 보였던 선수들 가운데 스탠퍼드대 출신 존 매켄로, 팀 메이요트 등은 정 

상급 프로 선수로 등장했다. 

알렉스 김은 뛰어난 스피드와 두뇌 플레이 등 기량을 인정받아 2000년 테니스 매거진과 대학테니스협희 

로부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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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0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인 SFX 스포츠그룹에서도 알렉스 김의 프로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서 태어난 알렉스 김은 6세 때 아버지 김동규를 따라 테니스 코트에 간 것 

이 인연이 돼 라켓을잡았으며 지난 1996년 미국주니어 대표로선발되기도했다. 

메이저리그야구 도전 에디 김 

미주체전 워싱턴 야구대표팀 출신의 에드워드 김(에칭 에디 김)이 2003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지명 

돼 화제를모았다. 버지니아제임스매디슨대학 4학년인 에디 김은메이저리그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 애슬 

레틱스에 지명됐다. 4라운드에서 지명된 에디 김은 전체 순위 1백 22번째로 전체 지명자가 6백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지명에 속한다. lm93cm.1백15kg의 에디 김 선수는 거포형 왼손잡이 1루수로 마이너리그에 

서 충실히 경험을 쌓으면 최희섭에 이어 또 한 명의 한인 메이저리그 1루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에디 김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대학의 역대 최고 스타. 대학 통산 타율 0.409는 학교 역사상 최고며 최다 

홈런 타이기록(36) 등 팀의 각종공격 기록을 경신했다. 

학교가 속한 리그에서도 2002년부터 두 해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에디 김은 2002년 미국 전 

체 대학선수 중에서 선발하는 올스타 세컨드팀에 뽑혔으며 그해 USA 투데이에서 발간하는 베이스볼 위클 

리지에 유망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에디 김은 지난 2001년 휴스턴 미주체전에서는 워싱턴 대표팀의 투수검 

4번타자로출전, 훔런을 2방때리며 워싱턴이 은메달을따는데 큰 역할을맡았다. 에디 김은재미동포팀 소 

속으로 본국의 고교야구대회에 찹가하기도 했다. 

LA에서 태어난 에디 김 선수는 본국에 귀국했다가 10세 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로 다시 이주, 성 

장했다. 

프로복서 김한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태권도사범인 김한규(예명 슈가한)가 U.S. 인터컨티넨틀 챔피언을따내기도해 

주목을받았다. 

1983넌부터 권투를시작한김 선수는버지니아웰터급챔피언을비롯해 U.S. 인터컨티넨틀챔피언을거머 

쥐었으며 WBF(World Boxing Federation)의 프로랭킹 14위까지 오르는 등 복서로서 활약했다. 지난 1976년 

메릴랜드로 이민온 김 선수가 글러브를 낀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됐다. 

친구를 따라 권투체육관에 갔다가 김 선수를 얕잡아본 한 선수가 스파링을 제안한 것. 초등학교 3학넌때 

부터 태권도로 체력을 단련했던 김 선수는 생애 첫 복성경기인 스파링에서 상대선수를 그로기상태까지 몰 

아 붙였다. 관장의 권유로 권투에 입문한 김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100전 가량의 경기를 치른 뒤 지난 1986년 

프로로 데뷔, 잔현직 세계챔피언 등과 경기를 갖는 등 활발한 선수생활을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현 세계챔피언인 앤드류 루이스와 몇 해 전 가진 경기. 브라질의 상파울로 라시 

피 축구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전을 별인 이 경기에서 김 선수는 패했지만, 최선 

을 다한 김 선수에게 보낸 관중들의 환호를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레프트 혹에 이은 라이트 스트레이트 

가주무기인 김 선수는복성을그만둔 뒤 버지니아챈틸리에서 태권도장을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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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계 

방송과 신문등 워싱턴의 주류 언론사에서 한인 기자들이 활약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분 

야별로 취합한 한인기자들의 활동상황이다. 

신문人| 

워싱턴 일원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와 볼티모어 선 등에서 한인기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에서는 데이빗 조와 자은정(애리아나) 등 취재기자 2명과 사진기자 1명이 근무하고 였다. 볼티모어 선에서 

는 백관익이 오랫동안 사진담당 편집 부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제이슨 송이 정치부 기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 

다. 워성턴 포스트에는 데이빗 조 기자가 매트로부의 페어팩스 카운티를 담당하고 였다. 조 기자는 월드 

컵 웅원열기나 한인마켓 대형화등의 기사를 작성해 주류사회에 한인커뮤니티 현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자 

은정 기자는 2003년 이라크전쟁이 일어나자 바그다드로 투입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 주목을 받았 

다. 제이슨 송 기자는 애나폴리스에 상주하면서 주정부와 의회를 취재, 볼티모어 선의 대표적인 정치부 기 

자로손꼽히고였다. 

방송人| 

워싱턴 일원의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기자는 NBC 4의 은 양, FOX 5의 낸시 리, NBC의 새라 리 기 

자, 볼티모어와 리치먼드에서는 WJZ 13과 NBC 12에서 섀런 리와 미니노가 앵커와 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워싱턴 한인사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송기자는 NBC 4에서 앵커와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은 양. 메릴 

랜드대를 나온 은 양 기자는 워싱턴 D.C. 인 WUSA 9로 스카웃 됐다. 2002년 3월 NBC 4로 옮긴 뒤 이 방송 

사의 간판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NBC의 새라 리 기자도 순발력 있는 이포트와 왕성한 취재로 인해 인기가 높다. 특히 새라 리 기자는 

NBC뿐 아니라 뉴스 채널 8을 통해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 은 양 기자와 새라 리 기자는 

KAC-DC의 연례만찬 회의 등 한인단체의 주요 모임 때 앵커로 나서는 등 한인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있다. 

CNN보다 높은 뉴스 시청률을 자랑하는 FOX 5에는 지난해 낸시 리 기자가 새로 영입됐다. 수습기자로 활 

동하고 있는 낸시 리 기자는 거의 매일 아침 사건사고에서 건강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활동을 하 

고 있다. NBC정치부 기자로 워싱턴 D.C. 에서 수년간 활동했던 버지니아 차는 뉴욕으로 전근 갔다. 메릴랜 

드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은 차 기자는 에미상을 세 차례 받는 등 주류언론에서도 유력한 기 

자로자리매김했다. 

볼티모어에서는 WJZ 13방송의 섀런 리가 뉴스앵커로 활약하고 였다. 순발력 였는 진행과 미모를 갖춘 섀 

런 리는 WJZ 13뿐 아니라 볼티모어 방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였다. 리치먼드 지역방송인 NBC 12에서는 

미니 노 기자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였어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오타와대를 졸업한 노 기자는 뉴욕과 노 

스캐롤라이나에서 활동하다 리치먼드로 옮겨와 버지니아 주정부와 의회 등을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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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지 부편집장 박진이 

평균 발행부수가 355만 부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대중잡지 피플(PEOPLE)지 부편집장에 한인 2세 여성 

박진이(미국명 지니 박)씨가 2002년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주요 언론의 고위 간부에 기용된 박은 한인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 워싱턴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박윤수 박사(미국 해군 과학기술처행정관)의 큰 딸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인물. 

피플지의 모회사인 타임(TIME)은 인사발령 뉴스를 통해 "피플지 편집장 마사 넬슨의 추천을 받아들여 

지니 박을 부편집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녀는 85년 타임지에 조사부 기자로 입사했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89년 피플지 취재기자로옮겨 톰크루즈, 패트릭 스웨이지 등섹시 스타들을멋지게 해부한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버드대학 생화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저널리스트로 인생행로를 바꾼 지니 박은 17년간 타 

임지 계열 잡지사를 돌며 언론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고(故) 재클린 케네디 미국 대통령 부인과 세기의 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 (91년 10월) 등 유명 인人日급과의 

인터뷰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2001년에는 로라 부시 대통령 부인이 미국의 주요 여성 언론인 10명 

위해 베푼 백악관 오찬에 초대받기도 했다. 

11) 농업 분야 

버섯 박사 원응식 원산농장 대표 

버지니아에서 버섯과 콩을 재배하는 원산농장대표 원응식 (64) 이 한인 최초의 버섯 박사가 되였다. 그는 

2003년초 LA소재 퍼시픽 웨스턴대에서 “전세계 버섯의 생성과정과문제점 및 버섯발달사"와'‘포자와인간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지난 40년 동안 버섯과 함께 살아 온 그 

가 전세계 버섯을 집대성해 인간과의 관계를 조명한 것으로 하워드대 윤일상 박사의 지도를 받았다. 

강원도 원주생인 그는 원주농고를 마친 후동남아에 한약재 수출을하던 무역회사를운영하던 중 버섯 양 

식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한국에서 참나무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3국 재배에 착안, 각국을 돌다 

미국을 찾게 되었다. 76년 미국에서 원목을 들여와 임상실험에 성공을 거두자 78년 도미했다. 버지니아 매 

나사스 인근에 농장을 차린 그는 이후 미국에 표고버섯(shitake)과 느타리버섯(oyster mushroom)을 본격적 

으로 보급한 개척자로 '‘워싱턴 표고버섯 문익점'’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소개 되기도 했다. 

현재 원산농장에서 출하하는버섯은워싱턴은물론 LA, 카나다까지 수출되고 있으며, 프레쉬 필드(Fresh 

Field), 자이언트 같은 주요 그로서리에 납품되는 등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다. 

365일을 출하하는 온실재배 기술을 개발, 현재는 미국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라 한다. 버섯과 함께 

검정 콩(black green bean)도 킹스 도미니언 인근 800 에이커 규모의 농장에서 재배, 연 1만2천 가마를 생산 

하고 있다. 그는 강원향우회장,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 한인사회 봉사에도 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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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전과 성공과 좌절 그리고 계속 도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의 한인사회에는 이민사상 최초의 한인계 연방하원의원인 김창준 고려대 

연구교수를 비롯해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버지니아 

와 메릴랜드에서는 주하원에 도전한 한인들이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정계나 선출직에 도전했던 주 

요한인들을소개한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김창준(미국명 제이 킴)은 한인 이민사상 최초로 1992년 신설된 캘리포니아 41지구에서 연방하원의원으 

로 선출됐다. 3선 의원을 지낸 김창준은 기업인과 정치인으로 성공한 보기 드문 이민 1세대다. 1961년 미국 

에 온 그는 접시닦이를 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남가주대 토목공학과와 칼스테이트(LA) 행정대학원을 졸 

업했다. 

1977년 설립한 제이 킴 엔지니어링이 정부가 발주한 폐수 처리장의 설계 용역을 주로 맡으며 서부에 가 

장 큰 설계회사의 하나로 성장했다. 창립 15년 만에 미국 500대 회사로 선정돼 LA 타임스는 김창준을 대서 

특필하기도했다. 

1990년 4월 다이아몬드바 시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1년 뒤 부시장에 이어 시장에 선출됐다. 그는 1992년 

공화당 예비선거에 뛰어들어 10% 포인트 차이로 1위를 해 공천을 받았다. 본선에서는 30% 득표에 그친 민 

주당의 밥 베이커 후보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리며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한인으로서 최초일 뿐 아 

니라 공화당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건국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으로 연방의 

원이 된 인물은 김 전 의원을 포함 33명에 불과하다. 그는 통산 3선을 기록하며 정운의 가도를 달리던 중 선 

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4선 당선에 실패 본인은 물론 그를 role model로 바라보며 따르던 많은 한인들, 특히 

젊은 세대와 그를 지지하고 성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실망도 주고 허탈하게 했다. 이후 그는 

정계 일선에서는 떠나 연구교수, 젊은 세대를 위한 상담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일룡 페어팩스 교육위원 

이민 1.5세대인 문일룡 변호사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역구 교육위원에 이어 광역구 교육위원 

으로 2선에 올랐다. 문 변호사는 2003넌 11월 선거에서 광역구에 출마한 6명의 후보증 총 7만 9천458표로 

3위를 차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던 4위 리타 탐슨 후보를 1,662표 차이로 따돌리고 교육위원 

에당선됐다.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위원은 총 12명으로 9명은 각 디스트릭트에서 1명씩 선출하며 광역구에서는 3명을 뽑 

도록 되어 있다. 문변호사와 함께 광역구 교육위원에 선출된 사람은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재닛 올제크 후 

보(8만 8천199표)와 공화당이 지지한 스티븐 헌트 후보(8만 905표)다. 

1974년 경북고등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이민온 1.5세인 문일룡 변호사는 하버드대학을 거쳐 윌리임 앤 매 

리 법과대학원을졸업했다.1994년 페어팩스카운티 임명직 교육위원으로공직활동을시작했으며 1996년 선 

거를 통해 브래덕 디스트릭트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99년 교육위원선거에 재도전했다 낙선하는 아 

픔을 겪은 뒤 이번에 당당히 재기했다. 문 교육위원은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 모금실적에서 경쟁자들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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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앞선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페어팩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으로 

문 변호사의 선거비용 모금액은 총 10만 7,020달러 69센트로 광역구 및 지역구 교육위원 후보자 모두를 망 

라해 최고의 모금실적을 기록했다. 

선량에 도전한 한인들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한인들도 상당수 됐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들의 도전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란 측면에서 한인사회의 잠재력을 주류사회에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워싱턴 D.C. 

부교육감을 지낸 진교륜은 1986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1992넌에는 사업가로 성공한 김재욱을 비롯해 한인 어머니를 둔 조 바시폴리가 버지니아 11선거구와 8선거 

구에서 각각 연방하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됐다. 

2003년 버지니아 메이슨 디스트릭 수퍼바이저 선거에는 부동산 중개인인 안영덕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 

나 페니 그로스 현직 수퍼바이저에게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안영덕의 출마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 

도하는 등 주류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메릴랜드에서는 김진희(미국명 지니 와일드) 변호사가 2002넌 

주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몽고메리와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의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근교 상수도 위원희(WSSC Wshington Subruban Sanitary Commis— 
sion)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2. 한인들의 주요직업과 소기업 장악 

1) 주요 직업 

전문직 

미국은전문직업인들이 움직이는사회라고볼수 였다. 사회의 발달과복잡화는고도의 전문지식과직업 

의 분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인들도 이런 추세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가고 였다. 한인들 

은주로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엔지니어, 회계사, 약사등을선호하는데 현재 워싱턴지역에서는한인의사 

400여 명 , 변호사 100여 명 , 대학교수 100여 명 , 약사 200여 명 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공무원 

직업의 안정성과좋은복지혜택 등으로한인들에게 점차 인기가오르고 있다는 직종이다. 연방정부의 과 

학 기술분야에는 250여 명, 연방정부 일반부처에는 40여 명, 정치 임명직에 10여 명, 특허청에 40여 명, 국 

회도서관에 20여 명, D.C. 정부에 30여 명, 메트로에 150여 명(주로 매개닉), 우체국에는 6백여 명, 초·종·고 

교사직 에는 30여 명 등 모두 1천 명 이 넘는 한인들이 근무하고 였으나 35만의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3만 명 

에 달하는 D.C. 공무원의 숫자로 볼 때 한인들이 접하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볼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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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웨이터, 웨이추레스, 메캐닉, 택시 운전사 등에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최근에는 한국 음식점을 비 

롯하여 한인상대 유흥업소 등이 늘어나면서 주로 한인종업원들을 재용하고 였어 이 부분의 고용인원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방면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파악이 어려웠다. 

건축관계업 

미국건설업체나 한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하청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 때는 부지런하고 눈썰미 

가 빠른 한인들이 사이딩 등 소규모의 건축부문을 석권하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불경기로 현재 

주춤한 상태이다. 특히 남미계 등이 저임금 등을 무기로 한인들과 경쟁에 나서는 바람에 한인들이 이 

직종을떠나게 되었다. 

天홉업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 융자업, 자동차 세일즈맨 부문에도 상당수의 한인들이 종사하고 였는데 이들은 

주로 한인사회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소개업은 10여 넌 전부터 일기 시작한 부동산 붐을 타고 

크게 활기를 띄었으나 역시 불경기의 여파로 현재는 위축된 상태이다. 보협업은 약간의 전문지식과 라이센 

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으로 이 업계를 지킨 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였다. 융자업은 약 10년 전부터 

한인들이 찹여하기 시작하다가 지난 수년간 이자율의 허락으로 재융자 등이 폭주, 크게 성장하였다. 

71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을 얻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쉽게 취업할 수 였기 때문에 한 

인들이 경영하는그로서리, 세탁소, 캐리아웃, 수퍼마켓, 레스토랑등에서 일하는한인들도상당수에 달한 

다. 이 부문에는 한인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몇몇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시간당 임 

금은 7~10불 수준이다. 

2) 한인들의 소기업 대거 진출 

D.C. 내 소기업 50%가 한국인 

70년대 초 본격적인 미국이민이 시작되면서 워싱턴지역에 정착한 한인들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워싱 

턴 D.C. 내의 온갖 소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처음에는 가발업으로 시작하였 

던 한국인들은 식품, 캐리아웃, 세탁업, 주류업, 뉴스 스탠드, 개스 스데이션 등으로 점점 더 소규모의 비즈 

니스의 영역을 넓혀 1993년 말 워싱턴 D.C. 경찰국의 집계로는 D.C. 내 전체 소기업 가운데 한국인들이 경 

영하는 업소가 53%로되어 있다. D.C. 내의 소기업 중 3분의 2를동양이민들이 운영하는데 한인들은그가 

운데서도압도적인주력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워성턴 D.C.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을 파는 업소 6백여 개소 가운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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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0%나 되어 D.C. 복권국에서 일하는 길형기는 "D.C. 정부는 한인들이 아니면 복권을 제대로 팔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인업소 가운데 50% 이상이 식품업으로 한국상인들은 식품업자들끼리 전 

국조직을 만들어 가장 활발한 단체활동도 벌이고 있다. 식품업 관계자들은 워싱턴 일원에 한인소매업소가 

1,600개소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업은 워싱턴 D.C.내가 압도적으로 많아 1993년 말 한인들이 워싱턴 D.C. 정부의 주류 면허를 받고 

운영하는 업소가 139개로서 이것은 워싱턴 D.C. 정부가 발행한 총면허 274개소의 반수 이상으로 한인들이 

워싱턴 D.C. 내의 소기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는지 여실히 반영되었다. 숫자상으로 식품업에 이 

어 한인들이 많이 시작한세탁업소는 워싱턴지역 일원에 2000년 말 1,500개소나 된다. 

워싱턴 D.C. 의 거리에 진을 친 행상의 경우 3천 명 가운데 3분의 1이 한인들인데 ”이들은 20여 한국인 도 

매업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손님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음식에서부터 종교의 복음까지 무엇이건 판다.”고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보도는 "특히 워싱턴 D.C. 내의 가난한 지역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음식 

도 팔아 상권을 차지 하였고 일상 생활에 물건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한국인들이 있게 마련” 이라고 

전하여 한인들의 왕성한 기업정신에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한인들이 초기에는 식품업이건 세탁업이건 별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차츰 비즈니스의 자 

리가 잡혀가는 데 따라 접점 더 전문지식이 필요해져 관련 법규 이외에도 식품 위생강좌, 세탁 기술지도 등 

을 계속하여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또 한인업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미국업계도 한인업계 

를 적극적으로 지원, 청량음료, 주류 식품회사 등이 한인사회에 장학금, 행사기금 보조, 판매보상 등 갖가 

지 방법으로관심을표명하게 되었다. 

워싱턴 식품협회의 총람이 갖가지 판매전략 이외에 "흑인사회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전 

문가의 글까지 전재한 것도 흑인사회에서 비지니스를 해나가야 되는 많은 한인들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 

해 나가려는 의지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한인직업의 첫 주자들 

워싱턴지역에 한인으로서 거주자가나타나기 시작한것은 6·25 동란중인 1950년도부터가아닌가생각된 

다. 거주가시작되면 직업이 있거나자신이 사업을하거나해야하기때문에 여기서는한인들이 많이 근무하 

는 약 20가지의 직장과 비지니스들 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한인들을 열거해 보려고 한다. 

워싱턴에서 제일 먼저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한인은 1951년 당시 아메리칸대학에 다니 

고 있던 양기백(국회도서관한국과장)으로 알려졌고 박원규에 따르면 이때쯤 D.C. 에서 민 모가세탁소를하 

고 있었다고 한다. 그 뒤 최재창이 54넌에 알렉산드리아에 닥터스 오피스를 열고 1957년에는 박관부가 베 

데스다에 치과를 개업하였다. 50년대 말에는 최순복이 D.C. 콜럼비아 로드에 동양선물센타와 일부 동양 그 

로서리를 취급하는 서니샵을 선보였고, 60년 전후에는 이석희 등 유학생들이 학비를 별기 위하여 D.C. 에 

서 택시운전사로 나섰다. 

1962년에는 텍사스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한 이준구가 무술의 상업화에 착안, 워싱턴에 "준리 가라데" 도 

장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어 수잔 리는 당시의 황금 업종인 가발을 팔기 시작하였고(65년)， 매캐닉 최총남 

은 1967년에 북버지니아에 자동차 정비업소를 열었다. 같은 해 이성호는 유라시아란 여행사를,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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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는 최정섭이 한국식품점 ‘코리아하우스’를 알링톤에 개업하였고 박계수가 변호사사무실을 열었으 

며, 김광원이 보험판매를시작한것도이때였다. 박규익은메릴랜드에 ‘서울펠리스'란한국식당을처음으로 

등장시켰고(69년)， 유창한과 계창호는 한인 인구가 늘 조짐을 보이자 이민사무실과 회계사무실을 차렸다. 

1970년에는 장신전이 메릴랜드에서 부동산업을 시작하였고 1972년에는 조한용이 서양식품점을, 김의근 

이 미용재료를팔기 시작하였다. 이어 김병관은 1974년에 D.C. 에서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리커스토어를매 

입하였고 박청자는 메릴랜드에 Forest Glen이란 약국의 간판을 걸었다. 한인들에게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우체국에는 김성국이 1976년 처음 취직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입양인들의 정체성 찾기 

어릴적 친부모를 떠나 낯선 나라 양부모 밀에서 자란 한국입양인들이 성년이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찾 

기에 나서고 있다. 모국 방문과 친부모 찾기가 대표적이다. 한국인 뿌리를 재확인하기 위한 제1회 한인 입 

양인 세계 대회가 1999년 9월 10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렸다. 

지난 1956년 미국으로 입양돼 지금은 홀트 아동복지희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순금 콕스는 "입양인들은 

누구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다를 뿐"이라며, “이번 입양인 

대회가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 

했다. 

한국전 직후인 1955년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모두 14만 1천여 명으로 이종 9만 8천 명이 미국에, 

1만 666명 이 프랑스, 8천 218명 이 덴마크, 8천 247명 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였다. 

20년사이 워싱턴에 한인입앙인 2000명 늘어 

1981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워싱턴 일원에 입양된 한인은 2천 1백69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타지역으 

로 입양된 후 이주해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천여 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 릴 랜드 실버스프링 에 위치 한 입 양기관 ASIA(Adoption Service Information Agency)에 따르면 1981년부 

터 2004년 4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입양된 어린이가 모두 2천1백69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어린이들은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등 워성턴 일원에 주로 입양됐으며 일부는 웨스트 버지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입 

양됐다. 한인 어린이들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백인 가정에 입양됐으며 1990년 전후로 생후 1년 안팎의 유아 

들의 입양이 크게 증가했다. 

유아 입양의 증가는본국정부가 1980년대 말 2세 미만으로 입양대상자의 연령을제한했기 때문이다. 입 

양된 유아의 99%는 10대 등 미혼모가 낳고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로 조사됐다. ASIA의 자료에 따르면 본국 

에서는 한해 2만 5천~6천 명 정도의 유아가 미혼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입양 한인의 수는 ►1990년: 2천6백20명 ► 1992년: 1천8백40명 ► 1994년: 1천7백95명 

► 1996년: 1천5백16명 ► 1998년: 1천8백29명 ►2000년: 1천7백9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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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어린이 입양 최고 2만 달러 

월스트릿저널이 2003년 10월 한국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데 많게는 2만 달러 가량 든다고 보도해 주목 

을 받았다. 이 신문은 국무부 자료와 자체 취재를 토대로 한국 아동 입양 비용(여행비 제외)은 1만 2천5백 

~1만 9천3백75 달러가 들며 2002년 가장 많은 입양이를- 보낸 1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중간 수준을 기록했 

다고 보도했다. 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4~5개월로 조사됐다. 

입양 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지난해 2천2백19명을 입양시켜 3위를 기록한 과테말라로 2만 5백~2만 4천 

달러에 달했다. 가장 많은 5천53명을 보낸 종국은 9천9백75~1만 2천1백 55 달러, 2위 러시아(4천9백39명)는 

1만 4천8백~2만 8백 달러가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기간은 중국이 13~14개월로 가장 적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은 국가별 특기 사항과 관 

련, “한국은 유아 입 양이 가능하며 홀부모는 자격 이 없다.”고 소개했다. 2003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온 아동은 1천7백79명으로 4번째를 자지했다. 한편 이 신문은 "미국 내 입양 절자가 까다롭고 돈과 시간도 

많이 들어 점점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입양인들의 할아버지 김응창 

입양어린이들 사이에 입양기관 ASIA(Adoption Service Information Agency)를 운영하며 입양어린이를 

위한 토요학교인 아시아 컬처 스쿨의 교장을 맡고 있는 김웅창 대표는 할아버지(Grandpa)로 통한다. 1981년 

김 대표가 설립한 ASIA를 통해 2004년 4월까지 워싱턴 일원에 입양된 한인어린이들은 모두 2169명. 가난 

등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어린이들이 김 대표의 손을 거쳐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아직도 김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자녀들과 아시아 컬처 스쿨을 찾기도 한다. 1969년 

워성턴 한인회장을 지낸 김 대표는 김웅수 장군 등과 함께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헌 

신했다. 이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등 시쳇말(時體, 유행하는 말)로 잘 나가던 그가 1981년 입양기관을 

만들게 됐다. 본국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부친 김대식이 1999년 홀트아동복지회장을 맡게 되며 그도 입양 

어 린이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 

한창 바쁘게 일에 몰두하며 몇 년을 보내던 김 대표가 어느 날 입양된 10대 소녀와 얘기를 나누다 큰 충 

격을 받게 됐다. 한국계 입양어린이가 자기를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데 총격을 받았다. 이 일을 계 

기로 김 대표는 1989년 아시아 컬처 스쿨을 설립했다.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미국교회를 빌려 한글과 동 

요 등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다. 김 대표는 "한국문화와 한인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입양어린이들이 

많다.”며 "입양가족과 우정도 나누고 본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돕고자 하는 한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워싱턴 한인입양소녀 에밀리 라이언 

워싱턴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소녀가 2002년 본국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돌아와 한인사 

회에 회자되기도 했다. 주인공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버크에 거주하는 에밀리 라이언(한국명 박은 

주, 당시 19세)양. 라이언 양은 그해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힌국-을 방문, 일산의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장애어린이들을돌보고 부산성애원에서 고아들을보살피는등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또 서울 、 부산、 제 

312 - 워싱턴지역 한인사 



주 등을 방문하며 고향이자 뿌리인 한국알기에 나섰다. 

라이언 양은 생후 4개월에 부산 장전동의 복지시설인 생애원에 맡겨진 뒤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인 

패트릭과 낸시 라이 언(Patrick & Nancy Ryan)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라이 언 양은 사춘기 에 접 어들며 

친구들과 다른 피부색과 눈동자를 가진 자신의 뿌리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로빈슨고교를졸업하고노바커뮤니티 칼리지를다니며 피타임 일을병행하던 라이언 양은워싱턴 D.C. 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초급반 과정을 마치는 등 한국알기에 적극 나섰다. 라이언 양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입양보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만나 감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 본국 

체류시 한국방송공사(KBS)의 프로그램 ‘아침마당’에도 출연, 부모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생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방송과 일부 신문에 소개된 라이언 양의 사연을 보고 친자확인에 나선 사람들이 10여 명이 

나 됐다. 라이언 양은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대전에서 덴마크에서 온 한인입양 친구를 만나 생부모 찾기 

에 함께 나섰다."며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도관람하면서 나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 자랑스러움을느꼈 

다.”고회상했다. 

Also-Known-As 

미국에 거주하는한국계 입양인들의 대표적인 전국조직은 Also-Known一As. 1999년 워싱턴 D.C. 에서 창 

설모임을 가진 이 단체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한인 입양인 등 400여명이 회원으로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200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두번째 전체모임을 가진 Also一Known—As는 한인 입양인 문제 

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4년 8월 자신들의 모국인 한국의 서울에서 세 번째 전체모임을 갖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있다. 

전국단체인 Also-Known-As에는 한인 입양인뿐 아니라 중국계와 인도계 등 타민족 입양인들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lso―Known-As는 워싱턴 한인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 

했으나 1.5세대가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인 KAC-DC(한미연합회 워싱턴지부)의 일부행사에 참여하기도 했 

다. 

2004년 회장은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리버덜 로가 맡고 있다. 컬럼비아대에서 소셜워크를 전공한 

리버덜 로 회장은 성인 한인입양인 1세대 보고서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KOREAN FOCUS 

워싱턴 일원의 한인입양인 가족들로 구성된 Korean Focus(Korean Focus for Adoptive Families)는 대표 

적인 지역 입양인 모임이다. 1996넌 6월 창립한 Korean Focus는 한인어린이를 입양한 부모들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하지만이 단체의 활동은지역적으로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웹사이트를통해 미주지역 입양가족 

들의 구심체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이 단체의 부모들은 워싱턴 한인 YMCA가 2002년 해체될 때까지 한인 

YMCA의 여름캠프에 입양어린이들을보내 한국전통과문화, 한글을배우도록적극협조하기도했다. 워싱 

턴 한인 YMCA의 후신인 코리안 Y가 2003년 개최한 입양가족 초청 설날 잔치에는 이 단체 희원들인 입양어 

린이와 양부모로 구성된 풍물패가 신명나는 시물놀이 공연을 해 박수갈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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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입양아 한자리에 

한인 입양아 가정 네트워크(KAAN,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가 주최한 제5회 

연례 컨퍼런스 ‘한 사람, 두 개의 역사(One People, Two Histories)’가 2003넌 7월 25일~27일 버지니아 알링 

턴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려 관심을모았다. KAAN은미국, 캐나다등세계 여러나라의 한국계 입양아가정 

을 한데 묶어 입양아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한인 커뮤니티,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하고 있는 입양아 단체. 컨퍼런스 참가 입양아들은 첫날 사물놀이 등 한국 무용을 관람과 바둑 배우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또 김정은이 제작한탈북자다큐멘터리와한인 이민사를담은탐카프만의 영 

화 ‘아리랑'을 관람했다. 이틀째인 26일에는 한국 문회를」 경험하기 위해 애난데일 한인 타운을 방문해 한식 

으로 점심을 먹고 한인 마켓에서 한국산 제품을 쇼핑하며 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성인 입양 

아들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친부모 가정과의 재회 경험과 이를 통해 달라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도가져 한인들의 마음을뭉클하게 했다. 마지막날저녁에는주미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만찬에 초대 

돼 워싱턴 D.C. 의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4. 미 정치참여와 시민권 취득열기 

1) 한인 시민 및 정치단체(CIVIC & Political Organization) 현황 

워싱턴 일원에는 미국 전국을 단위로 하는 시민 단체인 재미 한국계 시민연맹(LOKA, U.S.A) 과 산하에 

버지니아한국계 시민연맹과 메릴랜드한국계 시민연맹이 활발한활동을 벌여오고 있고한편으로 버지니아 

와 메릴랜드에서 민주당, 공화당 관련 한인단체들이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수 

계가 밀집된 수도권 메릴랜드와 북버지니아의 특성에 따라 한인민주당과 한인공화당이 소속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특히 한인―아시아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 시민연맹 

(The League of Korean—America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 

한국계 미국 시민 연맹 (약칭 LOKAUSA, Inc. ）은 1980년 4월 19일 워싱턴 D.C. 지역에서 창립의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당시 시민연맹 창설의 주역이었던 이형석, 안홍균, 이기춘등은"미국에서 50만이나되는한인 

이 우리의 전통과 문회를: 유지 발전시키며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고 경제적 성공을 통해 미국사회에 이 

바지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단합된 우리의 의견을효과적으로 대변해주는 강력한 전국기구가 없어 

우리의 권익신장이 잘 안 되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연맹 창립 총회 당시 서기로서 연맹회칙 초안 마련과 연락, 기록 등을 맡았던 주역의 일원인 윤지현은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른 동양인 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권익신장에 노 

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립과 함께 제정된 연맹의 헌장은 연맹의 목적과 정책을 명료하게 제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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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조 1항: "연맹의 목적들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미국의 현법을 수호하며 , 미국의 한인들의 문화유 

산을 증진하며, 미국의 한인상(image)을 제고하며, 시민적 및 국민적 삶에서 미국에 영주하는 한인의 조상 

을 가진 미국인들(한국계 미국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한국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 

종, 신조, 피부색, 성별 혹은 원래 국적의 기원에 관계 없이 모든 미국인들의 정의와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대우를 획득하는 데 있다.” 이러한목표와주장은창립 후 4반세기가 지난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당위 

성과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는 목표임을 초대 이사장과 그 후 회장을 역임한 이형석은 주장한다. 

시민연맹은 워싱턴 D.C. 지역에서 태동되었으나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전체를 의미하 

는 LOKAUSA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민연맹 창립을 모색하던 비슷한 시기에, 시민 

연맹과유사한뜻을갖고 있던 당시 한인사회에 지도적 위치에 있던 미 연방정부교육부에 근무하던 버지니 

아의 이기춘과 메릴랜드의 김상민, 허정석 등은 이미 각각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한국계 미국 시민협회를 

세우고 활동 중인 상태였으나 미 전역을 상대로 하는 시민연맹 태동의 소식에 접하고 같은 취지, 같은 목적 

과 목표에 찬동하여 한국계 미국시민연맹 창립에 흔연히 찹여, LOKAUSA 창립과 그 후 회장 등 중책을 맡 

아 오늘의 시민연맹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시민연맹 창립 총회에 참여 그 후 이사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서기, 분과위원장 및 이사 등으로 중 

책을맞게 됐던 인물은 

초대 이사장: 이형석, 회장: 최재창, 

부회장: 전화영(리치몬드), 이영희(볼티모어)， 조한용(D.C. 한인민주당 회장) 

사무총장: 안홍균, 서기:윤지현, 재무:정재완 

이사: 안홍균, 진교륜, 조한용, 최제창, 조관영, 전화영, 정재완, 이조원, 정수일, 한태경, 김재욱, 김응창 이 

기춘, 이태권, 이상남, 이경화, 이형석, 이영희, 이준구, Mrs. 김一Smith, 송요택, 선윤겅 원덕중, 윤인배 윤 

주덕, 윤지현, 염인택, 허정석, 김상민 등 

이후 시민연맹은 꾸준히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갔는데 김―Miller가 전국회장, 신현웅이 전국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1994년 미 연방 정부에 시민연맹이 비영리 단체로 공식으로 등록되어 활동 분야와 프로그램의 

양적인 면에서 다양화되고 참여의 폭을 넓히며 질적 면에서 무게와 깊이와 영향력을 더해 갔다. 

2004년에는 변종서가 전국회장을 맡으면서 4반세기에 걸쳐 이룩된 전통과 성취에 힘입어 시민연맹은 오 

늘도 미국속에 한인들이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긍지를지키며 미국을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 

종, 종족들과 협동하면서 250만 재미 한인들의 결집된 소리와 경제력 정치력 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인 

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기여하는 한인공동체가 되도록 노력 

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였다고 직전 회장 김 _Miller는 말 한다. 

버지니아 한인민주당 

1980년 조한용, 구문장, 서영해, 김귀태, 박청일 등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미국 정치참여 의식 제고와 권 

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한인민주당클럽이 모체가 됐다. 

1984년 버지니아 한인민주당클럽에서 버지니아 한인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는 짐 모랜 연방하 

원의원과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케이트 핸리 전 위원장, 제럴드 코널리 위원장 등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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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조하며 민주당 인시들괴-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아시아 태평앙 시민협의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출신의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고 관련 단체들을 조정, 아태인 

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9년 창립되였다. 워싱턴 한인회는 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89넌 90년에는 정세권이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다. 5월 한 달을 아태인의 달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요활동을하기도한 이 단체에는대만, 필리핀, 괌, 하와이,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차이 

나, 타일랜드 출신과 이들이 만든 20여 단체가 소속돼 있다. 

재 D |동포전국협회(NAKA) 

1992년 LA폭동이 일어나자 경제력은 갖췄지만 정치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한인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 

리가높았다. 재미동포전국협회는미국내 한인정치력 신장뿐아니라미 정계가한반도문제에 평화적 접근 

을 촉구하기 위해 1994넌 설립됐다. 워싱턴 D.C. 에 본부를 뒀던 재미동포전국협회는 2004년 버지니아 페어 

팩스시티로 본부를 옮긴 뒤 워싱턴 지역의 한인 비영리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한인 미국 시민권자의 수효가 계속 증가하면서 한인들도 미국정치 주류에 참가하여 한인들의 존재를 알 

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보호증진하며 미국주류사회에 공헌을할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라 미국 양대 정당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직접 참여 활동할 뜻을 가진 사 

람들 가운데 1979년 장선근을 주축으로 수영 Whitaker, 서동석(Joseph Sirh), 윤봉로 등 수십 명이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창립 총회를 갖고 장선근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1985년에는 Soo Young Whitaker가 2대 희 

장에 선출되 었고, 3대 회장에 Dr. Joseph Sirh, 4대 회장에 Harold Pyon, 5대 Theresa Kim, 6대 Dr. Young 

K. Leigh, 7대 윤유식, 그리고 현재 (2004, 2005년) Daniel Chun 이 회장을 맡고 있다. 

버지니아 한인공화당은 1990년대 이후 한인 1.5세에서 한인 2세로 시대가 교체되면서 주류사회(main 

stream)와 함께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있다. 현 회장인 Daniel Chun(전영 

범)은 2세로서 미 육사(West Point)를 졸업했으며, 재무를 맡은 수 월손은 주 공화당 진당대회 (2001)에서 한 

인으로는 처음 지지연설을 했으며, 전 회장 해롤드 변은 전국 아시안 공화당 수석부회장, 버지니아 아시안 

공화당 회장 및 아시아계로서는 처음 버지니아를 대표하여 2004년 뉴욕에서 열린 공화당 진국 전당대회에 

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활약함으로써 하나의 굵직한 이정표를 놓았다. 물론 시, 군, 주, 연 

방 단위의 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 모금과 선거 운동을 펄치는 일 등, 현재는 백악관과 연방 상하양원을 장 

악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자긍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고있다. 

메릴랜드 아태민주당협회(CAPAD-MD) 

1998넌 창립된 메릴랜드 아태민주당은 메릴랜드 아시아계 주민의 정치력 신장을 목적으로 활동을 벌여왔 

댜 주하원의원에 당선된중국계 수잔 리에 이어 2003년 조만경이 회장에 선출되는등한인들이 임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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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태민주당협회도 한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르자 볼티모어와 

몽고메 리 한인 지 역 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배 려를 했다. 

2) 미국 정당 내 활동 

한인사회 내에서 결성된 공화당이나 민주당계 단체와는 별도로 미국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04년 11월 대총령 선거를 앞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딕 체니 부통령선거 캠페 

인 본부는 아―태 커뮤니티 전국 위원장에 미셸 박 백악관 아_태자문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버지니아 캠페인 본부에서는 해롤드 변 전국아시안공화당협회 사무총장이 부시―체니 지지 아시안 

아메리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버지니아 한인사회를 겨냥한 부시―체니 지지 코리안아메 

리간공동위원장에는 버지니아한인공화당의 대니얼 전 회장과수월슨재무가 임명됐다. 

해롤드 변 위원장 등 부시-체니 캠페인 참여 한인들은 대선 캠페인을 위한 선거기금 모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비롯해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공약과 정책 입안을 위해 활동했다. 2004년초 민주당 예비선거 

에서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월터 김이 하워드딘 캠프에서 한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 관심 

모았다. 메릴랜드에서는 최승홈 메릴랜드 아시아태평양 민주당 고문이 포토맥에 위치한 자택에서 하워 

드 딘 후보를 위한한인사회 기금모금 행사를 별이기도 했다. 

3) 유권자 등록 운동 봇물 — LOKA _ KAC _ DC 선도 

200년대 들어서며 한인 동포들에 대한 시민권 신청과 유권자 등록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소수계로 

서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이민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시민권을 획득,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는자성이 한인사회에서 일기 시작했다. 시민권 신청 등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한인단체로는 

LOK.A-USA(재미한국계 시민연맹), KAC-DC(한미연합회 워싱턴 DC 지부),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버지니아 

시민협회등을꼽을수였다. 

LOK.A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뿐 아니라 리치먼드 일대에서도 시민권 신청과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 

이기도 했댜 특히 2002넌에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메이슨 디스트릭 정부 청사에서 열린 ‘시민권 신청접 

수 및 시험준비 강좌'를 지역방송사인 CBS(재널9)TV가 취재,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열기와 한인단체의 자 

원봉사 활동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LOK.A는 2002년 전국 23개 조직을 통해 2만 명 의 한인이 시 민권 신청을 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03년 

의 경우 워싱턴 일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한 한인은 1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1.5세대와 2세대 등 차세대가 주 

축이 된 KAC―DC도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과 유권자 등록 g 통 을 활발히 벌였다. 
KAC—DC는 이민지들이 많이 찾는 한인 대형마트에서 한인뿐 아니라 라티노, 인도계 등 다른 민족을 대상 

으로 유권자 등록접수를 도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LOK.A―USA의 지역단체인 메릴랜드 시민협회도 수도 

권 메릴랜드 지역을중심으로 시민권 신청과유권자등쿡 홑통 을 전개했다. 이들운동에 대한한인사회의 반 

웅이 좋자 워싱톤 한인연합회와 북버지니아 한인희 등 한인회도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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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주법안 

2004년 버지니아주의회를통과한소주법안은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운동사에서 한획을긋는중요한사 

건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버지니아에서는소주가하드 리쿼로분류돼 식당등에서 병째로서비스 

될 수 없었다. 위스키 등과 마찬가지로 잔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하지만한인사회와긴밀한관계를갖고 있던 챕 피터슨주하원의원(민주)이 2003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피터슨위원은임성빈당시 버지니아한인민주당회장등으로부터 소주병째 

판매의 필요성을 듣고 2004년 소주 법안(HB-805)을 주하원의 주류·게임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피터슨 의원은 의회에서 "소주 법안은 한국 식당 등 스몰 비즈니스를 부흥시키고, 한국 전통을 존중하 

기 위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소주가 병째로 판매되고 였다."며 법안통과를 주장했다. 임 회 

장도 직접 소주와 잔을 의원들에게 보이며 "소주 병째 판매는 메릴랜드와 DC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법 

안통과를촉구했다. 

소주법안은 공화당 의원이 대부분인 주류·게임서위원희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일반법 위원회와 하원 

총회에서도 무난히 가결됐다. 또한 주상원의 재활·사회서비스 위원회와 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2004년 7월 1일부로 발효됐다. 마트 워너 당시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번 문제가 한인사회의 큰 현안임을 인 

식, 2004년 5월 6일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주지사 관저에서 한인 인사들을 초청해 소주법안(HB 805) 서명 

식을 개최했댜 소주법안은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독자법안이라는 점에서 미주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 등 소주가 병째 판매되고 있던 지역에서는 독자 법률이 아닌 ABC 규정 등 

으로 이를 허용한 것이었다. 

소주법안은 한인사회가 정치 활동을 활발히 벌이면 주정부나 의회에서도 한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한 법안심의 등에 한인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입법 활동에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버 

지니아 주 상원의 재활·사회서비스 위원회에서 소주법안이 통과된 후 아이본 밀러(Yvonne Miller)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의사진행발언을통해 “한인들이 이렇게 주상원 심의회에 참석한것은처음보며 이에 감 

사하다."며 "버지니아는 다양화된 주(Diverse State)이며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이번 법안의 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한인사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5) 저조한 한인 투표율 

워싱턴 일원의 한인유권자들의 예상투표율은절반에도못 미치는것으로 알려져 정치력 신장을위해 한 

인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워싱턴 일원의 전체 한인유권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4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부 조사결과 페어팩스 카 

운티 에 거주하는 한인유권자의 수는 7천1백 20명 정도로 추정됐다. 선관위는 민족이 나 출신국가별로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Family name)을 기준으로 한인 유권자 수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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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다. 2003년까지 투표행위 패턴을 기초로 전망한 카운티 한인유권자의 2004년 예상투표율은 38%대 

에 불과했다. 과거 투표참여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인유권자 7천1백20명 가운데 투표자는 2천 7백 71명에 

불과, 투표율이 38,91%로 저조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 역은 1천4백5명 이 등록된 스프링필드 디스 

트릭으로 투표율은 36,86%를 기록했다. 브래덕 디스트릭(유권자 1천2백83명, 투표율 38,11%) 과 설리 디스 

트릭 (9백56명, 34,30%）이 그 뒤를 이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마운트버논 디스트릭 (3백51명 

40,45%）으로 조사됐다. 

버지니아 한인민주당의 임성빈 회장은 "유권자 등록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한인사회 

의 정치적 의견을 보내줘야 한다.”며 2004넌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6) 한인유권자 정당성향 

변변한 한인유권자 자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의 정치적인 정당 지지성향에 대한 분석자료도 

마땅한것이 없는실정이다. 소수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을지지할것이란의견에 맞서 한국전쟁을겪었고자 

영업자가많기 때문에 보수성향인공화당지지도가높다는의견도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일부공개 

된 페어팩스 카운티의 유권자 자료에 따르면 한인유권자 10명 중 6~7명이 민주당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사회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페어팩스 유권자 성향을 표본으로 삼을 때 워싱턴—볼티모어의 한인유권자 

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유권자중 남성보다 여성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해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란 통넘 이 한인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한인유권자 7천 

1백20명 중지지정당을표기한 6백63명 가운데 민주당은 4백19명을차지, 유권자의 63.20%를차지했다. 

공화당은 2백44명으로 전체의 36.80%에 그쳤다. 지지정당 표기 남성 유권자 3백98명 중 민주당 지지는 

2백39명으로 60.05%를 차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는 1백59명으로 39.95%에 불과했다. 여성유권자 2백65명 

가운데 민주당 지지는 1백80명으로 67.92%를 기록한 반면 공화당 지지는 85명 (32.08%）를 보였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9개 디스트릭(선거구) 가운데 공화당 지지를 표명한 한인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많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지지성향이 가장 강한 곳은 리 디스트릭으로 조사됐다. 

한인유권자 30명 중 24명 (80%）이 민주당을 지지했다. 공화당 지지가 그나마 강한 곳은 마운트 버논 디 

스트릭으로전체 36명의 유권자중 17명 (47%）이 공화당성향으로조사됐다. 버지니아에서는시민권자가유 

권자 등록시 당적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 정당이 실시하는 대선 예비선거 등의 투표시 지지정당을 

표기할 수 있다. 보통 10% 정도의 유권자만 지지정당을 표기하지만 이는 특정 그룹의 정치성향을 분석하 

는귀중한자료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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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볼티모어 한인사 

1. 볼티모어 개요 

볼티모어는 미국 초기 13개 주의 하나인 메릴랜드주의 최대도시로 수도 워싱턴 D.C. 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도시이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 미국의 역사와함께 발달한볼티모어는오하이오주로가는기자길과서부로가 

는 70번 고속도로, 동부 해안 지역 남북을 잇는 95번 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있어 항구를 통해 물류들이 

어오고나가는관문이 되었다. 

1990년 연방정부가 워싱턴과 볼티모어를 한 생활권의 광역도시로 통계를 잡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 

으로 워싱톤-볼티모어는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에 이어 미국 최대의 광역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과거 두 도시 간의 완총지역으로서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 즉 워싱톤 북쪽 메릴랜드지역과 볼티모어의 

광역지역으로남쪽교외지역이 지난 10년동안거의 완전히 개발되어 두도시가한생활권의 광역도시로기 

능하는 데 불편이 없을 만큼 변화가 이루어졌다. 

인구는 65만1,154명 (2000년), 위성도시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는 약 238만 명이다. 1729년 인디 

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조선업을 시작하면서 발전, 독립전쟁 당시에는 조선의 중심지인 동시에 담배 

와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도시가 되였다. 지금도 대무역항의 지위를 견지하고 있고, 상공업·교통·교육의 지 

도적 도시로서도 활기를 띤다. 

공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조선·제철·자동차·전기·화학·정유 등의 제조업이 다양하게 발전했다. 교육 면에 

서는 존스합킨스·가우처·로욜라·메릴랜드·메릴랜드 노틀담 등 많은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이 집중해 있다. 

독립운동당시에는독립군의 중요한거점이었고, 남북전쟁 때는이곳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미국국기에 성 

조기 (Star Spangled Banner Flag)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미국 국가가 작사된 것은 볼티모어의 포트 맥헨리 

(Fort McHenry, 현재 별 모양을 한 벽돌의 요새가 사적으로 시의 남부에 보존되어 있음)에서 였다. 미국과 영 

국의 전쟁 말기인 1814년 9월 14일 새벽 프란시스 스갓 키 (Francis Scott Key)는 25시간에 걸친 영국군의 포 

격이 끝났을 때 요새에 아직도 미국의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시 

써 내려갔다. ‘포트 맥헨리 방어(Defence ofFort McHenry)’ 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는 9월 20일 볼티모어 

신문에 발표되 어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 가 영국 유행가 ‘To Anacreon in Heven’ 의 멜로디로 불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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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1843년부터 국가로 애창되었고, 시가쓰여진 지 117년 뒤인 1931넌 3월 3일 후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식 미국 국가가 되 었다. 또 시 가운데 ‘Star Spangled Banner' 구절은 미국 국기 의 대명사가 되 었다. 

1904년 유명한 볼티모어 대화재(GREAT BALTIMORE FIRE)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다시피했던 뼈 

아폰 기억을 갖고 였다. 그러나 현재 볼티모어는 미국의 역사를 각처에 보존하고, 근대화한 도시로 큰 비 

중을차지하고였다. 

2. 볼티모어지역의 첫 한인들 

볼티모어지역 최초의 한인거주자 _ 민규수 

볼티모어지역의 한인 역사는 미주 한인 역사와 시작을 같이한다. 한인이 미국과 관계를 맺게된 것은 조 

선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맺고 미국과 공식교류를 하게된 조선은 1883년 처음으로 

정부대표로 보빙 사절단 11명을 미국에 파견한다. 사절단은 전권사절 민영익, 부사 홍영식, 전권사절 종사 

관 서광범을 비롯 현홍택, 유길준, 변유, 고영철, 최정석 등과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각 1명씩 모두 3명의 

통역관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사절단의 가족이 일부 끼여 그해 9월 15일 미국땅을 최초로 밟았다. 당시 왕 

실의 외척인 민씨 집안의 규수 한 명이 사절단과 함께 와서 1885년 볼티모어에 개교한 가우치칼리지에 등 

록하여 볼티모어지역에 정착한 최초의 한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유학생들에 관한 기록에 보면 한미수호조약을 맺기 이전인 1881년 윤치호가 미국에 유학온 최초의 한인 

이고, 두 번째가 1885년에 온 서재필과 민규수로 기록되어 있어, 민규수가 볼티모어지역에 최초로 거주한 

한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있다. 

한국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는 볼티모어에서 양의학을 공부했다. 

박에스더는여성들이 진맥조차자유롭게 받지 못하던 100여년 전 여성환자들을위해살았으며, 많은환자 

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하다가 스스로의 명을 단축하고만 봉사 정신에 투철한 참된 의사였다. 

박에스더 (1877~1910)의 본명은 김점동이다. 그녀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아펜셀라의 집 

안일을 돕던 광산 김씨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서양 선교사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만큼 김점등은 비 

교적 일찌감치 서양 문물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김점동은 10세에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에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한다. 당시 백성들은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했다. 김점동의 아버지조차 치음에는 김점동의 

이화 학당 입학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명하고 영리했던 김점동은 우여곡절 끝에 이화학당에 입학하 

게되고 곧 이어 학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어학에 뛰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과 서양 선교시들」 사이에 의사 소통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맡았 

고, 세례를 받은 후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다. 

김에스더는 당시 이화학당 교장이던 스크랜톤의 소개로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온 여의사 로제 

타 셔우드의 의료 활동 통역사로 활동하던 종, 셔우드가 언청이 수술을 흉터 없이 완벽히 해내는 것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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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켜보고는자신도의술을배워 고통받는많은사람들을돕겠다고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에스더는 셔우드로부터 남편인 닥터 홀의 선교와 의료 활동을 돕던 박여선을 소개받고 나이 17세에 결 

혼한다. 이때 에스더는 서양 풍습에 따라 남편 성으로 이름을 박에스더로 바꾼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미망인 

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로제타 셔우드홀을 따라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김에스더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볼티모어의 여자 의과 대학에 최 

연소로입학했다.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박에스더는 고종이 동대문 인근에 특별히 마련한 여성전용 병원인 ‘보 

구 여관’ 에서 일을 시작, 부임 첫 해 10개월간 3,000여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휴일도 휴가도 없는 나날이 

었다.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가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갔다. 그리고 이듬해 셔우드 홀이 세 

운 평양의 홀기넘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당시 박에스더는 병원에서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평안 

도와 황해도를 두루 다니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벽지의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업동설한에도 당나귀가 끄 

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 나섰다. 박에스더가 펼친 의료활동은 미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산간 벽지 

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사람들은 양의사에게 몸을보이는 것을두려워했다. 그들은 병이 들면 무당을 찾 

아가 푸닥거리를 할지언정 의시를:같아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박에스더는 말못할 홀대를 받으면서도 오로 

지 한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굳은 신넘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런 그녀의 노력은 곧 입소문으로 퍼 

져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는 말을 얻을 만큼 명의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해나가던 박 에스더이지만 미처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했다. 그 

녀는 남편을 앗아간 것과 똑같은 병인 폐결핵에 걸리고 만다. 당시 의학 기술로 폐결핵은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다. 결국 1910년, 34세의 박에스더는자신이 돌보아야할많은 여성 환자들을남겨두고눈을감고만 

다. 개화기 초기 여성으로 태어나 남자들도 업두를 내지 못한 미국 유학을 감행한 후 의사가 된 박에스더. 

자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소진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은 시대를 넘어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값진귀감이 된다. 

한편 박에스더의 남편으로 볼티모어에 유학온 아내의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박여선은 볼 

티모어에 묻혔다. 

재영창워성턴한인사편찬위원장과볼티모어지역 한인사편찬관련 인사 7명은 2004년 1월 13일 볼티모어 

서부 로레인 파크 공동묘지에서 박여선의 묘소를 찾아냈다. 그의 묘비에는 영문으로 ‘Yousan Chairu Pak' 

성명과 함께 1868년 9월 21일 한국서 출생해 1900년 4월 28일 볼티모어에서 사망했다고 새겨져 있으며, “내 

가 나그네가 되였을 때 나를 맞아 들였고(마태 25:35)” 라는 성경구절도 함께 쓰여 있었다. 박여선의 무덤은 

재미사학자인 방선주 박사가 처음으로 발굴해 영문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한인사호에서 찾아본 것은 이때 

가 처음이다. 박여선은 볼티모어에 묻힌 최초의 한인이며, 그는 미주에 한인 이민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기 

에 그의 묘소 또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 중 하나로 추정된다. 

박여선은 1893년 신분의 차이를 넘어 박에스더와 결혼, 이듬해 아내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 

는 능력을 발휘하는 아내를 위해 당시로서는 드물게 자신은 뉴욕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아내의 학비와 생 

활비를 댔다. 4년간을 낯선 이국땅에서 상투머리 그대로 고생하며 아내를 뒷바라지 하던 박여선은 안타깝 

게도 아내 박에스더가 의사가 되기 직전에 폐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만다. 아내가 의대를 졸업하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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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6일 전이었다. 박에스더의 유학을 주선한 셔우드 홀의 회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산으로 불린 박여선 

은 미국에 온후 자신의 영어가 학업을 수행할 만큼 능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자 곧 아내의 뒷바라지로 돌 

아섰다고한다. 

가우처 박사와 가우처대 

박에스더가 한국 최초의 양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들 덕이었다. 박 

에스더가다닌 이화학당을세운이는메리 스크랜튼이다. 스크랜튼이 한국최초의 근대식 여성학교인 이화 

학당을 세우게 된 계기는 다시 민영익 등 조선 보빙사절단의 방미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 간 사절단과 대륙횡단 여행을 같이한 감리교 목사 가우처 박사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미국 북감리 

교회는 1884년 봄 어느 교파보다 먼저 의사인 스크랜튼 목사, 그의 모친 메리 스크랜튼, 아펜셀라 목사를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했다. 그의 아들스크랜튼목사가 언더우드보다한달이 재 못되어 한국에 뒤이어 들 

어왔고 그의 모친인 메리 스크랜튼이 한 달 뒤인 1885년 6월 아펜셀라 부부와 함께 입국했다. 그녀는 한국 

에 도착한 이듬해 서울 정동에 감리교 선교본부가 있었던 지역에 20여 재의 초가집과 빈터가 있는 땅을 사 

서 여자학당과 부녀원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들 건물이 1886년 11월에 완공되자 이곳에 최초의 여학교를 시 

작했다. 명성황후는 조선왕조 상징 꽃인 배꽃을 이 학교의 이름으로 지어 이화 학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우 

리 민족사에 올려진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이화 여자중고등학교와 이화 여자대학교가 여기서 출 

발하게 된 것이다. 미국 감리교의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한 감리교회의 목사 존 가우처 (John F.Goucher, 

1845~1922) 박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절단 일행과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을 향하는 열차 

에서 역사적 인 조우를 한다. 

단국대 어문학부 역사학 전공 교수인 김현수의 ‘구한말 미선교사 활동의 정치적 의미'(2001년 6월) 논문 

에 따르면 “1883년 사절단으로 간 보수파인 민영익이나 개화파인 홍영식, 서광범 등이 아서 (C. A. Arthur)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부 횡단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기차 속에서 볼티모어 대학 학장인 가우처 박사를 만나 

한국 사정 및 선교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가우처 박사는 선교와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볼티모어 가우처 대학의 창설자로 총장직을 검 

하고 있었다. 열차 안에서 민영익 등을 만나 가우처는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깊은 관심과 흥미 

가졌다. 그는 조선에서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 그해 11월 6일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건 

의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선교 기금으로 2,000달러, 후에 또 3,000달러를 희사하지만 선교사에 대한 박해 

를 우려한 선교부의 승인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인 1884년 1월 31일 중국에서 15년간 선 

교활동한 후 일본에 주재하고있는 맥클레이 목사에게 한국에 직접 가서 선교 개척 가능성 진단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같은 해 6월 19일 맥클레이는 부인과 동반하여 조선에 가서 선교의 길을 열었다. 이후 미국 

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들은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의 학교를 세워 조선에 근대교육을 시작했으니, 한국 

근대 교육은 가우처 박사의 조선 선교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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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들의 유입 

일제 강접 시기인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한인들의 이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에스더와 같이 미국인 선교사를 따라 서양 문물을 배우러 온 한인들이 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는 

않고 였다. 특히 볼티모어의 경우 가우처 목사 등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선교시들이 있었고, 그가 설립 

한 가우처대가 있어 유학생들이 였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일제 패망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미군과 미 외교관계자를 통한 한인들의 

이주가 재개된다. 이들은 대개 한국전쟁 시기나 그 직후 유학 등을 목적으로 건너왔으며, 유학생과 학위를 

취득한 의사, 학자 등과 국제 결혼을 통한 여성들이였다. 

볼티모어지역 원로 한인들에 따르면 1950년대 한인들은 2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최제창이 존스 홉킨스 병원 연수차 다른 의사 9명과 같이 볼티모어에 도착했다. 

하지만이들은 연수를마친후워싱턴 지역 등다른곳으로옮겨가볼티모어에 남지는않은 듯하다.1954년 

볼티모어에 이주해온방은호의 기록에 의하면당시 유학생과인턴, 레지던트등의시들-10여 명이 볼티모어 

지 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존스합킨스대 물리학 교수로 재 직 하다 2004넌 은퇴한 이 영근 박사가 볼 

티모어에 현존 한인으로는 제일 먼저 볼티모어에 와서 줄곧 이 지역에 거주하고 였다. 이영근은 서울대 

리대 재학중 1953년 존스 합킨스 대학에 유학생으로 도미, 1956년 졸업후 시카고대학과 콜럼비아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취득한다음 1964년 존스합킨스대 교수로부임, 40년간근속했다. 

1955년 볼티모어에 이주해온 의사 곽훔은 당시 약사 방은호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방은호는 서울 

대 약대를 졸업하고, 1948년 도미해 일리노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볼티모어로 옮겨왔다. 1927년생 

인 곽홍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53년 도미, 신시내티와 오하이오에서 수련 후 볼티모어로 옮겨왔다. 심 

장내과와 흉부외과를 전공했으며, 1961년부터 65년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지도 

교수가 볼티모어의 긴급환자 처리센터 (Shock Trauma Cente이 창설 책임자로 선임되자 함께 창설요원으로 

활동했으며, 그런 인연으로 1990년부터 한국에 연 2회 방문하면서 긴급환자 처리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곽 

홍은 서울에서 친구가 단순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긴급환자 처리시스템이 되어였지 않아서 숨진 일 

을 겪고, 한국에 긴급의료센터설치를 생각했다고 한다. 곽홍은 그 친구가 늑골이 폐를 찔러서 머리로 올라 

간 공기를 빼내면 살수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처치를 할 시설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인 강영훈과 친분이 였어, 직접 만나 설명하였더니 김정수 보건사회부 

장관을 소개해주었다. 이후 보건부 실무진들이 볼티모어를 몇 차례 방문, 견학한 다음 한국에도 긴급의료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곽홍과 같은 1955년 유희린, 이영희 의사 부부와 박옥경 박사도 볼티모어에 이주해왔다. 

유희린 부부는 1953넌 12월 부산을 출발, 샌프란시스코를 거처 오하이오 신시네티 데콘스병원에서 1년간 

함께 인턴 생활을 한 후 1955년 여성병원(현 GBMC)의 초청으로 볼티모어에 정착했다. 유희린은 산부인과, 

이영희는 내과 전공의로 3년간 근무했다. 

유희린 부부는 피란 생활 중이던 1952년 11월 11일 부산 광복동의 한 예식장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 

울 수송국민학교 동기생인 이들은 당시로서는 드문 연애결혼을 했다. 신랑은 서울대 의예과, 신부는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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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가사과 재학 중이였다. 유희린의 부친 유영무는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하다 한국전쟁 중 납북됐다. 이 

영희의 부친 이승우 변호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업 먼허를 취득했으며, 일제침략시대 춘원 

이광수와 여성운동가 김마리아를 변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영희는 "1950년대 한인들은 10명 내외였고, 1970년대 이후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면서 ”의사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아리랑촌, 에섹스, 던닥, 다운타운, 

랜스다운 등지의 개인 집에 일정을 정해놓고 돌며, 무료진료를 했다.”고 회고했다. 진료에는 매번 20명 정 

도가 모였고, 일과 후에 하다보니 대개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유희린는 "처음에는 언어문제로, 1년 후에 귀가 트이니까 생활고가 겹치고, 특히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저항력이 떨어져 결핵이 재발, 어려움을 겪었다. 수련의 시절 미국인 수련생들은 매주 토요일 존스합킨스대 

에 강의를 들으러가면서, 나에게는 계속 수술 조수만 시킬 때 많이 서러웠다.”고 회상했다. 

성인 및 소아 정신과 전공인 박옥경은 유희린 부부보다 조금 늦은 1954년 7월 1일 서울여자의전(현 고려대 

의대) 졸업 후 24세의 나이로 도미, 미주리주 센트루이스의 크리스천 병원에서 인턴 과정, 유니언 메모리얼 

병원에서 2년간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박옥경은 1955년 유희린 부부가 있던 여성병원에서 레지던 

트로 2년간 함께 근무했다. 1957년 정신과 전공의인 커티스 콜러와 결혼 1남 1녀를 뒀다. 1995년 남편과 사 

별했으며, 2004년 현재까지 프랭클린 스퀘어 병원에서 소아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영희는 메릴 

랜드한인회장을 3차례 역임했다. 

윤주덕은 1954년 도미, 워싱턴 지역에서 내과수련을받고볼티모어 북쪽하버드그레이스에서 한인으로 

최초로 1960년 내과전문의로 개업했다. 윤주덕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워싱턴 한미장학재단의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96-1997넌에는 볼티모어 한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세종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을지냈댜 1960년대 들어 볼티모어 지역에 의사와유학생, 다른지역에서 학위를받은후이주하는한인들 

이 늘어났으니, 강창욱, 권종율, 김광택, 김광훈, 김기운, 김영주, 김정욱, 김창호, 문영식, 박봉희, 박인주, 

배옥겅 배옥량, 신봉주, 신상균, 신현승, 안용구, 오창순, 윤인배, 이순호, 이영수, 이재승, 이한주, 장윤전, 

정송석, 조창남, 지동석, 필유일 등이 있다. 

4. 한인사회의 형성 

1969년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볼티모어 지역의 한인 인구는 2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원 

로들은 증언한다. 이 시기 취업 이민 등으로 들어온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 

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한인들의 이민 러시가 진행된다. 

1969년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리자 유대계인 달리 코헨(여)은 이민 브로커 사업을 시작하며, 한인에게 눈 

을 돌렸다. 김창호 전 한인회장(현 목사)은 당시 코헨이 전화를 걸어와 한인 알선을 요청했다면서,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하자 코헨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통해 취업 이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인들의 취업이민은 코헨을 통해 본격화됐다. 취업이민으로 온 한인들은 코헨이 마련한 일반 주택에 집 

단 거주했는데, 패터슨 파크와 그린마운트 애비뉴에 건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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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최인종, 이성훈, 장종언 등 3명이 첫 번째로 취업히가를 받아서 이민을 왔고, 이들 중 최인종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한인들에게 자편을 도맡아 제공했다. 그 뒤를 이어 1972년까지 정상사, 김훈, 유자열, 

임학찬 등이 볼티모어에 정착했다. 이들은 볼티모어 시내 그린마운트 및 파크월스 애비뉴를 중심으로 거주 

하면서 소규모 한인타운을 형성했다. 당시에는 새로 이민오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주고, 아파트 입 

주와 직장 알선 등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했다고 한다. 국재결혼한 여성들이 새로 온 동포들을 많이 도와주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 야유회 등을 개최하면 전체 한인들이 다 참여했다. 1968년과 1969년 야유회에 

는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절반은 국제 결혼 여성이었다. 한인교회로는 당시 40명 정도 참석하는 볼티모 

어 한인연합교회 1개가 있었다. 1969넌 이미 자리를 잡은 의사, 교수들이 코리안 소셜 클럽이라는 첫 친목 

단체를 만든다. 이영근, 이한주, 이재승 등 20~3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00년대 들어 회원들이 고령화되 

면서 모임도 흐지부지해졌다. 

1) 한인교회의 탄생 

1966년 10월 마지막 주일 볼티모어 시내 러블리 레인 감리교회에서 1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가졌 

다. 볼티모어 최초의 한인교회가설립되는순간이었다. 방은호, 임학서, 박진우, 배옥량, 양경갑, 윤인배, 이 

순호, 이한주, 장윤전 등은 수주일 전 보트가 전복돼 익사한 박 모 박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한인교회의 필요 

성을 절감했다. 숨진 박 박사는 유학와서 학위 취득 후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워싱턴지역에서 목 

회하던 2명의 한인목사중한명에게 부탁, 겨우장례를마쳤던 이들은이번 기회에 볼티모어 지역에도한인 

교회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매주 지역 목시들을- 초청, 예배를 갖다 이듬해인 1967년 9월 당시 

시카고에 거주하던 필유일 목사를 초빙, 정식으로 볼티모어한인연합교회(이하 연합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교회는 22가와세인트폴스트릿이 만나는곳에 위치한볼티모어에서 가장오래된교회인 러블리 레인 

감리교회를 빌려 예배를 보다, 1972년 2월 라크 레이븐 블러바드 5400블록의 훼이스 장로교회로 옮겼으며, 

1977넌 8월 14일 롤링로드 선상의 미국 교회를 매입, 한인사회 최초로 자체교회 건물을 갖게 된다. 

필유일 목사는 함남 장진 출생으로 광주사범학교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거쳐 1958년 

7월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침례신학대로 유학을 왔다. 미국 오기 전 5년간 서울 침례교회에서 시무했다. 필 

목사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원, 프린스톤 신학원, 유니 언 신학원, 매사추세츠의 앤도버 뉴튼 신학원 등에서 

공부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공부중안태성 박사등유학생, 의사, 교수, 학생들을중심으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의 전신인 한국성서클럽을 조직, 2대 목사를 지내다 1962년 신학교 졸업후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의 미국인 교회에서 1년간 부목사를 역임했다. 웨스턴미시간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공부한 필 목사는 

1963년부터 시카고의 자연사박물관도서관에서 근무하다 1967년 연합교회 부임과함께 볼티모어로옮겨와 

1973년까지 시내 공립도서관에서 일했다. 

필 목사는 한국서부터 알고 지내던 외과의 박진우가 시카고에 외과학회 참여차 왔다가 볼티모어의 한인교 

회서 목회할 것을 권유, 볼티모어로 옮겨왔다. 필 목사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한 연합교회는 당시 의사, 교수, 

유학생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신자가 출석했다. 신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게 되자 1973년 필 목사는 도서관 

근무를 그만두고 교회일에만 전넘하게 되니 볼티모어지역 최초의 ‘풀타임'한인교회 목사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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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이자 LA 새한장로교회 원로 목사인 최창덕 목사의 목회 회고록 "은혜와 진리 

와 경건으로"(한국장로교출판사)에 의하면 1975년 겨울 샌디에고의 모리스 세루로 선교단체의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후 동부를 거쳐서 캐나다까지 전도집회를 주도한 최 목사는 볼티모어 한인연합교회에 

서도집회를가진다. 

"내가 아는 바로 이 고장은 1968년도 케네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국도 이민 쿼터배정이 의회를 통과함 

으로써 당시 이민으로 들어오거나 유학생으로 이곳에 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민을 신청하므로 영주권 

을 얻은사람들이 영주권을받은지 5년이 경과, 이 당시 시민이 되었고, 한국에 있는가족들을초청, 가족 

초청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략) 

나는 볼티모어 한인교회에 집회 강사로 초청되어 온 것이다. 필 목사는 나와 같은 신학교 동문이며 매우 진 

실하고 성실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목회자상을 가진 분이 다. 그 사모님 께서도 신학교 출신으로 목사님 의 목 

회에 큰 내조를 했다. 이 교회는 급성장하여 교인이 500명을 헤아리고 있었으며, 당대 이민교회로서는 대 

형교회로 명성이 나 있었다.” 

그 후 교인수가 계속 증가하자 1977년 시 서쪽 13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600석의 현대식 본당과 교육관, 

교역자 주택이 완비된 교회를 신자들의 건축헌금으로 구입하게 된다. 미국 교회를 사용할 당시 수세식 화 

장실 사용법을 모를 정도로 미국 문화에 익숙지 못한 교인들의 잦은 실수로 미국교회와 마찰이 많았고, 이 

는 결국 자체교회 마련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필 목사는 1994년까지 만 27년간 봉직 후 원로목사로 은퇴했다. 필 목사 재임 중 일부 신자들이 분화해 

나가 벤엘교회와 볼티모어교회 등을 세워 지역 대형 한인교회의 모태이기도 한 연합교회는 한때 교인수가 

500~600여 명에 달했으나 필 목사 은퇴 후 후임 목사가 무자격자로 판명나면서 위기를 겪어 현재 100여 명 

이 명맥을 유지하고 였다. 한기덕 트리플씨 도매상 대표도 이 교회 학생회장 출신이다. 

필 목사는 부임 당시 볼티모어의 한인인구를 30~40여명으로 기억했다. 주로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중인 의시들이 많았으며 , 대부분 유학생 아니 면 전문직 종사자였다고 한다. 이 영근, 김 정욱(이상 존스 

합칸스대 물리학), 다니엘 김(카핀대 사회학) 등 교수도 3명 있었다. 연합교회는 19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 

운 초기 이민자들이 서로 만나 향수를 달래며 위로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역할, 개신교, 천주교, 비신지를

가리지 않고 출석했다. 1년에 1~2회 갖는 야유회에는 국재결혼한 부부도 10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한 

다. 필 목사는 초기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돕는통역 등 커뮤니티 서비스가주 역할중하나였다고 희상 

했댜 1974년 12월 이 교회 신자 일부가 정종관 목사를 초빙, 한인장로교회(현 볼티모어교회)를 설립해 교 

회확산이 시작되였다. 

2) 한인들의 증가와 한인회의 태동 

1969년 의사와 유학생 중심으로 소수에 머물던 볼티모어 한인사회는 자동차 정비기술자 등 기술직의 취 

업 이민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비사로 이민을 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식 정비사가 아 

니라 이민을 위한‘서류상’의 정비사여서 이곳자동차관련 회사에 취업해서 문제를많이 일으켰다. 타이어 

조자갈지 못하는‘정비사'들은곧 회사측에 의해 해고돼 생존의 위기에 처해지고, 이들의 문제는 결국 법 

워싱턴지역 한인사 - 327 



정으로 비화된다. 동포들의 요청으로 법정통역을 하던 신봉주 타우슨대 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한 

인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인회의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신봉주는 김훈, 정상사, 나중에 한인회장을 지낸 이성훈, 장종언 등이 한인회 창립에 힘을 모았다고 전했 

다. 이들은 한인교회 등에서 한인들의 명단을 얻지 못하자 지역전화번호부를 밤새 뒤져서 한인들을 파악,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토대로 당시 파악한 한인이 360여 명 가량이 었던 것으로 기 억했 

다. 1969~1970년 한인들은 시 동부 패터슨 파크 주위에 30~40여 명이 거주했으며 대구사람이 많았다고 한 

다. 에섹스에도 한인들이 집단 거주했으며, 글렌버니에는 월남과 독일을 거처온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 당 

시 한인들은 대부분 단신으로 와서 살았고 가족들은 나종에 초청됐다. 1972년 3월 타우슨대에서 메릴랜드 

한인회의 전신인 볼티모어한인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100여 명의 한인이 모였다. 초대 부회장으로는 작고 

한다니엘 김 전코핀대 교수가선임되고, 유자열, 정상사, 허종욱등이 임원을지냈다. 

한인회를 창립한 신봉주에 대한 한인사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회장을 맡은 신봉주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서울대 상대 초빙교수와 농수산부 개발사업 고문을 맡아 한국으로 떠나버린 것. 무책임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신봉주는 당시 부회장이던 다니엘 김 교수로 회장 대행체제를 갖춰놓고 떠났다고 해명 

했다. 또 한국과 미국을 계속 오가며 활동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미국서 익힌 선진 지식을 모국에 전 

하고, 현지에서 쌓은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민자가 아닌 ‘경 

계인’혹은‘이방인’에 머물렀다는지적이다. 그는볼티모어 지역의 대표적인원로이민자이고, 50넌가까운 

미국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는 타우슨대 내에 한미비즈니스연구소를 설립, 한국 

의 영향력있는 인시들을〈 초청해 강연회 등을 여는 등 한국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신봉주는 1930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1956넌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켄터 

키주의 조지타운칼리지를 거쳐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주립대 시 

절 부인 임 영애 박사를 만나 결혼했으며 , 임 박사가 학위 취득 후 1964년 NIH산하 노화연구소에 취직하면 

서 볼티모어로 오자, 이듬해인 1965년 타우슨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강의와 힌국 정부기관 정책자문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신교수는 1974년 당시 야당총재 

로서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던 김영삼전 대통령에게 타우슨대의 명예박사학위를주선하기도했다. 김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은 이 학교 160여 넌 역사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었다. 신 교수는 김 전 대통 

령의 민주화투쟁에 감명받아이를주선했지만,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곤욕을겪어야했다. 

한인회 창립에 관계된 기록은 1984년 11월 5일 발행된 볼티모어한인회보(회장 장종언)에서 볼 수 있다. 당 

시 참석 인물들의 증언에 날짜 등의 차이가 다소 나오고 였으나 동 회보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1971.10.10. 장종언 집 (604 Parkworth Ave.）에서 김규환, 정상사, 최인종, 정두만, 유자열, 임학찬 등이 

모여 교포 및 새로 이민오는 교포들 정착을 돕기 위해 한인회를 창립할 것을 논의하여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음. 

1971.10.20. 장종언, 신봉주, 이성훈이 타우슨 팬트하우스에서 한인회 창설을 위한 법적 자문을 위해 변 

호사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음. 

1971.11.20 유자열 집에서 장종언, 신봉주, 임학찬, 김규환, 최인종, 정상사, 정두만, 박이봉, 이학규, 김재 

욱 등이 모여 총회일자를 결정하고 발기 및 총회 의장에 장종언, 초대 회장에 신봉주를 추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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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 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 회장에 신봉주(타우슨대 경제학 교수), 부회장에 다니 

엘 김(카핀주립대 교수)을 선출하여 한인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인회는 2대 총회를 카핀주립대학에서 개 

최, 회장직을 대행해온 다니엘 김 부회장을 회장, 김창호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다니엘 김이 회장 

을 맡으면서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최초로 동포 야유회를 실시하여 수백명이 모였다. 이 시기 

에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모임을 가지면 잘 모였으며, 회비도 거 

의 전체가납부했다. 

한인회 창설에 이어, 1972년 9월 10일 김혜일 등 6명이 현 메릴랜드한인여성회의 전신인 한미부인회를 결 

성했다. 초대 회장은 이정숙. 한인단체 결성이 시작된 것이다. 여성회는 1991년 오덴톤 소방서에서 노인들 

을 초청, 메릴랜드에서는 처음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후 경로잔치는 여성회의 연례 행사이자 주요 사 

업으로 자리잡았다. 도 1992넌부터 노인아파트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 5만 달러 이상을 모았으나 

당국의 승인과 지원을 얻지 못해 기금을 은행 CD로 적립해 보관하고 있다. 이 시절 로크 레이븐 호수 가에 

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호수 주변에 껫잎이 많이 있어서 한인들 다수가 이를 따러 다넜다. 하지만 주변에 포이즌 아이비라는 독 

초가 있어서 풀독이 올라 고생한 한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날 이곳에 제초제가 뿌려져 독초는 물론 껫 

잎 마저 모두죽어버렸다. 이유를알고본즉한건강보험회사의 ‘소행’이였다. 이 보험회사는한인들이 지난 

3년 동안 포이즌 아이비로 의료비 청구를 많이 한 것을 이상히 여겨 조사해 본 결과 이 호수 근처에서 껫잎 

올 따다가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회사는 관계당국에 얘기해서 첫 해에는 경고판을 게시했 

고, 별 효과가 없자 2년 뒤 제초제를 뿌려 껫잎을 모두 말려 죽인 것이다. 이후 밤, 고사리 등 부지런한 한 

인들이 시간이 나면 각지에 널려있는 나물이나 과일, 재소 등을 채취하다 이를 이해 못하는 주민들과 마찰 

을 빚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3) 볼티모어 한인 천주교회의 설립 

1972년 미국 성당서 첫 한인미사를 거행한 볼티모어 한인 천주교회는 1988넌 김용효 신부 부임 후 1989년 

10월 1일 본당으로 승격하면서 교구로부터 볼티모어 시내에 자체 성전인 성 버나드 성당을 얻었다. 이후 교 

세 확장으로 새 성전 건립을 추진하던 중 1997년 10월 12일 우드로운 소재 현 성당을 인수해 축성식을 가졌 

다. 성당과 사제관, 친교실은 물론 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피정의 집까지 갖추고 있다. 

5. 한인사회의 성장(1970년 대) 

1) 한인 밀집거주지역 이동 

1969넌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한인들은 이민 브로커로 나선 달렌 코헨에 의해 볼티모어지역으로 취업이 

민을 오기 시작한다. 미국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도착한 초기 이민자들은 코헨이 주선해준 주택에 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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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당시 이민자들은 시내 33가와 그린마운트, 에섹스, 던닥, 패터슨 파크 지역 등지에 모여 살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노든 파크웨이와 맥클린이 만나는 지역 아파트 단지를 종심으로 한 

인 밀집 주거 지역인 ‘아리랑촌'이 탄생한다.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쌓이고부를축적하는이들이 생기면서, 이들은자녀교육과좋은주거 환경을찾아 

도시 외곽지역에 새 터전을마련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여유를쌓은사람들은볼티모어 

카운티의 타우슨과 티모니움 등 전통적 부촌에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도 열성을 쏟았다. 또 1980년대 

들어 볼티모어 남쪽 글렌버니 지역에도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의 한인인구는 1,77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80년 한인회장 선 

거에 참여한 동포 수가 1,059명인 점을 감안하면 볼티모어 시와 인근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만 명을 넘었 

을것으로추산된다. 

이 시기 한인 사회는 한인회와 1975넌 창립된 실업인협회를 종심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한다. 

2) 미 주류사회와 교류 

볼티모어한인회 제 3대와 4대 회장을 역임한 김창호는 3대 때 부회장에 허종욱, 사무총장 최명자, 사무 

차장 정상사 등과 1974년 2월부터 75년 2월까지, 4대 때는 1975넌 2월부터 76넌 2월까지 부회장 신의웅, 사 

무총장 정상사, 사무차장 이승엽과 함께 활동했다. 

한인회가 처음으로 극동식품(동양식품점) 2층에 사무실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으며, 공식적인 편지지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등 사무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각계의 미국인들을 한인사회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 

했다. 흑인민권운동가 패런 미첼(연방하원의원), 메리 아담스(볼티모어 시의원)， 타우슨대학 총장 제임스 휘 

셔, 볼티모어 선지 주필 겸 편집인 칼튼 존슨, 카핀주립대학 정치학교수 리자드 브라이트 등 5명이었다. 

한인회는 전화번호부를 이용, 한인들의 주소록을 발간했다. 약 50페이지에 500세대가 수록됐는데 당시 

한인들을 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교회는 연합교회 1개뿐이었으며, 장사하는 사람은 가발가게를 운영하 

는 장경호, 임기섭 등 몇 되지 않았다. 1972년 장종언이 한국식품점과 선여행사를 시작했다. 

한인회는 한국대사관 공보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영회를- 상영했다. 한인회 운영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영 

사기를 구입하여 월 1회 노던 파크웨이 주니어 고교에서 주로 상영했으며, 상영할 때마다 200~400명씩 모 

여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곤 하였다. 고국의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행사도 2회 정도 있었다. 당시 

유명가수였던 패티 김, 현미, 한명숙, 조영남 등이 다녀갔다. 그 밖에 체육대회(정구,배구)를 시작, 동포들 

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갔다. 봄, 가을 야유회를 개최하였으며, 한인신문을 분기별로 발행했 

다고한다. 

이 무렵 한국학생회가 정식 발족되어 이세희가 초대학생연합회장으로 활동을 주도했다. 

1974년 추석 무렵 한국어린이합창단이 방문하여 TV 채널 2에 출연함으로써 한국의 추석명절을 소개하 

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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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센터 · 노인센터 설립과 코리언 페스티발 시작 

1976년 5대 회장선거는신의웅과이영수두후보가출마, 한인회 설립이후처음으로경선으로치러져 신 

의웅이 당선됐다. 

최초의 여성 한인회장인 이영희는 김창호의 추천으로 한인사회에 봉사를 시작할 때만해도 한국말을 잘 

못했다고한다. 일본에서 성장, 한국말에 서툴렀던 이영희는한인회 사상유일하게 6, 7대에 이어 14대까지 

3번이나한인회장을 역임했다. 7대 때는두 번째 경선이 벌어져 이영희가정장훈과경합끝에 당선됐다. 이 

영희는 이후 노인회, 봉사센터, 한인회 등 한인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봉사했다. 

이영희 회장이 재임하던 1977년 당시 한인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로서리 업종에 첫 진출, 10여 

명이 종사했댜 한인들은 일명 아리랑 촌으로 불리우는 볼티모어 북동지역인 카니 일대의 라크 레이븐 블 

러바드 옆 동네와 시내 북부 요크 로드의 고반스지역, 동남부의 던닥과 에섹스지역, 북서부지역의 라이터 

스타운 부근에 폭넓 게 퍼 져 살았다. 

1977년 윌리엄 도널드 쉐퍼 볼티모어시장이 한인의 날을 선포했으며, 코리안 페스티발 행사가 시에서 주 

최하는 소수민족축제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볼티모어시의 유태인, 이탈리아인, 중국인, 폴란드인, 아이리 

쉬, 독일계 등등 여러 민족들과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소수민족대열에 끼어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 

다. 주 정부에 한인회를 비영리기관으로서 면세등록을 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센터를 설 

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78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모체로서 봉사센터를 창립, 유급사무직원 

을 재용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했다. 

이영희는 의사로서 동포들에게 의료봉사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순회진료사업(던닥, 라이스 

터스타운 등 동서남북으로 나눠 격주마다 실시)을 했는데 많은 동포들이 참여했다. 일과를 마치고 모여 저 

녁식사를 마치고 진료를 시작하면 밤부터 새벽까지 진료를 계속하곤 했다.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 장학사 

업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한인사회에서는 대외적으로 타민족 커뮤니티와 많은 교류를 했다. 골드시커 재단(Goldseker Founda

tion)에서 2만 5천 달러의 그랜트를 주어 봉사센터 기금으로 사용했다. 그랜트는 3년간 프로그램 운영자 

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받아 봉사센터 직원 봉급으로 사용했다. 봉사센터 총무로 장치본 목사가 오랫동 

안봉사를했댜 

1978년 한인회는 김준성 실협회장과 함께 자녀교육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소 

수민족총회가 열렸는데 총회에 51개국이 참여했다. 행사 도중 회장단 불화로 회장과 부회장들이 사퇴, 5명 

의 부회장 중 이영희만 남아 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국야구 대표팀이 방문, 볼티모어 대표팀과 친선게임 

했다. 광복절 행사의 일환으로 한인축구대회를 시작했다. 

4) 폭설로 한인업소들 약탈당해 

1979넌 8대 권종률 회장은 부회장 정태진, 사무총장 김복순, 재무 김혜일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임 

기를 시작했다. 재임 당시 한인 수는 약 1만 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하며 한인들은 의류점, 가발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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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리가 주 업종을 이루었다. 거주지역으로는 시북동쪽의 페렁파크웨이 일대, 동남부의 에섹스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 볼티모어지역에 폭설이 내려 많은 가게들이 유린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권종률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도 털려 가게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할 때라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권종률은 6만 5천 달러의 SBA 융자를 받게 되어 재기하게 되였다고 한다. 당시 국내정세는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여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권 회장은 10.26 이전 미주총연 수석부회장으로 김영 

삼 제명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자, 대사관에서 고국방문 종인 구한모 총연회장을 불러 사퇴압력을 넣어 총 

연부회장직을 사임했다. 박정희 사망으로 미국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다른 한국인들이 거절 

하는 바람에 혼자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국가의 원수가 죽였는데 회장이 행복한 표정 

을 지었다고 일부 임원들이 문제를 제기, 이사회에 사표제출을 했으나 사표가 반려되어 임기를 마칠 수 였 

였다고한다. 

한인회는 케이톤스빌 커뮤니티칼리지에 허천석 당시 실협회장과 함께 전경숙을 추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최현광, 노황 등 5명의 이중언어교사가 교육청에 소속되어 10개 학교 

를순회하며 영어교육을실시했다. 

5) 실업인들의 정착과 발전 

볼티모어 지역 최초의 한인 실업인은 주미대사관 공보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장경호가 퇴직 후 가발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취업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경제불황으로 직장에서 일시해고되자 생계 

를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사가 수입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하 

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흑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가발장사가 큰 붐을 일으킨 것도 한 

인들이 장사를 시작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대부분 소위 이민 비즈니스라고 불리우는 그로서리(동네가게 

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을 판매)， 캐리아웃(간이음식점) 등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제한된 영어만 사용해도 운영이 가능한 업소로 몰렸다. 장사에 경험이 쌓이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리커 스 

토어나 세탁소, 옷가게, 미용잡화점 등 새로운 방면으로 진출해 나갔다. 

한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자영 업을 비롯 여 러 분야로 진출하는 한인들이 늘어나자, 1974년 실업 인들끼 

리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한 사업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실업인 단체 설립에 합의했다. 김경호, 장종언, 

김종근, 프랭크 장, 이총남, 정장훈, 부영호, 박호설, 신대용, 장경호, 강석만, 이철우, 임공직 등이 수 차 

례 모임을 가졌다. 보험업을 하던 프랭크 장의 부인이 의사였는데 LA에서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그 경험을 토대로 협회 창립에 공현했다. 25명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발기위원장에는 장종언 

이 선임됐다. 

이들은 1975년 2월 11일 메릴랜드실업인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 회장에 정장훈을 선출했다. 부회장 

김종근, 프랭크장, 부영호, 사무총장박호설 등도함께 선임됐다. 이때 한인가게가 40~50개였던 것으로전 

해지며, 주종인 가발가게는 20~30개나 됐다. 나연환이 렉싱턴마켓서 생선가게를 했으며, 그로서리는 10개 

미만이었다. 그로서리는 정승렬이 처음 시작했으며, 전근택, 김시만 등이 정승렬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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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했다고 한다. 1973년 도미한 정승렬은 자동차 정비사로 출발, 나종 스쿨버스회사를 운영했다. 당시 실 

협 임원들은 4,000~5,000명의 한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나무집(장일선)， 극동식품(황씨), 서울 

식당(이철우) 등의 동양식품점 및 한인식당도 등장했다. 일부 원로들은 1970년 요크로드에서 Dr. 노가 동양 

그로서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전한다. 

한인들은 민족 문화의 계승과 함께 우리 문화를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실협은 민족의 긍지 

를 심기 위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한인업소 전체 휴무를 추진했으나, 이사회에서 추석만 휴 

무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회원 업소들의 참여 부족으로 이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76년 던닥에서 

열린 미국독립 200주년 퍼레이드에 60여 명의 농악대 및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 2개월간의 연습 후 참가했 

다. 이때 한국에서 4,000여 달러 어치의 장비 및 복장을구입하고, 버지니아에 거주하던 상쇠 서정문을볼 

티모어로 이주토록 권유해 농악대를 조직했다. 

1977년 한인 자영 업자는 4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주종은 그로서 리 , 자동차 정 비, 캐리아웃 순이 었다. 한 

인 업소의 성장에 따라 실협은 도매상을 대상으로 소매상 권익 웅호 운동을 시작했다. 장종언 회장 재임 시 

절 한인들의 주 업종은 그로서리, 캐리아웃, 세탁소, 가발 및 선물용품점 등으로 다변화했다. 장종언은 5월 

부터 블루크로스―블루쉴드와 단체건강보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27명이 가입했으며, 연말에는 200명으 

로늘어났다. 

1978년 박호설은 장종언이 시작한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단체건강보험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를 성사시 

키기 위해 주위의 권유로 회장직을 맡았다. 당시 130~140개 한인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나 회원업소 

가 180개나 된다고 보험회사에 보고, 80% 이상 참여해야 단체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박호설은 각 업소 방문을 통해 단체건강보험을 성사시켰다. 이해에 김혜일이 지역에서 한 

인으로는 처음으로 회계사무소를 열었다. 

1979년 허천석 회장은한인회와함께 SBA 융자통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회원 업소복구에 주력, 50여 

업소에 도움을 주였다. 2월 25일 총회에 이사와 임원진 일부 따로 집회를 열어 분열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극복했다. 

1982년 김준성 회장은 3개월 동안 직접 방문을 통해 회원 주소록을 만들었다. 56개 업종에 700여 회원이 

등재됐다. 상주 직원을 고용했으며, 보험 업무를 확대 (2종류, 650명 이상 가입)하고, 펩시콜라사와 리베이 

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뤄졌다. 시 경찰국에서 방범 세미나를 열자 500명 

이상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모국 동포 돕기를 시작, 한국 성심보육원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 

1984년 강순형 회장 재임시 한인업소는 1,000여 개로 늘어났다. 

1985년 실업인협회 10년사(발행인: 민학기, 편집인: 허인욱)가 발간되었다. 

6) 한인교회의 성장 

1966년 한인연합교회가 창립된 이래 교회는 한인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발전해왔다. 

한인연합교회는 필유일 목사가 은퇴하고 김창호 목사가 2000년 새생명장로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꿔서 목 

희를 계속하고 있고, 정종관 목사를 초빙하여 분가한 한인장로교회가 지금은 볼티모어교회로 이름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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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목사가 담임목사로 지역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후에 창립된 뱉엘교회는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의 

목회학과장을 지낸 김상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지역 최대교회로 성장했다. 김상복 목사가 한국의 

할렐루야교회로 옮겨간 후 부목사로 있던 신인식 목사는 LA의 베델장로교회로 부임하여 역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함께 부목사로 있던 송영선 목사는 콜럼비아에서 빌립보교회를 개척해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뱉엘교회는 미국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Radio Bible Class)가 발행하는 ‘Our Daily Bread' 한국어 판권 

을 얻어서 한영 이중언어로 번역출간, 10만 부 이상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렌버니 지역에 민족장로교회를 개척한 정창은 목사와 연합감리교회를 시무하던 조동역 목사,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김요한 목사가 지역교회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북부지역에는 생수감리 

교회, 볼티모어순복음교회, 남부지역으로 태덴장로교회, 예루살렘장로교회 등 지역에 80여 개의 교회가활 

동하고있다. 

볼티모어한인장로교회 

1974년 정종관 목사를 중심으로 권영균, 김재성, 정상환, 조석영, 허형범 등이 모여 최초의 한인장로교 

회를 세웠다. 처음에는 이스턴 애비뉴와 뱅크 스트릿에 위치한 미국 교회인 아봇 메모리얼 장로교회를 빌 

려 사용하다 루더빌에 새 교회당을 지어, 자체 건물을 마련했다. 정종관 목사와 김상학 목사에 이어 이영 

섭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볼티모어 한인감리교회 

1974년 5월 조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글렌버니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 건물을 사용 

하다, 존스합킨스대학 인근 유니버시티 파크웨이에 위치한 월슨 메모리얼 감리교회로 옮겼다. 처음으로 한 

글학교를세워 초기 이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한글과한국문화를 잊지 않게 하는데 공현했다. 

주요일지 

1978년 카핀주립대학 내에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한 볼티모어 한국학교 설립. 

6. 한인사회의 안정 (1980년대) 

한인 사회는 1980넌 들어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한인 단체들도 자리를 잡아 동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 

을벌였다. 이 시기 한인들은정착과정에서 맺은끈끈한정과동병상련의 연으로한데뭉쳐 저력을발휘했 

다. 볼티모어 한인사회가 모범적인 단체 운영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샀던 시기이다. 

초기 유학생들울 중심으로 이뤄진 한인사회가 70년대 후반 기술이민으로 대량이민이 시작된 후 한인단 

체도전문인들의 한인사회 찹여가줄어들면서 일반사업자나직장인들로중심이 옮겨갔다. 이로 인해 두그 

룹 간의 분화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한인사회가 성장하면서 두 그룹 간 협력 관계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점진적으로 한인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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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실협, 봉사센터 

80넌대까지 한인회, 봉사센터, 실업인협회는 3각을 이루어 한인사회는 미주 내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 

를 받을 만큼 잘 활동해왔다. 

한인회는 이영희 회장 이후 권종률 회장을 거쳐 정장훈 회장 때에 이르러 자영사업자종심으로 변화되었 

댜 당시 이영희 회장이 봉사센터를 설립하면서 한인회의 중심 사업을 봉사센터로 가져가 한인회를 유명무 

실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영희는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해야하는그랜트 획득작 

업이나 업무의 연속성 등은한인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한인사회 봉사를위해 새로운 기 

관을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고 해명했다. 

실업인협회는 1985넌 10년사 발간과 함께 블루크로스-블루쉴드 건강보험 운영, 도매상과의 리베이트 프 

로그랜 운영 등으로 5~6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회칙을 바꿔 유급 사무총장제도를 도입,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후 직능별 경제단체가 강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쇠퇴하여 유명무실한 단 

체가되어 버렸다. 

봉사센터 역시 장치본 목사가 오랫동안 봉사하던 총무직을 사임하고 에덴감리교회를 개척하면서 배창에 

가 총무직을 수행했다. 종각아파트의 입주를 둘러싼 잡음과 일부 노인들과의 불화가 부정시비로 비화되어 

결국 시는 노인센터를 직접 운영하기고 하고 남기모를 재용해 시 직영체제로 들어갔다. 그 후 두 곳의 미국 

노인센터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그린마운트에 있는 현재의 노인센터를 개발, 시 노인국 소속으로 운영해오 

고 있다. 노인센터가 빠진 봉사센터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1) 한국어 방송 개국 및 한인회 활동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인회장 선거도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 제9대 회장선거에는 정장훈(정)，유옥현(부) 후보와 장종언(정)， 김복순(부) 후보가 경합했다. 총 

투표자 1,059명 중 753표를 얻은 정장훈 후보가 295표를 얻는데 그친 장종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무 

효 11표) 

초대 실업인협회장을 지낸 정장훈은 이미 폐지된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주 교통부 

와 끈질긴 협상과 노력 끝에, 영어가 미숙한 한인도 도로표지판만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으면 합격시켜 준 

다는 조건부 합의를 얻어냈다. 이후 한인회는 상근 유급직원을 두고 응시자들에게 해당 교육을 시킨 후 이 

직원이 직접 차량국(MVA)으로 대동해 갔다. 이로 인해 매주 많은 한인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했다. 

한인회는 동포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인회 명의로 주 1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최초의 지역 한국어 방송인 이 방송은정장훈의 회장 임기가만료되면서 후임자가이를지속할지 여부가불 

투명했다. 한인회는 임원 및 이사회의를 거쳐 당시 유급으로 이 방송을 담당하던 박용찬에게 넘기기로 결 

정, 현재의 미주방송이 탄생하게 됐다. 

볼티모어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시민 걷기대회’에 한인회 임원들이 전원 봉사자로 참가, 중간지점에 부 

스를 설치하고 음료수를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 지역사회에 한인 이미지 고양에 힘썼다. 

정장훈은 9대와 10대를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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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은 이 지역에까지 여파가 밀려와 볼티모어 호남향우회 창립의 계기가 됐 

다. 

1981년 김상태(HenryKim)가공인회계사로는 처음으로 지역에 회계사무소를 열었다. 김상태는 연세대학 

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시라큐스대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회사의 지배인 검 회계감독관 

으로 근무했다. 실버스프링과 볼티모어 두 군데에 사무실을 두고 워싱톤,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물론 뉴저 

지와 뉴욕의 고객들에게 경영상담과 회계업무를 돌봐주고 있다. 김상태는 일찍이 중소기업운영가이드라는 

책자를 저술해서 동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워성톤미주방송에서 시사 

와 경제 논평가로 10여 년간 활동했다.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카운티 캠퍼스의 한국어과 창립위원이자, 메 

릴랜드한인회, 볼티모어실업인협회, 볼티모어한글학교, 세종장학재단, 여러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 등록과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도왔다. 

1981넌 12월에 열려야 되는 총회가 무산되고 진통 끝에 다음해 3월 20일 개최된 총회에서 박호설이 회장, 

고의구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곽태섭이 선임됐다. 4대 실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박호설은 

1955년 육군중위로 볼티모어 북동쪽에 위치한 애버딘의 병기학교 초등군사반 교육이수차 방문한 바 있고, 

1957넌에는 뉴져지에 위치한 통신학교에서 수학해 미국에 익숙해 있었다. 그는 월남 근무 후 도미, 1970년 

볼티모어에 정착했다. 그로 인해 볼티모어에 월남에 갔다온 기술이민자들이 모여들었다. 박호설은 함경도 

홈남공업대학 1회 졸업생으로 제련소에서 금속기사로 근무하다 6.25 때 월남했고, 군대에서 통역장교로 

14년간 복무했다. 제대 후 해외개발공사에서 월남파견 기술자 2000여 명을 선발하는 일 등을 했다. 미시간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1년간 공부하고 볼티모어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했다. 당시 한인 거주지역으로는 글렌 

버니 지역이 최고 밀집지역으로 떠올랐고,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세버나 파크, 오덴톤, 서번, 아나폴리 

스 등지로 인구분포가 확대됐다. 

박호설은 방법활동과 청소년 사업에 역접을 뒀으며, 언어장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포가 많다는 지적 

에 따라 볼티모어 시내 각 경찰서에 한인통역요원을 6명(김시원 등) 배치하여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등록 운동을 통해 정치참여 운동을 했다. 당시에는 유권자 등록처가 많지 않았으므 

로 유권자등록 용지를 구해와 나눠줌으로써 우편등록을 장려했다. 한인들이 정치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다는루머가돌아한인회 요청으로 TV 채널 13에 서성미 변호사, 장치본목사등이 출연하여 해명을하기도 

했다. 계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미국 

정부의 특별면세를 받는다든가, 한국정부에서 사업자금을 대주고 있다든가, 문선명의 자금이 한인들의 사 

업자금이라든가 하는 루머가 많이 나돌았다고 한다.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정부차원의 행사가 

많았고, 한인사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많은 행사를 직접하기도 했고, 또 한국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기넘 

행사를 위한 자량스티커와 페넌트를 만들어 배포해서 홈보활동을 했다. 

한인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볼티모어 카운티 북부지역에 약 100에이커의 

한인공원, 한인묘지,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이 있어 알아보니 25만달러를 요구 

했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금운동을 펼쳤으나 5만 달러도 마련하지 못하여 공원마련을 포기했다. 한인회 

에서 구입을 포기하자 일부 인시들이 개인적으로 구입의사가 였었으나 한인사회 전체가 구입하려다 못한 

것을 개인들이 구입하면 뒷말이 있을 것을 의식하여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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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훈 회장대에 한인들의 정치적인 권익신장을 위해 메릴랜드한인회로 확대하여 각 카운티별로 지부를 

두고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메릴랜드한인회로 변경했으나, 박호설이 회장에 당선된 후 실질적으로 볼티모 

어 지역밖에 관할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티모어한인회로 환원했다. 

1982년 일본에서 2차대전 중 일본의 역할을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나오자 중국인들과 연 

합하여 워싱톤 백악관 앞에서 일본을 성토하는 집회를 가진 후 일본대사관 앞까지 진출하여 항의 데모를 벌 

였다. 한인회는 미국의 주류사회에 의사전달과 2세들에게 한인회의 활동을 알려줘야한다는 취지에서 영자 

신문을 창간 발행하였다. 박호설의 딸인 박혜경(현 변호사)이 ‘East West News’ 를 영문으로 발간해 한인 커 

뮤니 티와 한국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82년 말부터 1984년 가을까지 계간으로 5호까지 나왔다. 이 영자 

신문에는 망명해 있던 김대중을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사회의 토의를 거쳐 대표적인 흑인민 

권운동기구인 NAACP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여 한혹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한인언론의발전 

한인들이 계와 같은 친목모임이나 매주일 교회에서, 그리고 한인 언론을 통해 미국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초기에는 주 2회 발행되는 미주판 신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본국지는 항공 편을 이용해 원 

본을 받아 인쇄해서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송으로 하루를 더 단축시킬 수 있었 

고, 점차 한인사회의 성장과 함께 일간지가 발행되게 되었다. 

볼티모어 지역 소식은 초기 워싱턴의 지국으로 볼티모어에 1인 기자나 지국장을 두고 소식을 받아서 게 

재하는 형식이었다. 1983년 허인욱이 미주 동아일보 볼티모어판 편집장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볼티모어판 

을 정기적으로 제작하게 되였다. 허인욱은 1990년대 초 동아일보를 볼티모어지역에서 일간신문으로 발행 

하였지만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워싱턴지역에서도중앙일보와동아일보가폐쇄되고한국일보의 독점시대 

가 왔다. 한국일보는 볼티모어 지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접차 지국장과 상주기자, 직원까지 두고 일주일 

에 3~4회씩 볼티모어판을 제작했다. 한국일보가볼티모어 선지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 직배를 시작하면서, 

한인들은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가정에서 볼 수 있게 되였고, 볼티모어판도 주 5-6회로 늘어났다. 이는 지 

역 한인사회의 성장을 반영한다. 

2) 지역사회에 ‘한국’ 알리기 

1983년 12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주상오는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동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면서 회비납부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한인회 교육문화부장 검 공보부장이던 허인욱은 주상오와 함께 

거의 연중 한인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렉싱톤마켓, 벨에어 마켓, 크로스 마켓, 홀린스 마켓, 노스이스트 마 

켓, 라파엣마켓 등 시영마켓들을 돌면서 한인회비를 납부해 줄 것과 한인사회 참여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하면서 수집한 주소와 각 교회, 단체를 통해서 입수한 주소와 함께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파트타 

임으로 고용하여 지역전화번호부에 나오는한국이름을 일일이 찾아 전화로확인을하는등한인사회의 센 

서스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확인된 주소를 가지고 한인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편지와 반 

송봉투를 우송하여 많은 동포들로부터 회비를 받았다. 광고주들의 협조로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금에 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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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개인적으로 미수된 광고비와 부족분을 채워서 1만 달러를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예치하여 13대 한인 

회에서 한인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해 5월 8일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시내 이스턴고등학교 강당에서 교포위안의 밤(이주일, 이용, 이은하, 

이연자, 호랑나비 등 출연)을 개최했다. 한인들의 고유 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려는 활동도 활발히 이뤄졌 

다. 5월 28~30일 시 경찰국에서 이너하버 라쉬필드에서 개최한 인터내셔널 페스티발에 참가하여 다른 여 

러 소수민족들과 함께 문화를 자랑하고 고유 음식을 판매했다. 추석에는 시내 헤링런 파크에서 민속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달리기 등 민속대잔치를 열어 한국의 민속문화를 미국사회에 소개하고 동포들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지식층까지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정도만 알고 있을 만큼 인 

식이 부족했다. 도서관에 영자 한국신문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고, 한국을 소개하는 영화를 공보관에서 빌려 

다 각 시내 공립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상영했다. 이해 연말파티는 볼티모어 시내 컨벤션센터에서 유병현 주 

미대사와윌리임 도널드쉐퍼 시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장소가컨벤션센터이고주미대사도참석한 

덕에 미국 정계의 많은유력인시들이 참여하여 한인회의 주류사회 참여에 전기를마련했다. 

9월 1일 대한항공 비행기가 뉴욕에서 서울로 가던 중 소련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한 스파이기라고 주장하 

면서 격추시 킴으로써 269명의 승객과 숭무원 모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인회는 이사 및 단체장회 

의를 소집하여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자량데모를 결의했다. 한인들은 9월 4일 볼티모어 다운타운 메모리 

얼스타디옴의 파킹장에 모여 다운타운을 거쳐 295번 볼티모어-워싱톤파크웨이―백악관―소련대사관에 이 

르기까지 차마다 검은 상장을 달고, 차량데모를 실시하였다. 도 9월 9일 한인회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상오는 19대 이항승 회장 재임시 급환으로 별세, 최초의 볼티모어 한인장으로 장례 

치렀고, 전직 한인회장들이 돈을모아동판을만들어 묘지에 기증했다. 

트리플씨도매상 

1981넌 4월 대학을 갓 졸업한 한기덕이 김희석 등과 함께 당시 한인들의 그로서리업 진출 러시에 맞춰 

식품도매상으로 창립했다. 초기 4년은 경험부족과 자금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젊음을 바탕 

으로 회사에서 숙식하며 사업에 몰두해 10년 만에 매상 3,000만달러 규모의 지역 굴지의 식품도매상으로 

성장시켰다. 싱클레인에서 시작, 1988년 라크 레이븐 블러바드로 확장 이전했고, 1998년 2월 다시 파탑스 

코 애비뉴의 면적 4만5,000여 평방 피트의 웨어하우스로 확장했다. 15명의 세일즈맨을 포함 70여 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있다. 

3) 정치 참여 시작 

제13대 회장인 장종언은 폐쇄됐던 벨버데어 애비뉴 소재 한인회 사무실을 재개설했다. 1984년 6월 24일 

시민권자연맹을 창설하여 정치참여를 통한 권익옹호사업을 시작, 이영희를 위원장으로 정치인들의 모금파 

티 참여, 유권자등록, 투표참여 독려 등 사업을 전개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한인들의 정 

치참여는 부진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적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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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은 5년이 경과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3넌). 초기에는 간 

단한시민권시험문제도부담을느껴 신청하지 않은사람도많았다. 그러나한국에 있는부모나형제, 자녀 

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했다. 도 자녀들이 성장해서 주류사회로 진출하거나 공직자 혹 

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하면서 시민권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많았다.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에 유산이나 자산이 많이 있어서 한 

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정을 붙이지 못해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싶다는 소 

망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동포들도 많았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영주권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삭감 혹은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 노인층을 중심으로 시민권 얻기 붐이 일어났다. 노인들은 ‘‘열 자식보다 연방정부가 효자”라는 말을 서 

슴없이 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매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정부아파트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파트생활을 할 수 있고 각종 의 

료혜택을받으며, 사회사업기관이나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각종생필품이나개인용품들이 수시로제공돼 자 

식들이나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세들이 성장하면서 한인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시민권 취득 운동이 한인사회의 큰 호응을 얻게 되어 몇 

몇 단체들이 시민권취득 워크샵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1984넌 9월 1일 해리 휴즈 주지사, 도널드 허치슨 

볼티모어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의 날을 선포하고 코리안 페스티발을 개최했다. 페 

스티발에 앞서 볼티모어 시내를 장종언 한인회장 부부가 왕과 왕비복을 입고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기도 했 

댜 

KAL기 피격 1주기를 맞이하여 모의 관을 만들어 데모를 벌였다. 한국의 이진희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3,000권 장서를 기증 받아서 볼티모어시 중앙도서관에 기증하려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한인회에 보관하고 

동포들이 열람할수 있게 했다. 한인회보를 16페이지 분량의 신문형태로한글과 영문으로발간했다. 5회 발 

간된 이 신문은 한인회 수입사업으로도 성공적이였다고 한다. 종합한글학교가 설립됐으며, 모국 연예인초 

청 모금파티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한국학교에 기부했다. 

4) 한인회관 마련 

6, 7대에 이어 1985년 다시 14대 회장을 맡은 이영희는 실협의 한인회관 입주에 노력했다. 이때 부회장이 

성태성, 강재능, 김복순 등 3명으로 늘어났다. 

한인회관 구입에 이영희는 물심 양면으로 많은 정성을 보였다. 6, 7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봉사센터를 설 

립해 노인들을 위한 의료혜택, 교육, 오락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시정부나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한인들의 기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닥쳤다. 특히 한인회 사무실 운영 

이 불투명해지고, 노인들이 휴식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자 한인회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인 

센터 구입 기금으로 봉사센터는 펩시콜라회사의 병뚜껑 모으기 경연대회에서 한인 노인들이 병두껑을 수 

집해 1등상으로 받은 1만 달러가 였었고, 한인회에는 전임 주상오가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1만 달러를 모 

아둔 돈이 있었다. 실협은 건강보험 운영으로 모은 5~6만 달러의 기금이 있었고, 매월 건강보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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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천 달러의 고정수입이 였었다. 그래서 한인회, 실협, 봉사센터 3개 단체가 1만 달러씩 내서 3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시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수리하며, 3개 단체가융자금과운영비를분담해서 쓰자는 

내용으로 한인회관 구입 이 추진되 였다. 

그러나 실협 측에서는 한인회나 봉사센터가 고정 수입이 없고, 결국 고정 수입이나 기금이 있는 곳은 실 

협밖에 없는데 다른 두 단체가 융자금을 못갚게 되면 실협에서 모두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예상되 

므로 융자금 납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인회관 구입에 찹여할 수 있다고 나왔다. 한인회와 봉사센 

터는 일단 구입을 해놓으면 운영해 나갈 방안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구입하고 냔 다음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결국 이영희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일단 건물을 구입한 후에 실협에게 찹 

여를 요청, 실협은 나중에 분담금을 내고 한인회관에 입주했다.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한인회관 건물 구입에 다운페이 3만 달러, 1층 수리 1만 1,034.42달 

러, 2층 수리 2만 4,350달러, 융자금 월 1,291.24달러씩 11개월분 1만 4,203.64달러, 등기이전비 4,502.36달 

러, 기타 수리 및 장식비 3,683.91달러 등의 비용이 쓰여졌다. 이 비용은 한인회 2만 0,002.36달러, 실협 1만 

8,100달러, 봉사센터 1만 5,000달러, 시 보조금 2만 5,000달러, 이영희 1만 2,500달러, 건축 기금및 찬조금 

8,125달러, 연예인 공연수익 1,759.08달러 등으로 총당했다. 1985넌 6월 22일 한인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1986넌 심윤택이 홍인국을 러닝메이트로 김복순―김명곤 조와 경합하여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부회장 

에는 윤부섭, 김혜일이 추가되었고 사무총장에는 허인욱이 선임됐다. 새로 구입한 한인회관이 오래된 건물 

이라수리를 해도 계속해서 손을봐야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한인들이 잘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실부 

터 2층까지 수리를 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마련하여 한인회관이 명실공히 한인들의 모임과 행사 장소로서 

활용되였다. 덕분에 한인사회에 교양강좌 등의 교육과 문화행사가 활발해졌다. 메릴랜드주지사로는 처음 

으로 해리 휴즈주지사가한인회 야유희에 찹석, 이날을한인의 날로 선포했다. 

5) 통일교와 한인사회 

통일교와 한인사회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인사업자들이 

통일교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흑인사회에 끈질기게 나돌아 한인들을 괴롭혀왔다. 그리 

고거의 모든한인회장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통일교관련설들이 나돌아한인사회를분열시키기도했다. 통 

일교의 한인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확인된 것은 심윤택 회장 때로 통일교와 관련있는 오동현 목사가 

한인회의 운영비로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1만 달러를 희사했다. 또한 심윤택은 주소록 인사말에서 

당시 통일교와 관련된 이재희 목사가 주소록 발간대금 전액을 희사하겠다고 제의했는데 한인들의 여론 때 

문에 받을수가 없었던 것을유감이라고밝혔다. 한인회가비종교적인 단체로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 

인 입장을 밝힐 처지는 아니였지만 한인사회에 기독교가 자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통일교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통일교에서는 카우사라는 반공운동단체 등을 통하여 

또는 이북의 실향민들을 통해서 한인사회에서 각종 행사를 주도하거나 자체행사에 한인들을 동원하면서 교 

세를 확장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상당수의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행사에 동원되거나 찹 

여함으로서 이후 단순 행사참가자들까지도 통일교와의 관계로 한인회장 선거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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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인 사회 안정적 성장 

제16대 회장인 김은배는 이건형, 배창애, 김일평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은배는 한인회가 한인들을 대 

변하는 기구라면 대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부관계자나 영사관을 찾 

아가지 않고 한인회관으로 초청, 권익옹호를 위한 대화를 하는 등 한인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역접을 

두고 일했다고 한다. 고문으로 김창재, 홍춘택, 백경환, 정유상, 이덕노, 이인탁, 황보철, 고인나, 허종욱, 

여영호, 이영수등이 위촉되었으며, 전임회장들로구성한자문위원회가별도로운영되었다. 

이 시기 한인들은볼티모어 카운티의 티모니움, 카니 지역과앤아룬델 카운티의 글렌버니 지역에 많이 모 

여살았다. 

1987넌 선거 과정에서 한인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커트 슈모크 신임 시장은 한인사회의 협조에 감사 

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시장 산하에 한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자문위원회를 구성했 

다. 또한 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류재풍 박사(로욜라대학 교수)가 재용되어 한인사회와의 창구 역할을 맡 

음으로써 한인사회와 시정부와의 관계는 밀월시대를 구가하게 되였다. 

당시 슈모크의 선거캠페인은 실협(이성훈), 시민권자협회(김창호), 봉사센터(이영희 이사장) 등에서 지 

원했다. 슈모크와 이영희 사이에 당선 후 한인을 한 명 등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 정유상, 홍춘 

보, 류재풍 등이 추천돼 류재풍이 발탁됐다. 류재풍은 88넌 4월 1일 인구국 센서스 조정관으로 특보역할을 

시작했다. 1999넌 10월 31일 슈모크 시장의 퇴진과 함께 퇴임했지만, 마틴 오말리 후임 시장의 요청으로 다 

시 보좌관을 맡았다. 류재풍은 2000넌 12월 27일 집필활동에 전넘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 2001년 1월 31일 

퇴임했다. 

1988년은 한인사회 내부의 단합과 주지사, 시장 등 지방 정부 최고 지도자들과의 밀착 관계 등으로 한인 

사회가 안정적인 발전을 했다. 한국도 88서울올림픽과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국가가 되어가고 였었다. 

실제로 올림픽 이전에는 한국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대다수였다. 미주의 한인들도 서울올림 

픽을홍보하는데 앞장서 민족적인프라이드를드높이던시기였다. 

제17대 한인회장 선거는 이런 외부적인 여건에 영향을 입은 탓인지 한인회 사상 가장 치열했다. 

3월 22일 실시된 선거 에는 한인회 사상 가장 많은 투표자인 2,532명 이 참가, 백준빈-이세희 후보가 1,320표, 

변대수-유방열 후보가 1,100 표, 무효 112표로 백준빈-이세희 후보가 당선되였다. 백준빈의 회고에 의하면 

선거전이 87년 10월 20일경부터 시작되어 장장 5개월 이상 전개됐다. 

한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쉐퍼 볼티모어 시장이 주지사에 당선되자, 그는 교통부에 “한인 이민 

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비록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한글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지시해 10년 만에 한글면허시험제도가 복원되였다. 운전면허책자 한글판이 발 

행됐고, 운전면허시험 한글 시험에 350명이 응시하여 251명이 합격했다. 

이 시기 청소년교육사업으로 4회에 걸쳐 자녀교육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북한방문자 황동규(워싱톤주 타 

코마시거주)를 초청,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한인회 운영기금 확보 및 건물 융자 완납, 서울올림픽 홍보를 위해 한국서 기넘 티셔츠와 페넌트를 수입 

할려고 했으나, 면직물 수입 쿼터제 때문에 통관이 되지 않았다. 반기문 당시 총영사와 미 각계에 호소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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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삼성물산에서 쿼터를 할당해주어 통관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셔츠 판매수익금을 한인회관 관리비와 한 

글학교, 노인회 지원등에 사용했다. 글렌버니, 오덴톤지역 한인을위해 오덴톤군부대 안에 한인회 연락사 

무소를 설치하여 무료진료(이영희 내과의사), 통역 및 봉사(이달용 목사)， 법률상담(그레함 변호사) 등의 프 

로그램을 제공했다. 황정순이 2,000달러 상당의 스피커 시스템을 기증하여 한인회에 스피커 시스템을 마련 

했다. 한인회는 이해 연말파티에 최초로 자동치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한편 워싱톤한인회의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수도권지역의 한인회를 메릴랜드한인회로 독립을 시킨다는 

창립 취지문이 신문에 공고되자, 메릴랜드 한인들을 대표해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해온 볼티모 

어한인회는 ‘‘새로 창립하는 워싱턴지역 메릴랜드한인회의 산하단체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볼티모어지역의 전·현직 한인회장 및 실업인협회장과 기타 단체장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성 

명서를 발표하는 등 메릴랜드 대표 단체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발빠르게 주정부에 메릴랜드 

한인회로 등록한 덕에 워싱턴 지역 한인회는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했다. 

이후 두 한인회 간의 위상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으나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는 몽고메리 카운 

티와 프린스조지 카운티 등 워싱턴 인접 카운티, 메릴랜드한인회는 볼티모어시를 중심으로 한 5개 카운티 

로 관할 지역을 암묵적으로 상호 인정함으로써 서로 마찰을 피해왔다. 

김학원을 러닝메이트로 제18대 한인회장에 당선된 정천용은 장경환, 장인훈을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 

다. 정천용은 1990년 에디 우드 시경국장 한국방문을 추진했다. 우드 국장의 방한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 

한 인사가 우드에게 한국에 초청해주겠다는 말을 해놓아, 우드는 정천용에게 언제 한국 가느냐고 물었다. 

아무런 계획도 없던 정천용은 황급히 반기문 총영사에게 우드의 방한을 부탁했고, 반 총영사가 귀국 후 관 

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성사됐다. 

제19대 이항승 회장은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BWI)에서 공항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한인 

사회에 봉사해왔다. 사업관계로 지역 정치인들과폭넓은교류를가진 그는한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넓히 

는 데 종요한 역할을 했다. 부회장 김기웅 박사(모건대학 교수)와 조성철, 황정순 둥이 이항승을 보좌했다. 

김기웅은메릴랜드주운전면허 책자를한글로완역하여 발간하는데 기여했다. 우드시경국장이 황정순부 

회장 등 한인회 임원과 함께 한국을 방문, 시경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우드 국장의 방한은 전임 정전용 

회장이 장병욱 실협회장과 공동으로 당시 시경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경찰 연구를 위해 한국의 파출소 운 

영실태를 살펴보며, 아울러 이곳 한인상인들의 안전에 적극 노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총영사로 

재직 중 본국 청와대로 발령을 받아 귀국한 반기문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가 되었다. 하지만 우드의 

방한은 엉뚱한 후유증을 낳았다. 방한이 성사된 후 한인회의 일방적인 추진에 실협이 반발해 그동안 한인 

회와 실협의 밀월관계가 깨졌고, 식품협회 등 실업단체들의 냔럽이 시작되었다. 

이항승은 회장 퇴임 후에도 한인라이온스클럽을 창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으나 96넌 사망해, 한인사회 

의 2번째 한인장을 치 렀다. 

주요일지 

1984년 에섹스축구회가창립돼 축구동호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986년 볼티모어한인수퍼마켓협회 창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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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4월 15일 동포들의 체력 증진을목적으로 메릴랜드한인체육회가창립돼 초대 회장에 유옥현 태권도 

사범이 선출. 1988년 식품도매상인 점보 도매상(권선 사장) 개업 

7. 한인사회의 분열과 분화(1990년대) 

메릴랜드 신규 이민자 사무소(Maryland Office for New Americans)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1990년대들어 

80년대보다 인구 증가가 둔화된다. 하지만 이 시기 이민자의 유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1997년 이민자유입은 1만 6,232명이었으며, 96년과 97년 이민자는매년 1만 6,407명이 늘었다.1990~1995년 

이민자는 매년 평균 1만1,453명이 증가했다. 1992년~1996년 메릴랜드에는 총 174개국에서 이민자가 몰려들 

었다. 이 기간중유입된 이민자수로는중국이 6,387명으로가장많아전체 이민자의 7.6%를차지했고, 한국 

은 인디아, 엘살바도르, 필리핀에 이어 5위였다. 그 수는 3,960명으로 전체 유입 이민자의 4.7%였다.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한인사회는 1990년대 들어 격심한 혼란에 휩싸인다. 그동안 한인사회를 지탱해 

온 ‘주류’ 측과 뒤늦게 자리를 잡은 ‘신진’그룹과의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볼티모어 한인봉사센터 공 

유용 문제로 불거진 두 그룹 간의 갈등은 한인회장 선거, 시장 자문위원회 및 실업인 단체 통합 문제 등 

한인사회 중요 사안마다 부딪혔다. 두 그룹 도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한인사회를 끝없는 분열과 반목으 

로몰아넣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양적 성장이 분열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동포들의 

이익과 욕구를 대변해 줄 각종 단체들이 이 시기에 잇따라 탄생했다. 이들 단체로 인해 한인사회는 질적인 

비약을이루며, 지역에 더욱튼튼히 자리잡았다. 

1992년 워싱턴식품협회 발간 ‘총람’에 의하면 1990년 기준 볼티모어 한인소유 식품 관련 업소는 1,400여 

개로 워싱턴 D.C. 의 1,200여개보다 많았다.（리커 스토어는 포함 안됨) 

한인들의 주거지는 1990년대 들어 엘리콧시티를 중심으로 한 하워드 카운티로 집중된다. 쾌적하고 안전 

한 주거 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 제도가 알려지면서 자녀를 둔 한인들이 앞다둬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1) 한인단체 창립 러시 

1990년대 볼티모어지역에서 창립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22일 앤아룬델카운티 파스칼 노인센터 한국인지회 개설. 매주 월요일 생활 영어강습. 

1990년 6월 11일 충청향우회 창랍 초대회장 전만웅.(1966년 이민) 

1991년 4월 2일 메릴랜드 목사회 창랍 발기위원장 한희택 목사. 초대회장 필유일 목사. 16개 교회 참여. 

1991넌 장애인 단체인 워싱턴, 볼티모어 한미자립회 발족. 

1992넌 7월 21일 메릴랜드한인볼링협회 창립(초대 회장 임장호) 

1992년 9월 한국일보 볼티모어 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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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1일 볼티모어 경로대학 창립 : 영어, 미국 및 한국 역사, 수예, 음악 등 볼티모어 시내 1910 N. 

Charles St. 이사장 김종대 목사. 학장 명돈의 목사, 총무 이의신. 

3월 1일 메릴랜드사회복지센터(총무 이인애) 개설. 가정문제 상담, 사회보장관계 업무, 통역, 번역, 영어 강 

좌. 

5월 15일 범볼티모어노인회 창립(초대회장소지영). 경로대학, 글렌버니 노인회가주축이 되어 지역 대표노 

인단체를 표방했으나 팽기성 볼티모어 노인회장 등의 반발을 받았다. 

1992년 8월말 1.5세와 2세들의 한인사회 봉사를목적으로한미청넌연합회 창립. 회장윤원식. 윤원식은장 

애인이나 최연소 평통위원과 시 노인복지국의 최연소 커미셔너 (1995년 2월)를 역임했다. 

1993년 8월 26일 메릴랜드한인사격협회 창립. 초대회장 조웅연. 취미, 신심단련과 교포 생명,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 져 총기교육 등을 했다. 

3월 28일 메 릴랜드 한인변호사회 발족. 메 릴랜드변호사회 산하. 초대 회장 전성국. 

7월 28일 볼티모어 미용재료 상인협회 창립. 초대회장 신인식. 

1995년 3월 1일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발족. 초대 회장 서정익, 이사장 이영식, 사무총장 하윤환, 

부회장 박종섭 (수석)， 강진욱, 최광희 

1995년 3월 효도낚시회 창립(회장 김종열) 

1997년 3월 20일 한인안전대책위 구성. 위원장 김창호 목사. 

1998년 3월 28일 볼티모어 풍물패 창랍 

1998년 11월 조일씨구회 창랍 회장 오재휘. 

2) 분규에 휩싸이는 한인사회 

1991년 2월 26일 볼티모어 실업인협회가 메릴랜드 실업인협회로 명칭을 바꿨다. 실협은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을 한인회와 공동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입장을 옹호하며 새로 창립 

한 볼티모어식품협회(한상덕)와 갈등을 빚었다. 

1991넌 3월 24일 한인회 창립멤버인 이성훈이 제20대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은 장두환, 김명기, 이동 

원. 이성훈은 주류협, 실협 회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단독 출마한 이성훈을 박수로 인준하자 일부 선관위원 

들이 항의, 사퇴 소동이 있었다. 이성훈은 한인회에 적립된 한인회관 관리기금을 한인회 운영비로 다 써버 

려 퇴임 후 한인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1992년 제21대 회장에 출마한 이대호는 ‘‘한인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출마 때부터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시장자문위원회가 한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 

부 인사의 비리 때문에 한인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인회장에 출마를 결심했 

다.” 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는 한인회장이 될 수 없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해서 일반 동 

포들의 힘을 모아서 기득권 세력과 대항해보려는 의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대호는 한인사회 최초로 황정순, 박재원과 3파전으로 선거를 치렀다. 2,300여 표 중에서 약 1,000여 표 

로 당선됐다. 교회에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한인사회에 분파 현상이 일어나 당선 후 교계와 긴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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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가지려 노력했다. 부회장오봉수, 김경애, 변연수등과함께 한인회가한인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L.A. 4·29 폭동이 발생한후 NAACP 정기모임에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입장을설명하고양커뮤니티 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대호는 한인회장 임기가 짧아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회장 임기를 2년 

으로 연장했다. 지역 한인 이민 역사가축적되고, 한인 인구가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존세력과신진세 

력과의 총돌이 발생했다. 일부 노인들이 보조금 유용 시비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노인센터와 봉사센터의 분 

규로 촉발된 한인사회의 갈등은 급기야 1992년 9월 29일 한인회관에서 양 파벌이 한지붕 아래 따로 집회를 

열었다. 한인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위원회가 1층에서 집회를 열고, 한인회는 지하실에서 공 

청회를 열어 맞대응했댜 하지만 결국 양 그룹이 충돌, 경찰이 출동해야 했다. 

양 파벌의 갈등은 볼티모어 시장 자문위 문제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보다 앞선 6월 30일 이대호 회장단 

은 슈모크 시장을 면담, 류재풍 시장 특별보좌관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시장 자문위의 개선을 촉구했다. 

양 파벌은 극심한 상호 비방전을 벌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노인센터와 봉사센터 문제는 둘을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양 파벌은 21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으나 이대호가 당선되자 한인 

회장 업무 인수인계에서 충돌해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대호 측은 전임 회장 측이 회관관 

리비와 렌트비를 내지 않고 회관관리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이성훈 

이 불참, 취임식만 치렀다. 

이들은 주류협회장 선거에서 전초전을 가졌었다. 이성훈 측은 이영구를 차기회장으로 내세웠으나 곽문 

준에게 26 : 13으로 패배했다. 곽문준은 전임 박성길이 지지했던 리커보드 추진 주류면허 개정안에 대해 반 

대 투쟁을 벌였고, 이에 이성훈 측은 5월 10일에, 6일 주류판매 면허업자 협회를 발족시켰다. 회장 이영구. 

부회장에 이성훈, 박성길, 김훈전주류협회장과유재곤, 사무총장에 인철수가선임됐다. 양그룹은어버이 

날 경로잔치, 한혹 연합예배 등 사사건건 충돌해 한인사회를 소란하게 했다. 

볼티모어 시장 한인자문위원회 

한인 시장 자문위원회는 1986년 심윤택 한인회장 시절 처음으로 거론됐으며, 87넌 초 나광준, 김은배, 이 

영희 등 15명이 참석해 첫 모임을 가졌다. 볼티모어시의 다운타운 이너하버의 재개발로 명성을 얻은 도널 

드 쉐퍼시장이 1986년 주지사에 당선된 후 주지사로 옮겨가기 전 볼티모어시장 산하로 한인자문위원회를 

심윤택 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했다. 백준빈 회장 때 다시 구성됐으나 둘 다 1회적 모임이였다고 시장자문 

위관계자들은전한다. 

당시 자문위원은 회장 이성훈, 간사 이종식 등 19명. 장병욱(16대 실협회장), 정의섭 (18대 실협회장), 한기 

덕(트리플씨 사장), 황정순(19대 한인회 부회장)， 장두환(20대 한인회 부회장), 김재승(킴스 가라데 대표), 

김정우(4대 식품협회장), 김원목(7대 노인회장), 이종화(9대 세탁협회장)， 박평국(17대 실협회장), 박재원(전 

축구협회장)， 박성길(전 주류협회장), 이경식(실협 이사)， 류재풍(시장 특보)， 송성재(동양식품회장)， 정창환 

(14대 실협부회장), 정병율(전 실협 사무총장) 등이었다. 

초기 시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위원으로 위촉, 실질적인 정책자문기구로서 한 

인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시장의 선거자금을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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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면서 주로 개인의 감투로만 이용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류재풍 시장 특보에 대한 한인사회 일각의 탄핵분위기가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라 

는 지적도 있다. 이대호 한인회장은 당시 류박사와 그를 돕는 한인보좌관이 시정 일을 처리하면서 공평하 

지 못했고 도 부정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으나, 시장은 류박사에 대한 신임을 임기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 슈머크시장은 임기말 한인사회에 트리플씨도매상(대표:한기덕) 사옥을 시에서 구입해서 한 

인회관으로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3) 한인회관 융자금 완납과 한인회 분규 재연 

제22대 박성길 한인회장은 1993넌 7월 한인회 융자금 완납을 위한 모금위원회(위원장 백영덕)를 구성, 모 

금 활동을 벌여 한인회관 융자금을 잔액 1만 8,350달러를 완납하고 남은 돈으로 건물수리까지 마쳤다. 총 

2만 3천 달러가 모금됐으며, 조웅연 등이 자재비만 받고 수리를 해줬고, 박재민 변호사가 서류처리를 전담 

했다. 

분란이 많은 한인사회를 화합시키겠다며 출마했던 박성길 한인회장은 오히려 회장단 내에서 불협화음 

을 노출 오광성, 김종열 두 부회장이 회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한인회장은 부회장을 제명하는 

등 임기 말 어수선하게 표류했다. 

1994년 2월 5일 박성길 회장은 민학기 등 9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했으나, 10일 김종열, 오광성 부회장은 박 

성길 회장이 독단적으로 한인회를 운영한다는 비난 성명을 내고, 선관위 구성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3월 2일 박평국이 후보 등록을 했으나, 한인회는 9일 하윤환을 새 위원장으로 선관위를 재구성했다가, 하 

루 만인 10일 강정식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 선관위는 박평국이 등록 마감시간을 넘겼다며 등록을 무 

효화시켰으며, 박평국은 한인사회의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며 21일 후보를 사퇴했다. 3월 27일 정기총회에 

서 김일평 회장이 일부 참석자의 박수로 날치기 당선되자 일부 참석자들이 격렬하게 반발, 경찰이 출동하 

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란이 계속되자 회장단 및 선관위원들이 퇴장, 총회는 자동 유산됐다. 볼티모어노인 

희를 주축으로 한 일부 인시들은“ 볼티모어한인회 창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박성길 회장도 인준절 

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일평은 4월 2일 단독 취임식을 갖고 2년의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6월 11일 날치기 선출의 주역 

인 강정식 선관위원장이 뒤늦게 ‘‘선거 당시 김회장의 공탁금이 제시간에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한 

인회비 3천 달러 중 500달러를 김회장이 개인사업으로 사용했다.”고 당선 무효를 주장, 선거 파동이 재연 

됐다. 강정식 선관위원장은 8월 1일 모든 권한을 한인회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양 

영철 서두현, 김문갑, 황천일, 정정식, 박현중, 이광응, 김기선 등으로 구성됐다. 

힌인회관의 전기세가 체납돼 한인회관이 단전됐다. 체납금액은 1,600달러. 김일평은 전임 회장단이 전기 

세를 체납했다고주장,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8월 6일 김일평의 회장당선을 인정하지 않는한인 50여 

명이 한인회관에서 단전으로 인해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불을 밝히고 모임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했 

다. 위원장 서두현, 부위원장 이광웅. 이들은 남기 영 전 한인회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부위원장 

은 회장 선출 절차상 이유를 들어 곧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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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는 사흘 뒤 긴급 이사회를 갖고, “비대위는 불법집단으로 한인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으나, 

전현직 한인회장들은 8월 23일 모임을갖고 남기영이 적법 절차를밟아 임시총회 소집을요구할경우 이를 

받아들여 재신임 받기로 합의했다. 

9월 15일 박성길, 장종언, 이대호, 심윤택, 박호설, 정천용 등 전직 한인회장과 황정순 전 한인회 부회장 

등 158명은 한인회 정상회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김 일평은 10월 4일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서 

류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4) 우리 권익 우리 손으로 

제23대 김일평 회장은한인회 사상첫 2년 임기의 회장이다. 부회장은 이승식, 권성희, 김국종등 3인. 

김일평은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후보등록 4일전까지도출마할재비를하지 않았으나주위에서 출마 

를 권고하고 경비도 일부 부담해주겠다고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선거 등록 유효 논란 여 

파로 김일평을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각에서는 남기영을 회장으로 선출해 한인회가분열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남기 영 측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곧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일평 대에는 그가 역점을 둔 한인상인 권익 옹호와 맞물려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한인들의 권익옹호 

를 위한 시위들이 잇달았다. 시가 적절한 보상없이 강제 철거하려한 ‘G&A 푸드 마켓' 사건, 이재환 군 살해 

용의자에 대한 무죄평결 사건, 라파엣 마켓 재개발 사건 등이 발생하자 한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권리 

를 지켜나가려 했다. 또 유대인들에게 좋은 접을 배워 한인들의 사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 

라는 목적으로 한―유대인 친목회를 결성했다. 도 그는 볼티모어 지역의 한인 인구를 3만 명으로 추산, 당 

시 배진 총영사에게 평통위원 수를 인구 수에 비례해서 20명으로 조절해줄 것을 요구해서 1995년 18명으 

로늘리기도했다. 

G&A 푸드마켓사건 

‘‘해결방안 없는 무조건 철거 반대”, “시는 소상인을 짓밟지 마라” 

1994년 8월 16일 볼티모어 시 청 앞 광장에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피 켓을 든 200여 한인들의 함성 이 울려퍼 

졌다.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박선찬의 G&A푸드마켓을구하기 위해 볼티모어 한인사상초유의 대규모시위 

가 전개된 것이댜 G&A에 이웃한 흑인 교회가 데이케어 센터를 건설하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강제로 이 업소를쫓아내려 했다. 터무니없는보상을제시하며 나갈것을강요해 업주측이 거절하자, 

교회 측은 박선찬 부부가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데도 건물 철거 공사를 강행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날 시위는 수년간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됐던 볼티모어 한인사회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삶의 터전 

을 잃게 된 동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 한인들의 저력을 보여주였고, 동포들이 단결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입증했다. 이 시위에 놀란 시는 박씨 가족에게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좋은 해결을 약속함으로써 철거라는 위기에 놓였던 박씨의 업소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게 

했다. 1995년 3월 24일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기존 업소 자리 맞은 편에 재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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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엣마켓사건 

1994넌 6월 17일 볼티모어시에서 운영하는 라파엣 마켓을 시 당국이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자 대다수가 

한인인 입주 상인들이 강력 반발했다. 시영 마켓국은 입주상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듬해 1월부터 마켓 

내·외부를 재단장하며 마켓 운영권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하자, 입주 상인들은 재단장 기간 중의 

영 업 계속과 기 존 입주상인에 대한 기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마켓에는 입주 27개 업소 중 22개가 한 

인업소였다. 

9월 15일 마켓 입주 상인 및 한인단체장들은 대책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장두환 실협 

회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한인단체장 전원이 위촉돼 범동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명운동 및 25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슈모크 시장은 9월 26일 상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합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2월 폐쇄 계획도 일단 보 

류할것임을시사했다. 

1995년 8월 17일 시 주택국장은 서한을 통해 “기존 상인에 우선 입주 보장”을 약속하는 한편 9월 30일 마 

켓을 폐쇄해 개축한 후 96년 여름 재개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까다로운 재입주 조건으로 인해 마켓이 

‘애비뉴 마켓’ 이란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입주한 한인 상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재환군사건 

1993년 9월 2일 볼티모어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이재환(21, 타우슨대 컴퓨터학과 

4년)이 강도의 총에 피살됐다. 이듬해인 1994년 6월 15일 살해용의자 데이본 안토니오 네버던(19세)이 체포 

됐으나, 1995년 7월 28일 볼티모어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네버던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12명 중 11명이 혹 

인인 배심단은 증인들 간의 증언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평결했다. 

한인사회에는 인종적 편견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분노로 들끓였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굳게 믿었던 

사법부마저 인종문제에 의해 판결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지역사회까지 경악했다. 한인 

들은 8월 1일 한인회 주최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 언론들은 연일 이번 평결에 대 

한 시민들 반응 및 한인 커뮤니티 옴직임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한인들은 8월 2일 낮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혹·백 주민 포함 200여 명이 찹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도 9월 2일 이재환의 2주기 추모행사가 타우슨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리자 한인 300명 

이 결집해 부당평결에 대한 재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일단 평결이 내려지면 재심 청구는 

연방인권심의기구등을통해 할수 있으며, 조건이 까다로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드물었다. 

1997년 1월 15일 연방 검찰은 18개월간 조사했으나 인권침해로 재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며 재심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해 9월 20일 연방인권국이 조사에 착수, 한인에 대한 법집행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나 평결을 뒤집지 못했다. 네버던은 무죄 평결에도 불구 석방되지 못하고, 1996년 9월 21일 네 

버딘은 하포드 순회법원에서 코케인 판매협의로 징역 3넌형을 선고받았다. 

타우슨대는 1993넌 12월 6일 명예 졸업장을 가족들에게 수여한 데 이어, 1994년 9월 19일 1주기를 맞아 

교정에 추모비를 세워, 그를 기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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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탁 선거와 한인회 정상화 

1996년 3월 31일 한인회장 선거는 장직상―임영운과 전근택-백영덕의 양파전으로 치러졌다. 2,257명이 투 

표, 장직상이 1,257표를 얻어, 956표를 얻은 전근택을눌렀다. 하지만향응과동원 등 전형적인 금품선거로 

치러져 한인사회는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유권자에게 나눠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일단의 주부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한인공명선거추진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공 

추위’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제대로 안해서 정지된 한인회의 법인등록을 한 개인의 업소로 이전을 해가기도 

했으며, 한인희는 면세등록이 취소되어 회비나 도네이션을 내도 면세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 같은 선거 후유증에도 불구 장직상은 침체된 한인회를 되살리기 위해 세대 교체와 새로운 인물들을 등 

용,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여해서 한인 전체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실천했다. 전임회장의 각종 공과금 체납금을 해결하고 한인회 사업을 위해 사재를 5만불 내어 기금을 

마련했다. 상근직원을 재용하여, 항상 사무실을 사용할 수 였도록 하고, 훼손된 한인회관을 수리하고 파킹 

장을 정리하는 등 한인회 재건사업을 벌였다. 주미대사(박건우)가 처음으로 한인회관을 방문, 한인사회 단 

체장들과 한인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인회비 납부자가 사고시 유가족에게 10만 달 

러의 생계비를 지불할 수있는 사고보험을 실시, 한인회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다. 11월 

25일 2세들을 위한 메릴랜드한미장학재단(이후 미주세종장학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했다. 초대회장에 

이종화, 이사장에 윤주덕이 취임했다. 장직상은 5월 4일 기금모금골프대회를통해 모은 8,273.25달러를장 

학기금으로 전달했다. 김창호 전 한인회장을위원장으로 한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치안 문제에 대한 한 

인사회의 대외창구를 단일화했다. 한인회와 각 경제단체, 여성회, 체육회 등이 잠가했다. 또 메릴랜드한인 

회 25넌사가 허 인욱을 편집 인으로 발간됐다. 

이 당시 한인 사업 분포는 그로서리, 캐리아웃이 약 50%로 전체 업종의 반을 차지했지만 점차 감소추세 

에 였고, 리쿼스토어 (10%), 세탁업 (15%）이 증가추세에 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초기 취업이민으로 많은 

한인이 종사했던 자동차 관련 업종은 점차 타업종으로의 전업이 늘어나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 

식당, 식품점, 노래방, 부동산, 보험, 융자등 한인들을상대로 하는사업이 한인 인구증가에 비례해 급성 

장세를보였다. 

1999년 3월 15일 볼티모어선지가 롯데플라자가 4월 오픈 예정이라며, 이 지역의 한인 실태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1990넌 인구센서스에 하워드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전체 18만 7,000명의 1%를 조금 넘는 2,369명 

이며, 한인 학생수는 1984년 전체학생의 3.4%인 823명에서 1999년 8.2%인 3,44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또 이 기사는 좋은 학군으로 인해 한인이 몰려들고, 이들을 따라 한인 대상 업소도 동반 유입되고 였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라크로스보급-김영식 

1997년말 김영식은 국제라크로스연맹 미국연맹 발전위원장 스티브 스티너슨과 함께 한국을 방문, 경희 

대에 국내 최초로 남녀팀을 창단하는 산파역을 함. 그는 2000년 6월 11~14일 길민고교 라크로스팀과 함 

께 방한해 전주고, 전주신흥고, 서울고 등서 시범 경기와 클리닉을 가지는 등 라크로스의 한국 보급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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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민족정신 계승 단체인 조일씨구회의 회원이기도 한 김영식은 2003년 1월 미국 최대 일간지 USA투데 

이에 항의 서한을 보내 "동해(East Sea,Sea of Kor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병기를 이끌어낸 바 있으 

며, 경희대 재미연락관으로 경희대와존스합킨스대의 교류 및 한국 전통의학과서양의학의 접목에도큰 기 

여를하고있다. 

6) 경제단체 통폐합 추진과 무산 

1994년 12월 주류협 (박종섭), 식품협 (이 영식), 수퍼마켓협 (서 정 익)이 식품 주류 관련상인들의 권익 증대와 

전국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로 통합을 추진, 이듬해인 1995년 3월 1일 창립 

이사회를 통해 KAGRO를 발족시켰다. 초대 회장 서정익, 이사장 이영식, 사무총장 하윤환, 부회장 박종섭 

(수석)， 강진욱, 최광희. 하지만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실협과 일부 주류협, 식품협 인사들은 통합에 강력히 

반발, 한인사회는다시 극심한분규에 휩싸인다. 식품·주류업은한인사회에서 다수를점하는 업종이어서 이 

들 간의 갈등은 한인사회 전체로 번져, 다른 단체들의 분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5년 7월 13일 실협은 이사회를 열어 KAGRO가 한인사회의 분열을 획책한다고 비난하며, 이 단체를 인 

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 KAGRO의 한인회관 입주를 반대했으며, 한인권익옹호위를 실협 산하로 편입시켰 

다. 그러나 실협은 1996년 6월 11일 KAGRO측이 실협회장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소식에 이사회를 열고, 회 

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꿔버렸다. 이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반발해 사표를 내는 진통을 겪었다. KA— 
GRO에 통합 반대하는 인사들은 1996년 6월초 오광성을 회장으로 MD주류협회를 재발족시켰고, 11월 13일 

서소식을 회장으로 볼티모어식품협회를 복원시켰다. 

경제단체 간의 갈등은 결국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할 시점에 분열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시켰 

다. 이해 12월 13일 흑인들의 시위로 인해 시가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한인업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인회가 소집한 단체장 회의가 경제단체 간의 알력으로 난장판이 됐다. 한인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 

치자 실협(정계성), 주류협(오광성), 식품협(서소식), 식품주류협(박종섭)은 12월 30일 합동 대책회의를 갖 

고, 대외창구 단일화를 위해 각자 해체 후 한인회 산하 단체로 통합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KAGRO내의 일부 인시들이 통합에 반대, KAGRO는 1997년 1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영식 이사장과 

하윤환 사무총장을 해임한다. 이들은 3월 28일 식품주류연합(KAGAM, 회장 이영식)을 창립, 경제단체는 오 

히려 늘어났다. 

1998년 9월 8일 MD주류협(오광성), 식품주류연합(하윤환), 식품협(서소식) 등 3개 단체가 식품분야와 주 

류 분야로 분리통합을 발표하고 실협 산하로 편입했다. 하지만 11월 15일 이번에는 주류협 이사회가 3개 단 

체 통합안을 거부했다. 11월 30일 식품주류연합과 식품협회가 통합했으나 주류협회와 KAGRO는 불참했다. 

통합한 두 단체는 명칭을 식품협회로 하고, 회장에 하윤환 식품주류연합 회장, 주류분과위원장에 오봉수 

각각선출했다. 

2000넌 1월 12일 메릴랜드한인회는 단체장 희의를 소집해 경제단체 통합 문제를 논의, 통합추진위 구성 

에 합의했다. 4개 관련 단체에서 각 2명과 박평국 한인회장, 백영덕 노인센터 이사장, 오세명 세탁협회장, 

최정목 안대위 이사장, 이성범 한인회장 특보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통합추진위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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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이해 활동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며, 경제 단체는 그 이상의 통합 논의를 멈춘 재 각자 

의 길을갔다. 

맏형 격인실협은상공인연합으로이름을바꾼후명맥만겨우유지하는단체로전락했다. 초기 의욕을보 

였던 하윤환 회장이 2001년 7월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존폐 기로에 놓였다. 

2002년 7월 28일 상공인 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조창준 회장을 선출하고 재기를 모색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협이 약화되면서 그산하로 편입됐던 식품협회와주류분과위 역시 슬그머니 사라졌고, 주류 

협회는 오랫동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다 활동을 멈췄다. KAGRO만이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7) 한인회관과 한인회관용 건물 

1999년 11월 10일 볼티모어시 예출위원회에서 구 트리플씨도매상 건물을 25만 달러에 매입, 한인회에 한 

인회관용건물로되넘기기로승인했다. 2000년 3월 23일 이 건물을시에서 무상으로한인회에 기증했다. 명 

목은 커뮤니티 센터. 단 10년간 되팔지 못하도록 조건이 붙였다. 커트 슈모크 시장의 퇴임 선물이기도 한 이 

건물은한인회가감당하기에는규모가커서 관리가되지 않았고, 결국한인사회 분열의 불씨가됐다. 

2001년 7월 24일 메릴랜드한인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 건물을 관리 부담을 이유로 시에 반납하기로 결정 

했다. 그러나 한인회는 반납 절차를 밟지 않은 재 다음 한인회장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황정순 회장은 건물 

반납을 결정한 이후 이 건물의 수리비 조로 건물주였던 한기덕이 기부한 1만 5,000달러를 한인회 운영비로 

모두 써버렸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해 몰랐다며 건물 재산세 1만 5,000여 달러를 체납했다. 후임 김혜일은 

이 건물이 재산세 체납으로 공매되기 직전 가까스로 이 사실을 알아내 재산세를 완납, 건물이 남의 손에 고 

스란히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김혜일 회장단은 이 건물의 활용을 모색하다 여의치 않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건물과 한인회관을 팔아 한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다 새로운 사무실을 열며 , 궁극적으로 

는 두 건물의 매각 대금을 종자돈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한다는 꿈을 세웠다. 

2004년 3월 28일 메릴랜드한인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김혜일 회장을 연임시키고, 한인회관용 건물 매각 

을 결의했다. 하지만 건물 매각에 반대하는 인시들은깊월 3일 볼티모어한인회를 만들었다. 초대 회장 서소 

식. 상공인연합과 노인회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으며 12월 2대 회장에 이종식이 취임했다. 8월 4일 한인회 

관용 건물은 결국 한인세탁업자에게 20만 달러에 매각됐으며, 대금은 사전 약속대로 시와 메릴랜드한인회 

가 10만달러씩 나눠 가졌다. 

메릴랜드한인회는 이후 한인회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공인연합과 노인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 

해, 이를 둘러싼 한인사회의 소란이 계속됐다. 

8) 볼티모어 출신 연예인들(나이 1996년 말 기준) 

전복연(29): 90년대 초 최고의 베스트셀러 ‘무궁화 꽃이 피 었습니다' 동명 영화에 주연으로 발탁. 전근택 

(KAUSA회장) 1남 2녀 중 장녀 . 1989년 ABC-TV 전속배우로 연예활동 시작. NBC一TV의 ‘Another World', 'Up 

All Night’ 의 드라마에 출연, 호평 받음. ‘AT&T' 의 전속 모델로도 활약. 7세 때 인 73년 가족과 함께 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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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27): 93년 1월 혼자서 작사, 작곡에 원맨밴드로 첫 앨범 ‘어떻게 할까' 를 출반, 데뷔 1년 만에 국 

내 정상의 기타리스트겸 가수로자리잡음. 고교재학중이던 1987년도미. 글렌버니고와앤아룬델커뮤니티 

칼리지, 메릴랜드대. ‘학창시절’로 ‘가요 톱 10’에 오르기도. 전직 공무원인 이춘삼의 2남 2녀 중 막내. 

유미 리 : 1986년 강변가요제에서 젊음의 노트’ 로 대상. 해외동포로서는 처음으로 본국 대학가요제 대상 

차지. 작은 키에도불구폭발적인 가창력 자랑. 일찍이 뛰어난트로트노래 실력으로 지역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고한다. 리커스토어 운영 이기남의 딸. 

신택수(25): 부모 신봉호, 신종림이 다운타운에서 ‘남강식당’ 을 운영했음. 신택수는 뉴욕에서 성장. 4남 

매 중 막내. 뉴욕대 영화과 졸업후 한국 진출. SBS-TV ‘해빙’과 ‘도시남녀’ 에서 열연. 

주요일지 

〈1991넌〉 

5월 이은무가 시영마켓운영위원에 선출되어 마켓에서 장사하는 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들을 담당 

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시청 청소부들이 치워가지 않자 시청과 협의, 조그만 것은 수거해 

가도록 합의해 상업용 쓰레기 컨테이너를 놓을 수 없는 소상인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후 

시당국은 시 의회에서 3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쓰레기를 추가 수거하기 시작했다. 

11월 18일 메릴랜드주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김원석 경남지사가 방문하여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자매결연위원회를 구성했다. 타우슨대학 총장인 호크 스미스 박사가 위원장이었고, 한인들도 다수 찹 

여했다. 볼티모어 카운티 상공회의소도신봉주타우슨대 교수의 주선으로부산상공회의소와자매결연을맺 

었다. 한인희는 볼티모어 카운티와 경찰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3개월마다 의견교환 모임을 가졌다. 

한인상인들은 대형 도매상의 횡포에 대항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인 식품도매상 설립에 나 

섰다. 4월 16일 비그린의 독점을 우려한 동포들이 식품도매상 발기모임을 가졌고, 6월 볼티모어 한인식품도 

매상설립 추진위가구성됐다. 한인들은우여곡절 끝에 ‘메릴랜드 캐쉬 앤드 캐리’도매상을설립한다. 

〈1992년〉 

한국야구대표팀이 내방하여 오리올스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12월 12일 시내 미락식당에서 퍽칭 (Fuck ching) 한인 갱 단원 4명이 금품을 요구하다 체포됐다. 이들은 메 

릴랜드와북버지니아 일부한인업소에서도 행패를부렸다. 전원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받았다. 

〈1993년〉 

4월 7일 볼티모어 기독교 문화방송(대표 이종만)이 4년 만에 운영난으로 문닫음. 

5월 13일 엘리콧시티 마사지 팔러에서 한인여성 3명이 매춘협의로 체포된 데 이어 1994년 1월 20일 하워 

드 카운티 3개 한인 스파(엘리콧시티, 재섭, 콜럼비아)에서 한인 여성 5명이 매춘협의로 검거돼 한인 이미 

지실추. 

6월 타우슨 지역에서 주 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켈리포니아 출신 제이슨 김 (21, 한국명 김동 

희)에 대해 볼티모어 선 신문이 학력, 경력, 신분 변조 의혹 제기. 제이슨 김은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반박. 

제이슨 김은 공화당 예선에서 탈락. 

7월 제7회 시카고 미주체전에 임원 12명, 선수 80명이 참가, 금4 은6 동9 개로 총 19개 메달을 획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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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로 역대 최고 성적 거둠. 

10월 29일 메릴랜드한인회는 한인 상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긴급 사고 대책위 구성. 

10월 메릴랜드여성회는 한인노인들을 위한 노인아파트 건립사업에 착수, 7년째 경로잔치 개최. 

〈1994넌〉 

1월 4일 슈모크 시장은 9월 4일을 볼티모어시 태권도의 날로 공포. 

〈1995넌〉 

연초부터 타우슨 명문 사립고인 캘버트 홀 칼리지 고교의 한인 재학생 2명이 한 달 간격으로 자살해 총격. 

1월 3일 스티브 이 (17)가 서번 소재 자택에서 권총 자살했으며, 2월 7일 입양인 크리스토퍼 그린우드(17)가 

다락방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 두 학생 간에 관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월 5일 실협 또한 범한인공익옹호위 결성을 주도해, 라파엣마켓, G&A푸드마켓 등의 사건에 대처해 나 

갈 장두환 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주요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 

7월 18일 볼티모어노인회, 범볼티모어노인회, 하포드노인센터, 한미노인회 등 4개 단체의 통합노인회인 

볼티모어노인회 출범. 회장 김원종, 이사장 장두환. 

9월 2일 슈모크 시장이 왁스터 노인센터의 제3회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 한인노인센터 마련 약속. 

9월 24일 KAGRO가 펩시사의 부당대우 철폐를 요구하는 서 명운동 결의. 이들은 펩시사가 소규모 업소에 

는 16온스 사이즈 음료수의 공급을 중단했으며, 수퍼마켓에 비해 고가에 공급한다고 항의. 

10월 2일 음료 및 아이스크림 전문도매상인 럭키 식품잡화도매상 경영난으로 폐업 

〈1996년〉 

4월 28일 글렌데닝 주지사, 메릴랜드주 태권도의 날 선포. 

5월 9일 볼티모어 축구협회(정의섭)가 메릴랜드축구협회로 명칭 변경. 

8월 25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해병전우회가 4년 만에 통합. 

10월 8일 점보 도매상(권선 사장)이 부채 152만 달러가 누적돼 도산, 최대 재권자인 트리플씨에서 인수. 

11월 볼티모어 지역 한인―유대인 친선협의회(회장 이영희) 창립. 양측은 연 2회 모임을 갖고 커뮤니티 발 

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11월 10일 볼티모어시가 한인 체육인의 날을 선포한 데 이어 1997년 5월 18일에는 메릴랜드주가 한인 체 

육인의 날선포. 

〈1997년〉 

4월 15일 글렌버니 소재 최초의 한인 예식장인 원앙예식장(대표 함남순) 파산. 총 부재 54만 달러, 재무 

관계는 41건 5월 4일 폐업. 

6월 1일 볼티모어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여선교회연합회(회장구인숙)가 제1회 영성 성가중창경연대희 개 

최. 12개 교회 15개팀 참가한 이 대회에서 빌립보교회 중창단 우승. 이 행사는 나중 여선교회 연합 찬양제로 

바뀌었으며, 행사 수익금은 매년 여름 교회협의회서 주최하는 청소년수련회 기금으로 보냈다. 

10월 9일 메릴랜드축구대표팀이 본국 전국체전 번외경기에 출전, 결승서 독일에 승부차기로 분패해 은메 

달 차지. 번외경기에는 해외 6개 동포팀이 출전. 

10월 잡화 도매상인 치프(대표 김용인) 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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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8일 한인회관에서 개최된총회에서 단독등록한박평국-장세영 후보가제25대 회장으로 인준을받 
。

o.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델레니 벨리 메모리얼 가든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넘물 준공. 높이 8피트, 가로 

10피트 크기. 중앙 가로 4피트, 세로 5피트 동판에 2차대전 공훈메달과 한국전 공훈메달을 좌우로 섀겼으 

며, 1950년 한국전쟁에서 동료를 잃고 슬퍼하는 병사를 다른 병사가 위로하는 사진을 부착. 

11월 10일 웨스트사이드 다운타운의 한인상인들이 개발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이 지역의 한인 업소는 

70여 곳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보상금을 받음. 

〈1999년〉 

3월 박평국 회장의 공금 유용 시비가 발생, 총회를 제 날짜에 열지 못함. 

5월 엘크리지 메도우리지 메모리얼 파크 내 한인 묘지촌인 한우리 동산에 한인 위령탑 건립. 김일평 전 

한인회장이 도안한 이 위령탑은 15피트 높이의 8각형 검정 대리석 3층 석탑으로 각 면마다 8도 명칭이 한글 

로적혀있고, 연필모양의상단에는한반도지도가새겨져 있다. 

5월 8일 메릴랜드한인방송(KNN-News) 개국. 대표 허인욱, FM방송 보조 주파수를 사용했으나 운영난 

으로문닫음. 

10월 2일 실협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명칭을 메릴랜드한인상공회의소로 개명 11월 오말리 시장 시정 

인수팀에 한인 5명 참여. 이세희가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 20명의 위원 중 1명으로 선입 이영식 안대위원 

장―공공안전분과. 김현주식품주류협 부회장―스몰비즈니스분과, 정병예(여, 의류업, 교육학석사)―교육 

분과, 보건분과―수잔 한(여, 증권 브로커) 등이 활동. 

11월 오말리 시장 당선 후 시장 선거운동 참여 인사를 중심으로 40여 명의 전,현직 단체장으로 구성된 볼 

티모어 시장 한인연락위(위원장 권종률)가 조직되었으나 한인회의 반발로 해산하고, 한인회 산하로 시장 

자문위를 만들기로 했다. 

8. 한인사회의 재도약 (21세기를 시작하며, 새 천년을 바라보다) 

1) 새로운 한인타운의 형성 

2000년대 들어 엘리콧시티에 최대의 한인타운이 형성되면서, 기존 볼티모어 시내 찰스 스트릿과 노스 애 

비뉴 주변 한인타운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40번 도로를 중심으로 엘리콧시티에 한인상권이 형성된 것은 1999년 5월 1일 롯데플라자가 문을 열면서 

부터. 대형 동양식품점과 함께 부속건물에 의류점, 문구점, 여행사, 사진관, 화장품점, 비디오점 등과 한 

식, 일식, 제과점 등이 들어서자 한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이 인 

근에속속개업했다. 

특히 2001년 8월 25일 케이톤스빌에 한아름 동양식품접이 개업하고, 40번 도로 서쪽 베다니 40샤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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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 한인업소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40번 도로틀 중심으로 한 한인 상권은 동쪽으로는 롤링로드에서 서 

쪽으로는 베다니 레인 너머까지 7마일 구간으로 확대됐다. 

한국일보에서 발간한 2004년 업소록을 토대로 파악한 이 구간의 한인업소는 모두 60여 개. 롯데와 한아 

릎 베세토 백화점 등의 대형 업소를 비롯 안경점, 의류점, 가전제품집, 제과점, PC방, 만화방, 골프센터, 

꽃집, 자동차 정비소, 태권도장등 업종도 다양하다. 여기에 의사, 한의원, 부동산, 보험, 융자, 변호사, 회 

계사 등의 사무실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 개로 늘어난다. 더구나 이는 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곳만을 

집계한 것이며,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 세탁소, 바, 일식당, 캔디샵, 주유소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 

치는훨씬 커진다. 

2) 한인 사회 현황 

지역별인구 

연방센서스국이 2000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표본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볼티모어지역 한인인구는 1만 

7,344명으로 집계됐다. 볼티모어시를 비롯 앤아룬델, 볼티모어, 하워드, 하포드 등 4개 카운티의 한인인구 

는 메 릴랜드 전체 한인인구의 43.4%에 달했다. 

메릴랜드의 한인인구는 3만 9,113명이며, 이 중 외국출생자가 77.8%로 미국 출생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 

다. 한인 중 시민권자는 56.5%인 1만 7,203명이다. 1990년 인구 센서스에서는 메릴랜드의 한인이 3만 320명 

으로 전국 6위였으며, 1980년의 1만 4,78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카운티에 따라시민권 취득율 및 이주 시기가다소차이를 나타냈다. 

앤아룬델 카운티에는 3,686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였으며, 시민권 취득자는 59.6%인 1,680명이었다. 

볼티모어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5,114명으로 1980년 이전 이민자가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 

포드 카운티는 761명의 한인이 거주하며, 시민권 취득률이 78.4%로 볼티모어 지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 

다. 하워드 카운티는 6,013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0넌대 이주자가 39.1%로 

가장 많아 최근 한인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시에는 1,770명의 한인이 거주, 지역에서 가장 적 

었고, 시 민권 취득률도 49.5%로 가장 낮았다. 

한편 메릴랜드의 한인인구에 부모 종 한 명이 한인인 인구를 포함할 경우 4만 2,278명으로 늘어났다. 한 

국계 자녀를 포함할 경우 볼티모어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앤아룬델 카운티로 4,108명에 

달했고, 캐롤 카운티의 경우 422명이었다. 캐롤 카운티는 시민권 취득자가 82%인 250명으로 비율이 크게 

높았다. 카운티별로는 볼티모어 카운티가 5,358명, 하포드 카운티가 965명, 하워드 카운티가 6,376명, 볼 

티모어시가 1,888명이다. 메릴랜드의 인구는 529만 6,486명으로 이 중 외국출생자는 9.8%인 51만 8,315명 

이다. 외국 출생자 종 시민권 취득자는 45.3%인 23만 4,711명 아시아계는 18만 1,504명으로 외국 출생자 

의 35%를차지한다. 

영어구사 

볼티모어지역 한인들 중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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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센서스 분석자료에 따르면 볼티모어시 및 볼티모어, 앤아룬델, 캐롤, 하워드 카운티 등 볼티모어 

지역 5세 이상 한인 1만 6,142명 중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만 3,314명으로 82,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한인인구가 가장 많으며, 최근 이주자가 많은 하워드 카운티가 5세 이상 5,607명 종 86%인 

4,824명이 영어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고,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였는 캐롤 카운티는 725명 중 63.7%인 

462명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한인 비율은 하워드 카운티 다 

음으로 앤아룬델 카운티가 85,7%(2,908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볼티모어 카운티와 볼티모어시는 각각 

81.6%(3,847명), 74,7%(1,273명)였다. 

메릴랜드 전체로는 5세 이상 한인인구 3만 6,728명 중 3만 1,102명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 84,7%의 비율을 보여 볼티모어지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였다 

고 응답한 한인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1,7%인 1만 8,974명이 영어를 구사할 수 였다고 밝혔다. 

카운티별로는 영어구사력이 가장 낮았던 하워드 카운티에서 2,997명이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 

다고 답해 53,5%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고, 반면 영어 구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캐롤 카운티는 235명 

(32,4%）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앤아룬델 카운티의 경우 1,809명 (53.3%), 볼티모어 카운티 

2,247명 (47,7%), 볼티모어시 813명 (47,7%）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빈곤율 

볼티모어지역 한인들의 빈곤율이 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시와 앤아룬델 불티모어, 하워드 카운티 등의 한인가구 3,647가구 중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기 

준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가구는 384가구였다. 볼티모어지역 한인들의 빈곤율은 메릴랜드 전체는 물론 한인 

가구 전체 빈곤율보다 높았다. 카운티별로도 지역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볼티모어시를 제외하고는 한인 

들의 빈곤율은 모두 카운티 평균보다 훨씬 높아 한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접을 감안하더라도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특히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젊은 가정, 여성가장 가정, 노인 가정에서 빈곤율이 높았다. 카운티별로는 

노인인구가 많은 볼티모어시가 16.7%(18.8%）로 가장 높았고, 앤아룬델 카운티가 8.4%(3.6%）로 가장 낮았 

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11.4%(4.5%), 하워드 카운티는 9.9%(2.5%）였다 : 괄호 안은 카운티 전체 빈곤율. 앤 

아룬델 카운티에서는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35.7%에 달했고, 독신자의 빈곤율도 26%였다. 볼티 

모어 카운티에서도 여성가장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34.0%였고, 볼티모어시의 경우 65세 이하의 노인 가정 

이 빈곤율이 44.4%에 달했다. 볼티모어시는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율도 39.3%로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독 

신자의 경우 59.5%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이와 달리 하워드 카운티의 경우 여성가장 가구의 빈 

곤율은 8.3%로 크게 낮았고, 독신자 빈곤율은 28.0%였다. 

메릴랜드 전체 한인가정의 경우 총 9,077 가구 중 빈곤 이하는 9.7%인 878기구로- 나타나 주 빈곤율보다 

높았다. 가장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19.4%로 높았고, 5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의 빈곤율도 

10.3%나 됐다. 도 1999넌 사회보장금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보조를 받은 가구는 1,442가구였다. 여성가장 가 

구의 경우 22.6%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독신자의 경우 빈곤율은 38.4%로 더욱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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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전체로는 총 136만8,647 가구 중 6.1%인 8만3,232가구가 빈곤기준 이하였다. 이 중 부부 가정의 

경우 빈곤률은 2.6%, 여성가장 가구는 18.4%, 독신 가구의 경우 13.3%였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빈곤율이 

3.4%（여성 가장 가구 13.0%, 독신자 10.6%）이고, 흑인은 12.2%（여성 가장 가구 22.2%, 독신자 19.0%）였다. 

아시아인은 6.6%로 여성 가장 가구가 16.2%, 독신자는 21.9%이다. 

평균소득 

볼티모어지역 한인들의 평균 소득이 지역주민들의 평균소득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이 2000년 센서스 표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볼티 

모어시와 앤아룬델, 볼티모어, 하워드 카운티 등의 가구당 중간소득 평균은 6만 2,469달러인데 비해 한인 

들의 중간소득 평균은 4만 6,683달러로 지 역 평균의 75% 수준이 었다. 

카운티별 한인들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하워드 카운티가 5만 3,19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볼티모어 카운 

티가 4만 5,147달러, 앤아룬델 카운티가 4만 4,426달러, 볼티모어시가 4만 3,958달러였다. 연방정부의 빈 

곤기준이하의 수입을 가진 한인 가정의 비율은 앤아룬델 카운티 (8.4%), 하워드 카운티 (9.9%), 볼티모어 카 

운티 (11.4%), 볼티모어시(16.7%） 순이어서 중간소득 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카운티별 종간소득과 

비교할 때 한인가구의 중간소득은 하워드(8만 5,422달러), 앤아룬델(6만 9,019달러), 볼티모어 카운티 (5만 

9,998달러)보다 모두 낮았으나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볼티모어시 (3만 5,438달러)보다는 높았다. 

이 조사에서 한인 남성 독신자의 경우 앤아룬델 카운티는 4만 8,333달러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은 반면 

하워드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에서는 각 7,000달러와 6,639달러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한편 메릴랜드 전체 기구통1- 중간소득은 6만 1,876달러였으며, 한인 가구당 중간소득은 5만 2,507달러였 

다. 한인 남성독신자의 경우 1만 7,038달러, 여성독신자는 1만899달러였다. 

지역별 인구변천 

2000넌 센서스에 나타난 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 하워드, 앤아룬델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만 6,866명으 

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된 것으로 한인사회는 보고 였다. 센서스 미응답자 및 불법체류자 등을 감안하 

면 실제는 그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90넌대 들어 하워드 카운티에 한인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센세스 자료로도 입증된다. 

하워드 카운티의 한인은 1990년 2,154명에서 2000넌 6,188명으로 187%가 늘었다. 1990넌 1위였던 볼티모 

어 카운티는 4,100명에서 5,249명으로 28%가증가했지만총 인구에서 2위로 내려 앉았다. 

앤아룬델 카운티도 같은 기간에 2,063명에서 3,603명으로 75%가증가했지만, 볼티모어시는 1,586명에서 

1,826명으로 15% 소폭 증가했다. 

이 기간 종 타운별로 살펴보면 하워드 카운티의 엘크리지가 73명에서 444명으로 508%나 폭증했다. 

엘리콧시티는 2,799명 타운별 인구로 최다였고, 증가율도 171%나 됐으며, 인근 콜럼비아도 696명에서 

1,608명으로 131%가 늘었다. 

볼티모어 카운티에서는 파익스빌이 49명에서 219명으로 34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카키스빌도 392명 

에서 806명으로 106%가 늘었다. 

워싱턴지역 한인사 - 357 



반면 과거 한인이 많이 거주했던 던덕, 에섹스, 포트미드, 랜돌스타운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여, 과거 공 

업 단지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한인거주지역이 자영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가 향상되 

면서 환경과 교육 제도가 좋은 주거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3) 반목과 성장의 혼재 

새 천넌을 여는 2000년 한인사회는 반목으로 시작됐다. 한인회장의 한인회 예산 운용에 대해 일부 한인 

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반목은 2년여를 끌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최초로 종합 체육 제전이 열리고,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이 한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실시하며, 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 개관으로 

지역 한인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등 한인 사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2000년 들어 전문화된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코리안 리소 

스센터가 한인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미 주류사회의 그랜트를 받아서 총무를 맡은 김병대 박사와 부인 

김미영 교수(존스합킨스대 간호대)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 

고있다. 

2000넌 4월 9일 한인회 정기총회가 수년 만에 난장판이 됐다. 황정순이 단독 입후보한 회장 선출은 무난 

히 지나갔으나, 박평국 회장에 대한 공금유용 시비로 총회장은 고성과 욕설이 난무,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야만 했다. 공금 유용 시비는 박평국의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감사들의 지적으로 촉발됐으나, 박평국이 재 

임시 보인 KAGRO에의 편향에 대한 반대 그룹의 보복 성격이 짙었다. 이는 공금 유용 문제를 제기한 그룹 

의 박평국 개인에 대한집요한공격에서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반대 그룹은 명분을가졌음에도불구하고, 

동포들의 여론을 얻는 데 실패했다. 2002년 2월 19일 메릴랜드한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공금유용 시비로 물 

의를 빚은 박평국 전회장을 결국 제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위임한 이사가 다수로 실제 참석율은 저 

조했을 뿐더러 한인회칙에 제명규정이 없어 유효 여부로 논란을 빚었다. 

한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가제대로 인계되지 않아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추진할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인회가 전적으로 회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회장이 바뀌면 임원과 이사 

진이 전부 바뀌는 현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회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회장 

의 한인회 운영을 제어할 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집으로 지적된다. 임기 중 한인회관의 각종 세금과 공과 

금을 체납하고 후임 회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반사다. 특정 용도의 기금을 제멋대로 한인회 운영비 명목으 

로 유용한 전임 회장들도 있다. 이들이 버젓이 전직 한인회장으로 행세하는 것은 아직 지역 한인사회의 의 

식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말리 시장과한인사회 

오말리 시장이 당선되자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최정목, 유재곤, 정계성 등 동포인시들은- 시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시장자문위원회를 부활시켜 각종 위원회나 시정부 요직, 일 

선 인스펙터 등으로 한인들을 등용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시장인수위원회의 이세희와 협력이 잘 되지 않았 

고,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종률이 새로 한인회장에 당선된 황정순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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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사퇴를 하면서 시장자문위원회는 물론 시정 찹여 기회도 무산됐다. 12월 한인회가 선정해 시에 제출 

한 시장 자문위원 11명이 시장실서 거부됐다. 오말리 시장과 친밀한 후원자 모임 인사들이 몽땅 빠진 때문 

인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오말리 시장은 당선 이후 한인사회 행사에 주말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혀 참석 

하지 않아한인사회를무시한다는불만이 한인사회 일각에서 터져 나왔다. 한인들의 비난이 드세지자오말 

리는 결국 2004년 9월 코리안 페스티발에 모습을 나타냈다. 

4) 하워드카운티한인회 탄생 

2001년 2월 25일 하워드카운티한인회가 발족했다. 초대회장은 조영래, 이사장 김세웅, 하워드카운티한 

인회 발족에 대한 메릴랜드한인회의 반발은 엉뚱하게 안전대책위원회로 비화돼 하워드한인희에 찹여한 이 

영식 위원장이 메릴랜드한인회 측 위원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워드한인회는 민족의식, 역사 

의식, 동포 비전, 권익 신장, 주류사회 참여라는 5대 목표를 갖고 시작, 지역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기간 내 모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이에 앞서 2000년 12월 15일 메릴랜드한인회(회장 황정순)는 하워드지역에서 독자적인 지역 한인회 결 

성 움직임이 일자 4개 지회를구성했다. 각카운티별 지회장은하워드(이종식)， 볼티모어(김찬호)， 앤아룬델 

(이명진)， 프린스조지스(박찬영)등이다. 하지만하워드카운티한인회의 발족을막을수 없었다. 하워드한인 

회는 2001년 6월 13일 엘리콧시티 노인센터에서 한인노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03넌 11월 사랑의 전 

화(Careline)을 개통, 한인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 2004년 8월 10일 카운티의 지원을 받아 유급 

한인담당관인 이선구, 김진욱을 선임했다. 

5) 한인 이민 100주년 경축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볼티모어 지역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알차게 경축행사를 치렀다. 

2002넌 12월 5일 볼티모어시 의회는 한인이민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재택해 한인들을 격려하고, 2003년 

1월 13일 메릴랜드한인회는 이민 100주년 기넘의 날을 맞아 축전을 열었다. 이 행사는 기넘식과 강연,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돼 이민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선조 이민자들을 기렸다. 도 6월 21일에는 이너하버에서 

동부지역 풍물패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 100주년 기넘 풍물축전을 펼쳤다. 이 행사에는 고전무용, 태권도 

시범도 함께 있었고, 마틴 오말리 볼티모어시장이 한인 풍물의 날을 선포했다. 

한인 봉사자 - 이순재, 박갑영 

볼티모어에는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한 한인들이 많다. 이 중에서 지 

역 언론에 보도된 2명의 봉사지를〈 소개한다. 

1995년 9월 24일 볼티모어 선지는 메릴랜드지역 섹션 1면 톱 기사로 한인 상인 이순재의 선행을 보도했 

다. 이순재는 1974년 도미, 1978년부터 센드타운-윈체스터 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개업 

워싱턴지역 한인사 — 359 



초부터 블록파티에 음료수, 크리스마스에는 200끼의 터키 저녁식사를제공했다.1992년부터 자선사업을본 

격화,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회’라는 자선단체를 결성했고, 1994년에는 1만 4,000여 달러 상당의 식품을 불 

우 가정에 나눠줬다. 빌립보교회의 창립 멤버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볼티모어 식품협회장, KAAA서비스센터 사무총장,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장 등 식품관련단체에서 주요 

임원을 역임한 박갑영은 1991넌부터 시내 드류드하이츠 커뮤니티 여름캠프에서 흑인 아동들에게 한국말과 

문화를 가르치며, 한혹 이해에 이바지했다. 이 캠프는 이후 사랑의 교회(김요한 목사)와 한혹아동 합동 캡 

프로 2003년까지 계속됐다. 이 지역에서 ‘선 앤드 문’ 고로서리를 운영하던 사이몬 유(캘리포니아 이주)는 

2001년 4월 이 커뮤니티에 직업 훈련센터로 이용하라며 가게 건물을 기증했다. 

주요일지 

〈2000년〉 

4월 13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 동포인 김탁이 경북 상주에서 출마했으나 낙선. 의류업을 하는 김탁 

은 조일씨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동포의 본국 선거 첫 출마였다. 

6월 18일 제 1회 메릴랜드한인체전이 UMBC에서 열랍 ‘단결, 화합, 전진’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행사는 메 

릴랜드체육회(회장 김덕춘)가 주최, 8개 종목에 500여 선수가 참가. 

11월 19일 하워드카운티 교육청에서 주최한한인학부모대상교육세미나에 300명 이상이 참석, 관계자들 

을 놀라게 했다. 이 지역 한인들의 교육열을 입증한 이 행사는 이후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12월 4일 볼티모어 시의회, 시의 주요 공문을 한글로 번역해 발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통과. 

12월 7일 한인노인들의 오랜 숙원인 볼티모어한인노인센터가 개관. 7,000평방 피트의 면적에 사무실, 강 

의실이 각 3개, 액티비티룸, 주방, 강당, 주차장 등을 갖춤. 총공사비 120만 달러. 2명의 풀타임 직원이 상 

주, 한인노인들의 애로 사항을 도우며,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 

〈2001넌〉 

3월 4일 카니지역서 한인 칭넌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 김동영 (19)과 입양아 형제 저스 

틴 파탈릭스(운전, 18), 자치리 파탈릭스(20)가숨졌으며, 사고 원인은과속운전. 

3월 11일 교회협 산하 10개 교회 청년들이 송창수를 초대회장으로 청년연합회 창립. 

6월 코리안리소스센터(원장 류재풍 박사, 디렉터 김병대 박사)가 설립됐다. 

4월 21일 장애인 봉사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볼티모어 밀알선교단 창립. 

5월 1일 주교통부와한인단체들이 한인 기업인을 대상으로소수계 기업 우대프로그램 설명회. 

8월 25일 한아름 수퍼마켓이 케이톤스빌에 개장. 

〈2002년〉 

3월 6일 하워드카운티노인회(회장 김창제) 발족. 

3월 11일 볼티모어 북쪽 43번 도로인 화이트 마쉬 블러바드가 주교통국에 의해 힌국-전참전용사 고속도 

로로 명명됨. 

3월 19일 묘포占서비스센터(사무총장 박갑영)가 글렌버니에 개관돼 보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앤아룬델 

카운티 한인들을 위해 봉사 시작. 이 센터는 2004넌 6월말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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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MD한인회 총회에서 김혜일이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됨. 

6월 22일 한국일보가 직배를 시작. 

7월 8일 이신구 목사가 시장실 대민국 한인담당관으로 선임됩. 하지만 과거 시장특별보좌관보다 직급이 낮 

아져 한인사회에서 불만 표출. 이신구는 2003년 1월 일부 한인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권고사직됨. 

7월 14일 델라스 전미주축구대회에 메릴랜드대표팀이 참가, 장년부 우승, 청장년부 3위. 이 대회에는 전 

국에서 장넌부, 청장넌부에 각 8개 덤이 찹가. 

8월 1일 주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서예협회 메릴랜드 지회(회장 김학원)가 창립됩. 

11월 20일 다운타운에 민영 메릴랜드 애비뉴노인복지센터가개관돼 한인노인들에게 도움을줌. 

〈2003년〉 

1월말 이신구의 후임으로 시 한인담당관에 이언주 선임. 

2월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끌어 지역 언론에 소개됨. 

6월 1일 MD바둑협회(회장 김백남), 8일 메릴랜드사계절 낚시협회(회장 이현로)가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 

라창립. 

6월 29일 달라스 미주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6위)보다좋은 성적인 종합 5위를 차지. 130명 찹가, 

금 16, 은 16, 동 14개의 메달 획득. 

이해 가을학기부터 UMBC에 한국어 강좌 개설 

〈2004넌〉 

1월 25일 볼티모어-워싱턴지구 한인 스쿠바 협회(회장 전광렬) 창립. 

1월 30일 이언주한인담당관이 이신구에 이어 다시 1년 만에 해임 

3월 13일 지역 최대 한인샤핑몰 서울플라자 개장. 

9.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 

한인들 다수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왔다고 할만큼 한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그 결과 각급 학교는 

사회 각분야에서 두각을나타내는 2세들이 많다. 지역 한인들은 일찍이 한국학교를만들어 자녀들에 

게 민족의식과우리말을교육시켰고, 지금도 여전히 각교회 등을통해 우리 문화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또 

1996년 발족된 세종장학재단을 비롯 세탁협, 식품주류협, 축구협 등 여러 단체가 장학 기금을 조성, 2세들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다. 1990넌대 후반부터는 한인들의 공직 진출이 두드러진다. 

또 일부 1세들은 정부 산하 여러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성장한 한인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한인들은 이민 초기인 1972~1973년에 한인 어린이 합창단을구성, 피바디홀에서 공연을갖는등 2세 육성 

에 힘을 쏟았다. 2세들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성을 나타냈다. 

1980년 애나폴리스 소재 해군사관학교에 앤드류 김이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입학했다. 또 1982년 

에는 벤자민 김 등 4명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경사가 났다. 1981년에는 피터 조 둥 2명이 하버드대에 진학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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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한인사회에 참여한 허 인욱은 1989년 슈모크시장의 경찰문제 자문위원으로 선임됐고, 1992년 

볼티모어시 인종차별방지위원회의 커미셔너에 임명되어 임기 3년의 커미셔너직을 3회 연임했다. 허인욱은 

2001년 신임 오말리 시장에 의해 또다시 커미셔너에 임명됐으나오말리 시장이 선거 때의 한인사회에 대한 

약속을지키지 않는다고항의성 서한을보내 한인사회에 대한관심을촉구하면서 커미셔너직을사임했다. 

1991년 4월 볼티모어 출신의 1.5세인 임애란, 유승훈 변호사가 지역에 Lim & Yoo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 

고, 1992년 이준호가 최초로 연방검사에 임 명돼 3넌간 근무했다. 

1995년 11월 콜럽비아 소재 한인건설회사인 ‘코스모폴리탄’(대표 김세웅)이 기 업잡지 inc가 선정한 고성장 

개인기업 60위에 올랐다.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해외 각지의 미국공관증·개축공사를주로하고 있으 

며, 지난 4넌간 수주액이 21만 9,000달러에서 585만 5,000달러로 2,574%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6년 세종장학재단이 발족돼 장학사업이 본격화됐고, 내과의 도상철이 글렌버니 소재 노스아룬델병원에 

서 지역 최초의 한인병원장으로 연초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3월 13일 볼티모어 출신 최원섭 박사(31)가 

SF에서 열린 제36회 미국심장의학회 주최 연례학술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 학술연구자로 선정됐다. 

1997넌 1월 21일 시내 로크 레이븐고 출신 오영경 (28, 알렉스 오)이 맨하탄 연방검찰청 형사사건 담당검사 

로부임하고, 6월 신은지가하버드대 우수졸업생으로선정됐다. 신은지는우드론고도수석 졸업했다. 볼티 

모어서 작품활동하는만화가후랭크조(25, 한국명 조덕현)가워성턴포스트, 시카고트리분, 필라델피아인 

콰이어 등 전국 21개 유수 일간지에 ‘자유의 초원(Liberty Meadows)’을 연재했다. 후랭크 조의 부친 조규혁 

(전기회사 근무)도 아마추어 미술가로 PG카운티 벨츠빌 도서관에서 개인미술전을 연 바 있다. 

1998넌 5월 패리스 글렌데닝 메릴랜드주지사가 최영락 박사(인권위), 임정애(미용위)， 안웅섭 목사(볼티 

모어 분쟁응답국)를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1999년 3월 오상우가 하워드 카운티 검사로 재직 중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비서실장 격 인 보좌관 임명됐 

으며, 2002년 2월 19일 박일홈이 지니 홍과 전성국에 이어 볼티모어지방법원에 검사로 부임했다. 

2002년 1월 한기덕 트리플씨도매상 사장이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메릴랜드 담배켄디도매상협회장을 맡았 

고, 4월 3일 김미영 존스합킨스 간호대교수가 볼티모어시 노인국 커미셔너에 선임됐다. 

같은 해 5월 23일 장영신(15) 이 제28회 전미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인으로 유일하게 품세 부문에서 

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10월 6일 한인여성으로 유일하게 미 국가대표로 그리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주니 

어 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해 라이트 헤비급서 은메달을 따냈다. 장영신은 2003년 10월 30일 브라질서 열 

린 팬암 청소년 대회 라이트헤비급서도 우승했으며, 이 대회 MVP도 자지했다. 장영신의 오빠 장용성 또한 

2003년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US오픈 국제 태권도대회에서 미들급 겨루기에서 준우승한 것을 비롯,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미 태권도팀 주장으로 참가했다. 장용성은 2003년 11월 전미대학 선수권대 

회에서 품세와 겨루기 모두 우승, 2관왕이 됐다. 이들 남매의 부친은 장세영 메릴랜드주 태권도협회장으로 

이들 가족은 태권도 ‘명가’를 이뤘다. 

2002년 7월 1.5세인 송태오 씨가볼티모어 카운티 사립학교 캠브리지 스쿨의 교장에 부임, 지역에서 첫 

한인교장이 탄생했고, 7월 17일에는 지니 홍(36, 홍진경) 검사가 판사에 임명됐다. 홍 판사는 지역의 첫 한 

인판사이자 메릴랜드의 아태계에서도 처음이며, 미 본토에서 첫 한인여성 판사이다. 홈판사는 1994년 검사 

로볼티모어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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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4일 김요한 목사(사랑의 교회)가 사상 최연소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연회 미 동부지방 

감리사에 선임되고, 5월 31일 밀포드밀 아카데미에서 한인 쌍둥이 자매 계선용, 선하가 공동 수석으로 졸 

업했다. 이해 6월 16일 하워드 카운티 노인국 커미셔너에 정찬수가 임명되고, 7월 6일 양선웅(17, 4단)이 전 

국주니어태권도대회 품세 11연패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2003년 7월 한인내과의 김대용이 하워드 카운티 

사업기회균등위 커미셔너에 선임되고, 8월 미스 아메리칸출신(미스 매사추세츠)인 이은주(34, 쉐런 리)가 

WJZ-TV(Ch,13)의 앵커로 발탁돼 주말 아침 뉴스 쇼를 진행했다. 10월 10일 부동산업자 이기호가 앤아룬델 

소수계 기업위원으로 임명됐다. 

2004 2월 11일 명돈의 목사(예루살렘 장로교회)가 미국장로교회(PCA) 한인교회협의회장에 피선돼 1넌간 

소속 330여 한인교회를 대표했다. 2004 7월 1일 한기덕 트리플씨도매상 사장이 주 경제개발지원국 이사에, 

8월 안일송 변호사가 메릴랜드 신규 이민자 자문위원에 각각 선임됐다. 

10. 민족문화의 계승 

1) 전통 예술 

볼티모어에 처음으로 한국 전통 예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는 안순희이다. 그녀는 1980년 9월 볼티모 

어 연합감리교회 부설 한글학교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전통 무용을 보급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엘리콧 

시티 뱉엘교회 한국학교와 자택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통 무용을 가르처 왔다. 또 1985년에는 김은수가 합류 

했으며, 그녀는 1993넌 버지니아에 워싱턴 한국무용단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였다. 2001년에는 

이희경이 청소년 고전무용단을 만들어 하워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우리 무용을 소개하고 였다. 

1998년 3월 28일 불티모어 풍물패가 창립됐다. 초대 회장 박기찬. 건강한 우리 전통문화의 지역사회 전 

파를 목적으로 풍물 강습 및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2월 6일 볼티모어 풍물패는 지역에서 최초로 마당극을 UMBC 블룸에서 공연했다. 이민가정의 애 

환을 우리 전통 문화로 풀어낸 ‘해야 솟아라’는 동포들이 누구나 겪은 개인 이민사를 소재로 다뤄 관객들의 

심금을울렸다. 

또 2001년 2월에는 지역에서 최초로 한인 업소들을 순회하며 지신밟기를 실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연 

례 교내 다문화 행사인 ‘어셈블리’에서 사물놀이를 공연하기 위해 한판에서 기량을 익히던 마운트 헤브론 

고교생들이 미국에서 최초로 학교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고교 풍물 클럽 ‘산울림’을 결성했다. 초대회장은 이 

효정. 

볼티모어 풍물패는 2002년 풍물패 한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미주협의회’ 등의 

단체에도 가입하는 등 통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판은 지역 유일의 문화운동 단체이자 진보운동 

단체이며, 종교단체가 아닌 유일한 청년단체이다. 

우리의 빼어난 문화를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행사는 지역 한인회들의 최대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메릴랜드한인회는 1977년 이래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매년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 한국 문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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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옥외 행사로 진행되는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고전무용, 풍물, 태권도, 한복쇼, 한 

국 음식 판매 및 문물 전시 등 힌국- 문화를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하워드한인희는 2002년부터 매년 5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대규모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다른 민족들의 참여가 늘어나 아시아 민족 전체 행사로 확대됐으 

며, 지역 정치인과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지역 사회 주요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 태권도 

한국 문화 소개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태권도 시범이다. 한국 고유 무술인 태권도는 호신술 

과 함께 자신감, 예법 등 한국 문화도 함께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도 

장 마다 ‘차렷’, ‘준비' 등의 한국말이 흘러나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든지 물건을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 

두 손으로 전달하는 등 우리의 예절이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1974년 미국태권도 연맹 산하 지부로 메릴랜드―워싱턴DC-버지니아 협회가 발족했으며, 1975년에는 메 

릴랜드 단독으로 주 협회가 설립됐다. 초대회장은 이영일 사범. 당시 메릴랜드의 한인 사범은 4명이었다. 

메릴랜드주 태권도협회는 이후 1980년 미국인 존 할로웨이가 회장을 2년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한 

인사범이 회장을 맡아 주 태권도계를 이끌고 있다. 1992년부터는 장세영 회장이 취임, 2005넌 현재까지 희 

장을 맡고 였다. 재무총장과 사무총장을 거친 이광현 부회장이 10넌째 장회장을 돕고 있다. 

2004넌 6월 5일에는 한인사범들이 메릴랜드한인태권도협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남정구가 선출됐다. 같 

은 해 12월 4일 메릴랜드주 태권도협회는 광주시 태권도협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 메릴랜드에는 현재 한 

인 사범 운영 도장 38개를 포함 700여 개의 태권도 도장이 있다. 

3) 정신문화 

볼티모어 지역에는 민족의 정신 문화를 계승하려는 모임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3월 15일 첫 모임을 가진 동양정신문화연구회(회장 김면기)는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노 

자의 도덕경을거처 장자를 익히고 있다. 강사는노영찬박사(조지메이슨대)가처음부터 계속맡고 있다. 강 

의 내용을 모아 책으로 내기도 한 이 모임은 공자의 논어와 대학 등 우리 민족 정신 세계의 토대인 동양 사 

상 전반을 살펴보는 원대한 꿈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였다. 

또 1998넌 11월 조상의 지혜와 얼을 찾고 구한다는 취지로 창립된 조얼씨구회(초대 회장 오재휘, 2대 강 

대훈)는매년 개천제와문화강좌등을통해 겨레의 얼을계승,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다. 

4) 통일 염원 

2대 한인회장을 지낸 다니엘 김 박사는 1970넌대 말 방북, 주목을 받았다.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인 그는 

동포들을 상대로 방북보고회도 열어 지 역 내 반공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1992년 9월 5일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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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로 65세에 별세했다. 

1991년 6월 3일 BWI 공항을 통해 북한 기독교 대표단이 방미했다. 대표단은 지역 최초의 한인 교회인 볼 

티모어연합장로교회(필유일 목사)에서 환영예배 및 만찬을 가졌다. 볼티모어 지역 최초의 남북 공식 모임 

이였다. 

'G&A 푸드마켓' 사건 당시 주인 박선찬을 돕던 일단의 청년들은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할 청년단체가 없음 

을 절감하고 동포권익 옹호와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목적으로 하는 ‘겨레사랑 볼티모어 청년모임’ 을 결 

성했다. 독서 모임 형태로 꾸려진 이 단체는 지역사회내의 활동은 미미했지만 워싱턴 지역의 통일운동 단 

체와 연대, ‘워싱턴지역’을 결성해 통일운동에 찹여했으며, 이들 단체와 한겨레 시민대학을 만들어 민족의 

식 각성에도 힘썼다. 또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란 미주통일운동단체에도 참가했다. 이 단체는 볼티모어 

지 역 최초의 풍물강습을 열어 볼티모어 풍물패의 산파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1999년 11월 자주민족통일 미 

주연합 워성턴지부 결성과 함께 해체됐다. 

통일음악가안용구 

미주 한인 이민 100주넌 뉴욕사업회가 추진중인 ‘인물로 본 미주한인 100년사’ 에 수록될 102인 중 볼티모 

어 이민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안용구 교수는 국제적 바이올리니스트이다. 

102인 중 음악가는 안용구를 제외하고 6인. 이 종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그의 제자들이다. 세종쏠리이스 

트 음악감독인 강효 줄리아드 음대 교수는 서울대 시절 제자이고, 정트리오의 정경화는 정씨가 어렸을 때 

가르친 바 였다. 도 바이올린 신동 장영주(사라 장) 양은 강효 교수의 제자이고, 장 양의 부친 장민수 템플 

대 교수 또한 그의 제자이니 장 양도 직계 제자인 셈이다. 

음악가로서, 통일운동가로서 평생 한 

는 그만의 독특한 영 역을 구축했다. 

걸어온 그는 음악을 통해 사회의 화합 및 조국 통일에 기여하 

안용구는 1928년 원산에서 의사인 안남규 씨의 7형제 중 5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경성 의전, 경도 

제대 의학부를 나와 1927년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결핵을 전공, 원산에서 고려병원을 개업한 입지전 

적인인물. 

서울대 음대 제1회 졸업생인 안용구는 이화여고 교사와 서울음대 강사시절인 1954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독일의 뮌헨 음대와 비엔나 음악아카데미, 영국의 길드홀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한 그는 

59년에 귀국하여 KBS 교향악단과 서울 시 립교향악단 악장,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때 4중주단, 3중주 

단 등을 조직하여 실내악 운동을 펄치고 또 제자들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쳄버 오케스트라인 ‘안용구 현 

악합주단’을 창단, 많은 연주회를 통해 국내 초연곡들을 소개했다. 안용구는 1986년 미국현악교수협의회 

에서 주는 올해의 음악교수에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정된 바 였으며, 1967년에는 서독정부의 대통령상 

을받은바있다. 

안교수는 미국에 발을 디딘 1960년대 말 볼티모어에서 만난 한인들을 10명 내외로 기억하고 였다. 이들 

은 대개 대학교수나목사, 의사, 전문직 종사자등이며, 이 중춘원 이광수의 아들인 이영근 존스합킨스대 

물리학 교수와 핵물리학자로 역시 존스합킨스대 연구소에 근무하던 유광 박사가 있다. 유 박사는 거물정치 

인인 유진오의 아들이다. 당시는 동양사람만 봐도 반가웠던 시절로 한인이 이민오면 가족처럼 도와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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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였다고. 그는 1975넌 콜럼 비아 지 역 한인회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희장을 맡아 갓이 민 온 동포들을 위 

한통역, 번역과함께 관계 당국과의 협조등으로봉사했다. 

그는 70년대 들어 군사정권의 폭압정치가 기승을 떨치자 삼선개헌 반대, 김대중 구명운동 등 조국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조국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안용구의 현실 참여는 음악을 통 

해 이뤄진다. 동아일보가 언론탄압으로 인해 폐간 위기에 처하자 음악회를 열어 동아일보 돕기 운동을 벌 

이기도 했으며 , 1989넌 9월 워성턴DC에서 ‘남북 가곡의 밤' 공연을 주도했다. 안용구는 1990년 10월 말 분 

단 45년 만에 남북해외음악인들이 모인 평양 범민족통일음악제 참가, 평양봉화극장에서 월북 음악인 이인 

영(작고)의 딸 이방은(샌디에고 거주)과 아들 이민섭(평양거주)과 더불어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3중주를 

공연했다. 이 음악회에는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250여 한국 음악인이 참가했는데 안 교수는 이때 북한 거 

주서울대 음대 1회 동창생 및 월북한은사문학준평양음대 교수를감격적으로상봉하기도했다. 미주에서 

는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안 교수의 부인 김정현 여사가 워싱턴 미주한국방송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행사 

직접 현지 중계보도하기도 했다. 

11. 한인 범죄 피해와 한흑 갈등 

1) 한흑 갈등과 상호 협력 모색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은 한인들이 흑인 밀집 거주 지역에 진출해 자영업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끊 

이지 않고 계속됐다. 양측은 문화 차이뿐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로 서로의 오해와 불신 

더욱 증폭시켰다. 장시간 노동도 마다 않는 성실과 근면으로 업체를 성장시키는 한인 상인들에 대해 혹 

인들은 초기 한인 상인들에게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자본을 대준다는 루머가 만연했고, 이후 성공하는 한 

인상인들이 늘어나자한인들이 자신들을무시할뿐더러 이익을커뮤니티에 전혀 환원하지 않는다고불평을 

토해냈다. 이와 함께 한인 상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범죄들이 늘어나자 한인들은 흑인들의 오해를 불식 

하고 상호 공존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1978년 실협(회장 장종언)은 한혹 관계 개선을 위해 흑인 법학도를 위한 장학금 1,000달러를 제공했고, 

1979년 2월 11일 TV 채널13의 생방송 인터뷰(선데이 라이브)를 통해 한인 관련 악성 루머를 해명했다. 한영 

병용 방범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바스켓을 시에 전달했다. 

1982년 한인회는 이사회의 토의를 거쳐 대표적인 흑인민권운동기구인 NAACP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 

여 한혹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1984년 11월 9일 한인회 임원들은 클리 어 런스 두 번 시 의장과 한혹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가졌으며 , 11월 

15일 한혹 교계지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교계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흑인사회의 대변지인 

아프로 아메리칸 신문과 회견을 가졌고, 볼티모어지역의 유력지인 이브닝 선과도 회견을 가졌다. 

당시 흑인들의 한인에 대한 오해를 알기 위해 이브닝 선지에 실린 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장종언 한인회장은 그간 한인과 흑인 간에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두 소수민족 간의 오해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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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과 날로 성장해가는 한인들의 사업에 대한 든소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에메트 번스 NAACP 시 지부 

장은 말했댜 이곳 흑인들은 “한인들이 그들 사회의 모든 자원을 흡수해가고 있기에 무언가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번스는 덧붙였다. 볼티모어 동부지역에 소재한 한인들의 사업 

종목은 70% 정도가 캐리아웃과 그로서리 업소들이며, 나머지는 자동차 바디샵, 세탁소와 옷가게라고 장씨 

는밝혔다. 

도한 한인들의 사업 성공에 대해 “한인들이 이민온 지 처음 10년간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 

국 정부가 한인사업가들에게 재정상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등의 뜬소문이 흑인들 간에 퍼져있다.”고 

시경의 월리업 로손 경위는 말했다. 

(이에 대해) 흑인 비즈니스 단체 회장인 스테픈 페이스는 "흑인사회나 사업가들이 다른 소수민족의 성공 

에 대해 불평을 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기회를 찾아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한인들 

이 보다큰 그로서리에 가지 못할형편에 였는흑인들에게 봉사를하고 있는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인들이 흑인이나 유태인들이 오랜시간 동안 일해야 되고 강도를 당할 위험이 있는 업체를 사서 경 

영하고 있다.” 고 지 적했다. 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한인들의 가게는 물건들이 항상 잘 쌓여 있으나 흑인들 

가게는 진열장이 텅텅 비워 있게 돼 손님을 빼앗기는 게 당연하다. 흑인사회와 한인사희의 상충된 견해차 

는아물기 힘든상태에 있다. 

1990년대 초 LA 4·29 폭동은 한인과 흑인과의 갈등 현실을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그 여파는 볼티모어에 

서도 나타나 한인상인과 흑인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졌다. 특히 흑인들은 한인들이 자기들을 통해 번 든 

을 커뮤니티에 전혀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흑인들을 멸시한다고 반발했다. 한인상인들은 흑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확대됐다. 

1990년 2월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가 혹인주민과의 잦은 마찰을 이유로 5월 1일까지 폐쇄하라는 명 

령을 받았다. 주민들은 박씨가 툭하면 권총을 꺼내 위협하고 흑인 종업원들을 멸시하고 해고했다고 주장 

했다. 

1992년 6월 28일 슈모크 시장 주최로 한흑연합예배가 거행됐다. 하지만 이 예배는 당시 한인사회가 분열 

중이어서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이대호)와 교회협의회가 불참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6월 30일 한흑연합 

(CoalitionofBlackandKoreans)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메릴랜드한인회와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모임 

으로,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했다. 이 단체는 흑인들에 한국어 교육, 태권도 및 

문화소개. 양측 사회를 해치는 ‘루머 컨트롤' 설치 등을 도모했다. 이대호 회장과 재클린 코니쉬 드류드 하 

이츠 커뮤니티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도 총무는 김경애 한인회부회장과 존 허그레이브(BGE)가 선임됐 

다. 같은 해 골프모임인 블레이언(blarean=black+Korean)이 창립됐다. 골프를 통한 한혹 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혹이 번갈아가며 경기를 주최했고, 대회 수익금은 순찰 자전거 구입을 위해 시경에 기증했다. 

1995년 4월 2일 볼티모어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손다윗목사)가다운타운서 제1회 한흑연합예배를 

가졌으며, 11월 5일 볼티모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천종 목사)가 한혹화합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1996년 10월 31일부터 열흘간 혹인 주민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파크 하이츠 지역의 캐난 디스카운트 푸드 

아웃렛의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이 업소가 유효날짜가 지난 소시지를 판매한다며 항 

의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정했으며, 주민 대다수도 이 업소가 주민들에게 염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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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판매한다며 옹호했다. 하지만 시위대의 압력에 굴복한 시는 유례없는 잦은 인스펙션 등으로 꼬투리를 

잡아내 결국 이 업소를 폐쇄시켰다. 이 업소의 업주는 당시 시위 주동자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 

자 시위가 계속됐다고 회고했다. 

1997년 3월 16 일 시 내 First Apostolic Faith church of Jesus Christ에 서 메 릴 랜드교회 협 의 회 주최 로 한혹 

연합 사순절 특별 예배가 개최됐고, 11월 14일~12월 6일 메릴랜드 흑인특별연합성가단이 한혹 이해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교회들을 순회하며 공연했다. 

1998년 1월 13일 시내 웨스턴고교 도서관에서 한혹 커뮤니티 지도자 간담회가 열렸다. 100여 명이 참가 

한 이 모임에서 양측갈등방안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언어장벽과대화부족으로 인한상호 이해 부 

족을 갈등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흑인 측은 한인상인들 이익 환원 차원에서 흑인커뮤니티활동에 대한 지 

원을요구했다. 

4월 28일 시내 존스합킨스병원 인근동부지역목회자부흥연합사무실에서 시 지역사회위원회 주최로 한 

혹 2차 모임인 한혹리더십 및 문화교류훈련프로그램이 열려 70여 명이 참석했다. 

4월 30일 볼티모어시민연맹(BUL) 주최 인종관계 주제 타운미팅이 엘라이저 커밍스 연방하원의원 사회로 

열렸다. 한혹히스패닉계가 참가한 이 모임에서 인종 간 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인들의 경제적 권 

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5월 19일 시 남부 체리힐 지역 헤밍웨이 템플에서 한혹 3자 모임이 열렸다. 한인에 대한 적대적 공격으로 

흑인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C. 마일즈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찹석, 한인 상인 

은 물론 모임 장소를 주선한 멜빈 스톡스 시의원까지 싸잡아 초반부터 비난, 장내를 소란하게 했다. 마일즈 

스톡스 의원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종간에 퇴장했다.[C.마일스는 1998넌 9월 22일 아침 WOLB— 
AM(1010) 정규 방송 시간에 커트 슈모크 시장의 정치 및 여성 편력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물의를 일으 

켜 해고당했다.] 

1999년 11월 22일~12월 3일 흑인 대학인 카핀대학교 합창단이 방한 공연을 했으며, 12월 7일 방한보고회 

서 하티 워싱턴 부총장이 안양성결대 및 경인여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밝혔다. 그는 힌국소어 강좌 개설, 

한혹관계연구소 설립 추진을 밝혔다. 

2000넌 2월 3일 카핀주립대 부설 한혹문제연구소가 창립됐다. 초대 소장은 유천종 목사. 한혹화합 통한 

상호 발전 도모가 목적이었다. 한국어과 신설, 한국연수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관련 단체들을 

종심으로 매년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도 늘고 있다. 

한인사회의 꾸준한 한혹관계 개선 노력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2000년대 들어 한혹 갈등의 조짐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상인들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빛기도 하지만 이는 영업방식으로 인 

한충돌이며, 인종적 총돌로는보기 어려운측면이 많다. 

2) 안타까운 희생과 생존을 위한 투쟁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자본이 빈약한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선택한 것은 오랜 시 

간 일할 수 있는 장사였다. 그것도 주류 백인들은 물론 다른 민족들이 견디다 못해 다들 손들고 떠나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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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빈민지역이 주대상지였다. 우범지대여서 항상 범죄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했지만 그 

만큼 이문도 높아 단기간에 정착하기에는 한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 한인들의 다운타운 진출 

이 늘어날수록 한인들의 범죄 피해도 동반 증가했다. 또 현금 소지를 선호하는 한인들의 습관은 범죄자들 

의 타깃이 됐다. 이 과정에서 아메리칸드림을목전에 두고산화해 간동포들이 끊이지 않아한인사회를눈 

물로얼룩지게했다. 

한인 상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관련 단체들의 최우선 사업이였다. 한인 상인의 성장은 범죄 피 

해의 증가와이에 대응하는한인들의 힘겨운노력과궤를같이 했다. 여기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한인들 

중심으로 기술했다. 중상을 입거나 단순 강도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한인 상인들의 피해는 업청났다. 

1977년 12월 8일 그로서리를 운영하던 민순례 (37)가 한인 상인으로는 처음으로 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었 

다. 

1978년 실협이 한영 병용 방범 포스터 제작를 제작했으며. 총격으로 오 모씨가 피살됐다. 

1979년 2월 폭설로 인해 교통이 끊어지자 볼티모어 시내 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약탈이 시작됐다. 눈이 쌓 

여 경찰도출동할수 없는상황이어서 시내는무법천지가됐다. 다운타운에서 장사하던한인들상당수가이 

때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총격을받은한인상인들은 이후눈길에도운전할수 있는스포츠유틸리티 비히 

클(SUV)를 앞다튀 구입했고, 눈이 오면 아예 가게를 떠나지 않고 기 거하는 신풍속이 생겼다. 

1980년 11월 26일 박부열(49, 그로서 리) 피살 

1981년 말 한인 상인들이 잇따라 피살됐다. 11월 29일 김윤신(42) 노상강도를 만나 피살, 이튿날인 30일 

황건열(30, 그로서리) 피살. 상인 정석범 피살. 이덕노 실협 회장은 강도사건이 20여 건이나 발생하자 방탄 

복을 사재로 구입, 분배하기도 했다. 

1983년 8월 16일 서청자(38, 잡화) 가게에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피살되어 한인사회는 물론 지역사 

회에충격을줬다. 

1985년 12월 16일 문창만(57, 리커스토어) 피살 

1986년 9월 16일 김광자(35, 그로서리) 피살 

1989년 10월 21일 리커를 운영하던 최인규가 복권 당침 후 가택에 침입한 괴한들에 피살됐다. 추후 범인 

3명이 체포됐는데 2명이 동포 청년, 월남계 청소년 1명 범인으로 밝혀져 총격을 줬다. 

1989년 10월 27일 조광옥(45, 그로서 리) 피살. 

1989년 11월 16일 계시 잭슨 헌병 중사(27)가 정선영 (15)을 총격 살해했다. 잭슨은 정선영의 모친 정숙자가 

그를 절도 및 폭행혐의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1월 볼티모어 기독실업인회(회장 김창순) 주최로 제1회 강력범죄 대책 세미나가 열렸고, 강력한 

민생 치안대책을 촉구하는 8개항의 결의문이 채택되어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1991년 4월 23일 오전 3시 30분경 그린마운트 애비뉴와 33가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던 정해각 씨 

(53)가강도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 

1991년 11월 6일 신명진(32, 식당) 피살. 11월 21일 김명배 총영사가 시경국장을 방문, 한인동포들에 대한 

특별보호를요청했다. 

1992년 7월 3일 장석환(30,그로서 리). 가게 부근서 불꽃놀이용품 판매 중 동네 흑인 소년 총격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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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시안 대상 강도 활개, 두 달간 카키스빌의 한인 2집 강도 피해. 

1991년 5월 28일 김동근이 운영하던 시내 캐리아웃 검 그로서리에 10대 흑인 4명이 사제 화염병으로 방화 

했다. 경찰에 체포된 3명은 "재미로 방화했다.”고 진술, 세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992년 10월 14일 신성구(43, 그로서리) 피살. 

1993년 8월 11일 동부 레이븐우드 푸드마켓 그로서리 운영 공춘택 (31) 피살 

1993년 9월 2일 이재환(21, 노상강도) 피살. 

1993년 11월 20일 밤 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 심리학 전공을 위해 메인주에서 이주해온 로렌스 존스(24)가 

2인조 무장강도에 피살됐다. 모친 용자 존스(메인주 뱅거 거주)는 범인 체포를 위해 관계 요로에 촉구 운동 

을 펼쳤다. 3년 만인 1996년 결국 범인이 체포돼 집넘이 결실을 맺었다. 1998년 2월 4일 범인에 유죄평결. 

부친 로렌스 존스는 외동아들 사망소식을 접한 후 심장병을 얻어 95년 사망했다. 

1995년 2월 24일 클립톤 푸드마켓 정옥문(49) 무장강도에 피살 

1996넌 1월 16일 다운타운 홍콩 임포츠 뷰티 서플라이샵에 대낮 권총강도 침입. 김성기 부상. 부인 김복 

순(41) 사망 

1996년 4월 21일 형 소유인 란베일 푸드 마켓에서 일하던 박종서 (28) 2인조 남녀무장강도에 피살. 4월 

28일 란베일 푸드마켓 앞에서 한인 및 주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혹 공동 방범 촉구 시위가 열렸다. 

8월 31일 오덴톤 톰스 리커 주인 허성웅(63)이 무장괴한 총격으로 피살되고 부인 원경자가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업소 앞에 주차해 있던 밴 차 안에도 총격을 가해 미국인 2명이 부상했다. 숨진 허성웅은 보름 전인 

6일 흑인 무장 강도를 권총으로 맞대응해 물리친 바 있었다. 허성웅은 가게 옆 건물에 해병대 기념관을 꾸 

민 골수 해병대인으로 한때 한국식당인 한국회관을 운영했다. 

1997년은 벽두부터 한인상인이 연이어 강도에 피살돼 ‘피의 1월’을 만들었다. 1월 20일 길포드 리커에 총 

기 난사사건이 발생, 상인들을불안하게 만들더니, 21일 볼티모어 카운티의 셀마 리커를운영하던 윤양구 

(47세)가 2인조 복면 무장강도에 피살됐다. 23일 다운타운 홈우드 그로서리의 마원희가 2인조 흑인권총강 

도에 피격 당해 중상을 입었고, 27일에는 시내 A크 푸드마켓에서 김치섭이 피살됐다. 

한인들은 이에 범죄 규탄 및 치안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잇달아 열어 범죄에 맞섰다. 30일 훔우 

드마켓 앞에서 지역범죄퇴치운동단체와 연합 범죄규탄집회를 가졌고, 1월 31일 김치섭 장례 후 65대 차량 

에 150여 명이 분승해 최초의 차량시위를 벌였다. 차량시위는 장지인 한우리 동산을 출발, 피해 업소인 세 

마스 리커와 A―1수퍼를 지나 시경과 시청, 다운타운을 순회했다. 2월 5일에는 A크푸드마켓 앞에서 김치섭 

추모 촛불 기도회 및 범죄퇴치촉구 시위를 가졌다. 

한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대처방안를 모색했다. 2월 18일 한인회, 실협, KA— 
GRO 공동주관방범세미나'가 열린 데 이어 이달 27일 한인회 주도로 실협, KAGRO, 주류협, 세탁협 등제 

단체들이 모여 상설적인 안전대책 기구 결성을 결의했다. 3월 20일 범죄 공동 대처와 치안 관련 대외창구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인안전대책위가 구성되고, 위원장에 전 한인회장인 김창호 목사가 선임됐다. 

11월 1일 프렌들리 푸드 마켓 박병완(44) 이 무장강도에 피습, 배와 목 두 군데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가 7일 만인 8일 오전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1998년 9월 11일 김치섭씨 살해 용의자 2명에 무죄평결이 내려져 다시 한번 한인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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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흑인 9명 백인 3명으로구성된 배심단은증언 불일치와증거불총분등을무죄 평결 사유로들었다. 

1998년 11월 5일 체리힐 지역에서 대형 건물 소유주인 김철호씨 (75)가 수리를 맡은 잡역부와 언쟁 중 망치 

에살해됐다. 

1999년 2월 9일 볼티모어 카운티 거주 이혜민(18, 우드로운고교 12학넌)이 실종된 지 27일 만에 볼티모어 

시 서부 경계에 위치한 리킨 파크 숲속에서 암매장된 시체로 발견됐다. 이혜민은 1월 13일 방과 후 귀가 중 

실종됐다. 살해 용의자는 동급생인 파키스탄계 아드난 무수드 사이드(17)로 2월 28일 체포됐다. 3월 17일 리 

킨파크 인근서 한혹 주민들이 함께 범죄퇴치 연합가두집회를 가졌다. 

볼티모어시경은 한인 담당관인 김남현 형사 주도로 1998년과 1998년 2년 연속 ‘사고 신고요령과 안전대책’ 

한국어 책자 발간해 사건 발생시 대처 요령을 알리고, 경찰과의 언어소통을 도왔다. 

1999년 11월 27일 시내 레온스 푸드마켓에 2인조 무장강도가 들어 오인숙(38) 이 피살되고, 남편 이양일 

(55)이 부상했다. 12월 13일 이향숙(27) 이 오윙스밀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에 맞고 목졸려 숨친 재 발 

견됐다. 

2001년 2월 11일 티나우(HCC재학. 18)가콜럼비아소재 하숙집에서 정신병력을가진 주인 아들(25)의 흉 

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은그의 모친(59)도살해했다. 

1999년 말 이래 볼티모어 시내서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한인 상인이 없어 안도를 하고 있던 2003 10월 

8일 범죄 안전 지역으로 알려진 하워드 카운티의 제섭 컨비니언스토어 주인 김광준이 은행에서 수표환전용 

거액을 찾아오다 업소 앞 주차장서 2인조 무장강도에 피살됐다. 범인들은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2. 한인단체 역대 회장들 

(괄호 안은 창립 연도, 무순) 

메릴랜드한인회(1972) 

신봉주, 김다니엘 김창호, 신의웅, 이영희, 권종률, 정장훈, 박호설, 주상오, 장종언, 이영희, 심윤택 

김은베 백준빈, 정천옹 이항승, 이성홑 이대호, 박성길, 김일팡 장직상, 박평국, 황정순, 김혜일 

메릴랜드실업인협회 / 메릴랜드상공인연합회(1975) 

정장홑 장종언, 박호설, 허천석, 박성덕, 이덕노, 김준성, 정천용, 강순형, 민학기, 장병욱, 이성훈 

유재곤, 장두환, 정계성, 서소식, 하윤환, 조창준, 박복영, 서소식 

하워드 한인회(2001) 

조영래,송수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1995) 

서정익, 박종섭, 최광희, 강진욱, 김현주, 박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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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세탁협회 

송종호, 고의구, 장인훈, 최광영, 차형만, 장직상, 이철돈, 이만근, 정우창, 오세명, 이성우, 이총휘 

유영위 

머 I릴랜드여성회(1972) 

이정숙, 김혜일, 이견자, 홍성애, 김복순, 송코일, 김정자, 송에 브라운, 정명희, 강갑순, 윤영희 

황정순, 박정옥, 양혜경, 박신자 

볼티모어 노인회 

김원목, 이정래, 김원종, 최상열, 김훈섭, 김원종, 김훈섭, 황정순 

메릴랜드자동차 기술인클럽 

박찬영, 신현찬, 김용민, 박찬영 

하워드노인회(2002) 

김창제, 오광동 

메릴랜드한인안전대책위(1997년) 

김창호, 이영식, 양영철 

口|주세종장학재단(1996년) 

이종화, 김재승, 장직상, 이승길 

볼티모어한인라0|온스클럽 

이항승, 김기웅, 박평국, 정의섭, 박광의, 권오석, 김정우, 이봉양, 최정규, 최복성 

메릴랜드교회협의회 

명든의, 박규식, 임종영, 김요한, 안웅섭, 심종규, 안계수, 안인권, 최한용 

메릴랜드한인교회 여선교회연합회 

구인숙, 주옥렬 이정희 

메릴랜드교회협의회청년연합(2001) 

송창수, 안지웅, 훔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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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체육회(1987년) 

유옥현, 박당호, 황상의, 조창현, 김덕춘, 남정구, 장종철 

메릴랜드 축구협회(1982) 

이덕노, 김명, 강진호, 유옥현, 김주열 유명철 박삼수, 조영래, 박재원, 이덕기, 윤석원, 최호일, 오봉수 

정의섭, 이창성, 이봉양, 김길영, 신익훈, 이원석, 박보영 

메릴랜드장년골프협회 

나원주, 윤부섭, 박형근, 정진훈, 성낙봉 

메릴랜드여성골프협회 

김혜일, 백성옥, 이희숙, 윤명자, 박상숙 

볼티모어골프협회 

함종근,오신선 

메릴랜드한인테니스협회 

윤경현, 이광현, 장원철 

메릴랜드사격협회 

조웅연, 이경철 이영호, 이광서, 오세강 

메릴랜드 충청향우회(1991) 

전만웅, 정근홍, 정연평, 김영식, 이동우, 염향균, 박평국, 정연운, 김정우, 황정연, 김선재, 유동근 

김재국, 전노수, 정우창 

볼티모어 호남향우회 

조영호, 조창구, 김명남, 이우길, 김기선, 김재국, 장두석 

볼티모어 영남향우회 

김훔진, 김종열, 함종근, 최정목, 장병욱, 박춘기, 오봉수, 이평화 

메릴랜드 서울클럽 

임병호, 양일남, 이영호, 안성학, 방재협, 김재원, 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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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사계절 낚시회(2003) 

이현로, 정연운, 오근세 

풍물패 한 판(1998) 

박기찬, 박기웅, 정재훈, 박권성 

〈집필 후기〉 

한인들의 미주이 민 100주년을 기 넘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여 러 가지 생각이 들였다. 

누군가 해야만 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같이 느 

껴지기도 하는 그런 행사였다. 

많은 동포들이 마음은 있으면서도 현실생활이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은 아닐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안타깝지만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은 아니었을까?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주에 대량으로 이민온 1970년대 후반 이후 미 

국동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1백만 아니 2백만 동포들의 현주소는 아닐까? 도 만약 앞으로 100년이 또 지 

난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기를바란다면 ,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을자랑스럽게 생 

각하고 역사와뿌리를간직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바란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서로 힘 

을 모아 함께 가야할 길이 아닐까? 

볼티모어지역 한인사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감정도 똑같은 것이었다.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인데 ... 나 자신도 먼 훗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모 

아두었다가 이사할 때마다 "쓸데없는 것들 ... " 하면서 버리지 않았는가? 

역사가결국은 이 시대 이 지역에 살아간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동포한사람한사람의 삶의 이야기가아 

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못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의 삶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의 삶은 덜 종요한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성 

공한사람대로, 실패하고 어럽고 힘든삶을살아온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삶에 의미가 있고중요성이 있 

지 않은가?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모여서 20세기 말 21세기에 미국의 동부 항구도시 볼티모어에 살다간 한 

민족의 역사가아니겠는가? 

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을 찾아서 맡기든가 함께 하 

든가우리들의 역사를남기기 위한작업을시작하자고했다. 

첫 번째는 일반 동포들을 대상으로 일기 쓰기와 자료 남기기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신 

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몇 백년 전 누군가 남긴 사진 한 장, 또는 일기나 삶의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 

회상을 들여다볼 수 였다는 것을 본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몇 백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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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지는 기록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글로 사진으로 비디오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캠페인이다. 

두 번째는 혼자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모아서 볼티모어 종앙도서관에 기증을 하자는 캠페인이다. 그 

들이 잘 분류하고 보관해서 오랫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전해줄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매년 연감을 발간하자는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종 통계, 사실들을 기록해나가 

는 작업을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무슨 일들을 하는지? 무슨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 

려운일들이 있었는지? 

문화사회의 척도를 통계라고 한다. 한인사회에는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 

요한 자료들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번 볼티모어 지역 한인사의 내용을추후보완하고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동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부정확한 내용, 추가해야할 내용들이 여러분의 협조로 더욱 정확하고 자료가 풍부한 한인사가 되기를 바 

라는마음이다. 

(볼티모어한인사 편찬위원: 김창호, 박기찬, 송훈정, 이경식, 허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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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 

1.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 개요 

미주한인 100주넌 기넘사업의 일환으로 편집되는 워싱턴 한인사에 웨스트 버지니아가 동참하게 됩은 그 

동안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이였던 웨스트 버지니아가 2001년에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관할공관이 변경됨으 

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이 있는 몰간타운을 종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인 찰스톤 등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한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 총 인구 수는 약 1,500명쯤으로 추산 

되며,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유학생, 학계, 병원, 연방정부 근무자와 상당수의 국제결혼한 부인들과 

입양아들이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회를 위해서는 한인회, 한인교회, 한글학교, 재미과학기술연합회 웨스트버지니아 

분회 등이 있으며, 한인 비지니스는 잠깐태권도장을 경영한 이 외에는한인 식품점이나 비지니스를한 이 

없었고, 2004넌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 온 한인이 경영한 일식음식점 오가외를- 개업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특히 한국전과 관계가 깊어 3만 4천 명의 한국전 참전 용시들이 있으며, 그 중 그때 

사망한 801명을 기리는 기님비가 수도인 찰스톤에 있다. 또한 1982년에는 당시 록펠러 주시사가 한미우호 

통상조약체결 1백주년을 기넘해 "한국의 날'’을 선포한 적도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사는 몰간타운(Morgantown)을 중심으로 지나온 한인들의 삶의 흔적과 자랑스런 한 

인 현황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였다는 것은 현재 이곳에 와서 살고있는 한인들과, 앞으로 와서 살 한인들, 

고리고미국에 뿌리를내리고살한인후세들에게 귀중한한인역사를전달함과동시에, 그동안살아온한인 

들의 발자취와 미 주류사회에 공헌한 자랑스런 한인들의 업적들을 알리며,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잘 적응해 

서 미주류사회에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하며 공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한인사는 앞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살아가는 후세들 특히 1.5세대와 2세대들에게는 한민족의 긍지 

와 우수성을 갖게 하는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유산이 될 수 였는 자료가 되기기를 바란다. 

도한 다수민족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한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주류사회에서도 떳떳이 각 분야 

에서 공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한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전으로는 전하여 왔지만 오랜 세 

월 동안의 기록이나 자료들을 찾을 수 없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귀중한 역사를 다 전하지 못한 안타까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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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다. 특히 1867년에 개교한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최초의 외국학생이 한국학생이었다는 말 

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학교 당국이 1870년쯤의 외국학생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댜 단지 오랜세월 동안의 자료모음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부분은산증인들의 기억 

을 더듬은 자료들임을 밝혀둔다. 

웨스트버지니아 한인사 편찬위원으로는 편찬위원장에 방기문 교수와 편집위원으로는 김홍락 교수, 조웅 

하 교수, 김한옥 학교교장이 맡았다. 이 한인사가 후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한인 발전에 기여하는 

밀거름이 되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한인사가 기록되고 편찬되기를 바란다. 

2.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소개와 한인사회와의 관계 

웨스트 버지니아는 지역적으로 미국 중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였으며, 인근 주로는 버지니아주, 메릴랜드 

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및 켄터키주와 접경되어 있다. 

별칭으로는 "The Mountain State" 도는 "Switzerland of America”라고 부른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애 칭 해 "Almost Heaven”이 라고들 부른댜 

총 거주 인구 수는 약 1백 80만 정도(전국 35위)이고, 면적은 62.481knf(전국41위)이며, 주의 수도는 찰스 

톤(Charleston)이고 주요도시로는 몰간타운(Morgantown), 헌팅톤(Huntington), 휠링 (Wheeling), 클락스버 

그(Clarksburgh) 등이 있다. 

특히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였는 몰간타운에는 한인 유학생들과 한인 교수들이 

많이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교가 있으며, 한인들이 몸담고 일하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의료관계자 

나 건강관계인사들이 훈련 및 다목적으로 다녀간 연방정부기관으로는 미 연방 질병 연구소(CDC)에 속하는 

미연방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미연방 에너지연구소(Dept. of Energy)가 있으며, 인근 클락스버그 

에는 FBI Finger print Center가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가몰간타운에 위치해 있는관계로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99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자연환경으로는 동부의 주들가운데서 가장 많은 산맥을 가진 주로서 산림, 호수, 하천들이 많아 

애팔래치아고원문화, 산악 레저활동등이 유명하다. 

자원 및 산업으로는 특히 석탄이 풍부하며, 석유, 목재, 점토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과거에는 공업이 

다소 번창했으나 현재는 금융, 무역 및 공공 서비스업이 주요사업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였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또한 한국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전쟁 시에 웨스트 버지니아 젊은 청년 중에 

34,000명이 참전하였는데, 그 중에 801명이 전사하였고, 이들 전사자들의 기넘비가 수도인 찰스톤에 세워 

져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메릴랜드와 인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까운 메릴랜드 거 

주 한인들은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회나 교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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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현황 

현 거주인구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한인동포수는주의 각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수는파악하기 힘 

들지만, 2000년 전국인구조사 통계 결과에 따라 대개 추산해보면 약 1500명 이 된다. 

국제 결혼한 한인 여성 

한국전쟁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국 군인과 결혼하여 웨스트 버지니아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이 상 

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숫자는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확실 

한 숫자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 3만 명 이상이 참전하였고, 그 이후로도 한국에 주둔했 

던 미국 군인들과 결혼해서 온 여성들이 많이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고향을 둔 미국 남편들은 미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도 제대한 후에는 다시 고향 

인 웨스트 버지니아로돌아와서 사는 경우가많다고한다. 

그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갖지 않고 집에 살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도 남편과 사별했 

거나, 이혼한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경우들도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비 

를충당한이들도있다. 

한인 입양아 현황 

입양아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800명씩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왔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입양되어 온 

한국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럽지만, 몰간타운에도 한국아이를 입양한 가정들이 있다. 

한인 비즈니스 현황 

몰간타운은 주요 구성원이 유학생, 학생, 교수, 연방공무원, 의사, 국제결혼한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타주에 비하면 예외로 비즈니스를 한 한인들이 없었는데, 지나간 기록으로는 태권도장이 잠 

시 있다가 없어지고, 최근에(2004년) 몰간타운 역사상 처음으로 "오가와'’라는 이름의 한인이 경영하는 일 

식집이 생겼다. 

4. 학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현황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 중에는 대부분 한인교수들이 몰간타운에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 

교에 봉직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1세대들이고, 1.5세대와 2세대도 증가하고 였다. 헌팅톤에 있는 사립 

학교 마샬대학에도 한인교수들이 봉직한 적이 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교수로서 최초에 웨스트버지니아 주립대학에 근무한 교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1960넌 초기에 폴 

장 교수가 의과 대학에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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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중반기부터 근무한 한인교수, 교환교수, 그리고 post doctoral fellow는 다음과 같다. 

한인교수 

정구영 교수: 심장학 전문, 

김홍락 교수: 정치학과, 

기우식 교수: 경제학과, 

김권오교수: 경제학과, 

김진배 교수:수학과, 

이치민 교수: 비뇨기과, 

안경미 교수: 마취과, 

박덕원 교수: 광산공학과, 

조응하 교수: 화공학과, 

부성래 교수: 사회사업과, 

이귀영 교수: 기계공학과, 

이인철박사: 화공과, 

이기수교수:수학과, 

이영재 교수: 치과대학, 

김진철 교수: 의과대학 방사선과, 

김명섭 의사: 의과대학 방사선과, 

고재훈 의사: 의과대학 방사선과, 

박기덕 교수:수학과, 

정경자 교수: 실내장식과, 

목진휴 박사: 행정학과, 

박영성 교수:화공과, 

함성덕 박사: 행정학과, 

유봉렬교수:화공과, 

박범준 박사: civil engineering dept. 

한정수 교수: 의과대학, 

박은수 교수: 경제학과, 

윤동필 교수: 사회사업과, 

송수근 교수: 행정학과, 

유재영 교수: 의과대학 정형외과, 

1967년 근무 

1967년~현재 

1970~1975년 

1976년~현재 

1967년~1991년 

1968년~1971년 

1973년~1977년 

1977년~1981년 

1978년~현재 

1977년~1989년 

1981년~1983년 

1980년~1982년 (post doctoral fellow) 

1983년~1984년 (쩌siting professor) 

1979년~1985년 

1978년~1982년 

1978년~1985년 (resident) 

1972년~1977년 (resident) 

1984년 ~1985년 (퍼siting professor) 

1988년~1992년 

1992년~1994년 

1992년~1993년 (퍼siting professor) 

1994년~1995년 

1990년~1991년 (visiting professor) 

1993년~1994넌 (post doctoral fellow) 

1993년~1996넌 

1992년~1999년 

1996년 ~2003년 

1995년~2000년 

1992년~현재 

방기문 교수: 의과대학 community medicine dept. 1993년~현재 

김재익 교수: 도시계획과, 2001넌~2002년 (visiting professor) 

김영도 교수: 예술과, 1997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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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교수: 의과대학 안과, 2001년~현재 

김순학 박사: animal and veterinary science, 2001년~2002년(post doctoral fellow) 

김영지 :전임강사의과대학안과, 2002년~현재 

현재(2005년)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근무 중인 한인교수 

김홍락 교수 (정치학) 1967넌~현재 

김권오 교수 (경제학) 1976년~현재 

조응하 교수 (화공과) 1978년~현재 

유재영 교수 (정형외과) 1992넌~현재 

방기문 교수 (예방의학) 1993넌~현재 

김영도 교수 (예술) 1997년~현재 

김민철 교수(안과) 2001년~현재 

김영지 전임강사 (안과) 2002년~현재 

이상열 교수 (저널리즘) 2004년~현재 

유정주교수 (의상과) 2005년~현재 

2003년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방문 교수 

양영철 교수 (해부학) 2003년~2004년(visiting professor) 

이 정주 교수 (환경공학) 

임 경 희 교수 (화학공학) 

박병희 교수 (경제학) 

Marshall University 

최수복교수 (정치학) 

2003년 ~2004년(visiting professor) 

2003년~2004년(visiting professor) 

2003년 ~2004년 (퍼siting professor) 

1970넌~2001년 

Fairmont State College 

이동하 교수 (경 제학) 1981년~1992년 

박사학위 받은 한인학생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1980년 이후 분야별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학생은 다음과 같다. 

kol 며 o 전공 학위수여연도 A01 떠 0 전공 

이경천 경제학 1980 김봉진 광물경제학 

o]동하 교육학 1981 이민기 기계학 

최선기 정치학 1983 김현욱 사L- 어 k]고 O 하 극 

조병찬 정치학 1984 김한실 전7]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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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7] 물리학 1987 김광천 피아노 

윤성채 경제학 1987 한배철 산업공학 

정승환 기계학 1987 검정대 산업공학 

목진휴 정치학 1987 김경애 피아노 

송건원 정치학 1987 안영환 기계공학 

정승재 광산공학 1988 정우천 경제학 

문선화 교육학 1989 이종열 지리학 

함세남 사회사업 1990 오세°] 체육교육과 

환호경 전기과 1990 김용희 피아노 

배일섭 정치학 1991 김도엽 유전학 

김민자 교육학 1992 박태진 역사학 

강승규 토목학 1992 김동희 기계과 

정회성 정치학 1992 박주철 전자공학 

7DlA 01 처 己 정치학 1992 처O亡 °=A 피아노 

서효원 人1-l卜어 l=l고 0 히 국~ 1993 고0 피 0우 드 정치학 

이규천 정치학 1994 김하영 체육교육 

노용석 광산혹].. 1995 안기돈 경제학 

김영찬 토모켜고 0 하 국 1995 이경학 정치학 

김종원 자원경제 1996 한성구 유전학 

7口1 여 0믿己 기계학 1997 김건식 정치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졸업자 

1990년 말기부터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을 졸업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방성훈, 이승규, Michael Cho 

치과대학:한성식 

5. 연방정부에서 활동하는 한인 현황 

1997 

1998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2 

2003 

2003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5 

연방정부 직업 안전과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립 직업안전과건강연구소(NIOSH)는 연방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연구기관으로 몰간타운 

에 였는데 방기문 박사가 1993넌부터 예방의학과 역학전문가(epidemiologist)로서 폐질환 감시 책임자로 근 

무해 왔다, 한배철 박사가 산업공학 전문가로 1999년~2000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박주형 박사가 

환경과학 전문가로서 1999년부터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으며, 최규태 박사가 환경과학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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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2003넌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에 너 지 연구소(Dept. of Energy) 

에너지연구소에서 post doctoral fellow로 근무한 한인들은 조총훈 박사(1980넌~1983년)， 차동진 박사 

(1992년~1995년), 임경희 박사(1987년~1993년), 김태경 박사(1982년~1984년)， 김봉진 박사(1985년~1986년) 

등이댜 

6. West Virginia 대학교 한인학생 현황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최초의 한인학생 

1867년에 개교한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최초의 외국학생이 한인학생이었다는 설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 

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록을 찾을 길이 없다. 

국재결혼한부모의 자녀인한학생이 우연히 도서실에서 이 대학최초의 외국학생이 한국학생이였다는기 

록을 보고 한국인인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학교 당국도 1870년대의 외국학생들의 

기록들이 보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웨스트버지니아대학의 첫 한국 유학생 발굴작업을 위해 여러가지 경로로 시도해 보았지만 그 유일한 기 

록을 찾을 길이 없었다. 언젠가 다시 그 기록을 찾을 수만 였다면 한인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2003년도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 등록된 한인학생 

현재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등록한 한인 학생은 40여 명이고, 대부분이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로 되 

어 있다. 그 대부분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며, 대학생들도 다수 있으며, 한국에서 오는 교~ 

교수들은 매년 4~5 가정 정도된다. 

IMF 이전에는 매년 한인학생 수가 약 60~65명쯤 되었으나 그 이후로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약 40명쯤 된다. 현 한인 학생회의 회장은(2003넌) 유성호이며, 부회장에 심현자, 총무는 김지은이다. 

7. 한인 단체 및 기관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회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회는 몰간타운을 중심해서 1976년도에 설립되었다. 그 당시 웨스트버지니아대힉

에 근무하는 한인 교수들과 의시들-,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 국제결혼하여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이 였었다. 

1970년 말기부터 한인 유학생들이 증가하여 2000년 초기에는 65여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으나 IMF여 

파로유학생의 수가줄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그가족들과생활하고있다. 국제 결 

혼하여 남편과 자녀들과 같이 살고있는 한인 여성들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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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버지니아 한인회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한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몰간타운을 중심해 

서 한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한인들과의 친목회, 총영사관 총영사 초청 간담회, 한인 야유회 및 통일 간 

담회등 교포들과의 친목을 중심한 모임과 간담회, 교포들의 안익을 위한 행사 등 필요한 행사들을 시행해 

오고있다. 

초대 회장에는 고재훈 의사였으며, 현재 8대 회장에는 방기문 박사(교수 검 미 연방정부 공무원)가 맡고 

있다. 

역대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1대 고재훈의사 1976~1977 

제 2대 김진배교수 1978~1980 

제 3대 김홍락교수 1981~1984 

제 4대 이영재교수 1985~1986 

제 5대 조웅하교수 1987~1990 

제 6대 이치민교수 1991~1992 

제 7대 박은수교수 1993~1999 

제 8대 방기문교수 2000~현재 

한인회 임원 명단 (2003년) 

회장 방기문 

부회장 김한옥 

초0T口 박T之혀o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관할공관 변경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회는 (회장 방기문) 2001년 2월에 웨스트 버지니아 관할공관 변경을 종전의 뉴욕 총 

영사관에서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하여줄 것을 양성철 대사에게 요청하였다. 관할공관 변경 이유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주하는동포들이 워싱턴보다상대적으로거리가먼뉴욕까지 가서 민원업무를보아야한다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위해진 제안이었다. 양성철 대사는 이를 본국정부에 건의하였는데, 본국 정부는 

2001년 6월 30일자로 "외교 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제중 개정법(대통령 제 17276호)”을 공포하여 웨스트 버 

지니아 주에 대한 영사관할 공관을 종전 뉴욕 총영사관에서 워싱턴 주미 대사관으로 변경하였다. 

웨스트 버지니아 몰간타운 한국학교 

웨스트 버지니아 한국학교는 1981년 11월 7일에 개교한 이래 22년간을 줄곧 한국어와 뿌리교육을 위해 노 

력해오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국학교의 시작은 1981년 10월 3일 몰간타운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다수 

인의 발안으로 제안되어 81년 11월 7일 개교 및 첫 수업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웨스트 버지니아 한국학교는 작은 타운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우리 2세들에게 

모국의 말과 문화를 심어주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미국땅에 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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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버지니아 한국학교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유일한 학교이며, 이곳은 대학촌이기 때문에 주 

로 유학생 자녀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초등, 중등, 고등반의 3개의 반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명의 현신적인 교사들과 15~20여 명 정도의 학생들로구성되어 있다, 교과중점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 한글학교는 대사관의 도움과, 한인회, 교회 및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맥을 이어 

가고 있다. 그동안 1981년 한국학교 개교 이래 한글학교에서 봉사한교장선생님들은 김진철, 이치민, 안현 

주, 부성래, 조중훈, 배일섭, 목진휴, 안현주, 한정수, 김한옥 교장 등이며, 이사장으로는 김홍락, 조응하, 

이영재, 이치민, 이동화, 유재영, 방기문 이사장들이다. 현재는 김한옥 교장과 이경학, 전정심, 김한옥 선생 

님 등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재미 한국 과학 기술연합회 웨스트 버지니아 분회 

과학 및 의학계에 종사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교수, 의사, 연방정부 공무원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웨스트 

버지니아과학 기술단체 모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현재 조응하교수가그모 

임의 분회장을 맡고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교회 

몰간타운 한인교회는 1978년 1월 15일 성도 10여 명이 부성래 교수 가정에 모여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다. 

1979넌 8월 12일에 미국교회인 The First Baptist Church에 예배장소를 얻어 창립예배를 드렸다. 초대 교역 

자로는 유건원 목사가 부임하였다. 1992넌 교회장소를 미국교회인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예배 

장소로옮겼다. 

몰간타운한인교회는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유일한한인교회이기 때문예종파에 관계없이 한인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곳이 되었다. 교회의 특성은유학생들과국제 결혼자들, 교수들, 교환교수들,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넌 졸업하고 떠나는 학생들과 새로오는 학생들로 교차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교환교수들 중에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믿음을 얻고 고국에 돌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몰간타운 한인교회는 항시 개척교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 구성 

은 당회, 재직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등이 있으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자녀들은 헌신 

적인 주일학교와 종고등부 교시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다. 몰간타운한인교회는 한인 

들의 신앙을 위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곳이기도 하다. 창립예배 이 

후 몰간타운 한인교회에서 봉사한 목회자는 다음과 같다. 

제 1대 유건원 목사 1979년 11월 

제 2대 백칠 목사 1980년 6월 

제 3대 김용욱 목사 1985년 9월 

제 4대 김경락 목사 1988년 8월 

제 5대 박인범 전도사 1992년 8월 

제 6대 김성화 목사 199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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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타이드워터(Tidewater) 지역 한인사 

1. 타이드워터(Tidewater) 지역 한인사 개관 

타이드워터 지역은 버지니아 비치, 노폭, 체사픽, 포츠머스, 써폭을 총망라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지역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대서양과 체사픽만이 만나는 곳으로 바다와 관련된 마을이 생기고 발전한 곳이다. 

버지니아 비치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는 대표적인 휴양도시 중 하나로서 모래사 

장을 따라 호텔과 휴양시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노폭은 해군 대서양 함대의 기항지로서 하얀 제복을 입 

은 해군들이 활보하는 곳으로 이미지가 고착돼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원형으로 삼기도 한다. 

뉴폿뉴스 역시 조선소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현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불리는 체사픽 다 

리 터널이 있다. 총 연장 23마일에 이르는 이 터널은 버지니아의 남동부와 델마르바 반도를 연결해 준다. 

이 다리 터널을 이용해 버지니아동남부나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델라웨어의 월밍턴까지 달리면 육로로 가 

는 것보다 100마일 정도 단축된다. 

한인 동포들이 이 지역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들이 조금 

썩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유입해오고 본국에서도 처음부터 이곳에 정착하는 한인들이 늘어갔다. 초창기에 

태권도 도장이 1969년 노폭에 처음 문을 열었고 이수웅 사범이 도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태권도 역사가 시 

작됐다. 이어 한미부인회가 1969년 창립되면서 앤 스나이더 (Ann Snyder)가 초대회장을 맡아 활동해 오다가 

제3대 회장인 영 스테일(Young Steil)을 마지막으로 한미부인회가 해산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약 2백여 명의 동포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인사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75년 

노폭침례교회가 처음 문을 열고 예배를 보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에 한인회의 모체인 타이드워터 한인친목 

회가발기되었다. 

1979년에는 골프협회가 창립됨으로써 한인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후 

각종친목단체, 직능단체가속속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동포들에게 1980년대 이후는 다른 미주 동포 사회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였댜 가발가게, 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등백인들이나다른소수계 인종들이 기피하는힘든직종을마 

다하지 않고 오늘날의 경제적 기반을 닦았으며 초기 유학생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 즉 의사, 교수, 엔지니 

어, 과학자들이 이 지역에 와 정착함으로써 한인사회의 균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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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넌 7월 현재 타이드워터 지역에는 8개의 교회가 동포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 

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한인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다. 

2. 타이드워터 지역 교회사 

타이드워터 지역 교회사의 시작은 1975년부터이다. 

당시에 미국 침례교단의 지원을 받아 뉴폿뉴스 지역에 침례교회를 목회하던 유성규 목사가 1975년 9월 

28일 주일 오후에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으며 ‘노폭침례교회’로 명명했다. 

그 후 페닌슐라와 타이드워터 두 지역 목회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음해인 1976년 당시 미국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포츠머스 지역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 중이던 도지덕 목사가 노폭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교회 이름도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로 개칭하게 되였다. 초창기 이 지역 한인 교인의 숫자는 2백여 

명 정도로추측되던 시점이라교회 설립은다소무리가따른다는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필요성과 동포사회의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한인동포들의 염원 

은이 지역 곳곳에 교회를세우기에 이르렀다.1983년노폭지역과멀리 떨어져있는포츠머스지역에 버지니 

아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세워졌으며 1987년에는 세 번째로 노폭 지역에 에덴 장로교회가 시작됐다. 

초기 한인사회가 형성되던 1970넌대 초기에는 동포사회가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교회는 교파 

를 초월해 매주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며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의 피곤을 달래고 영적 

위안을 얻었다. 또한 부수적으로 이민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되었다. 매년 광복절이면 지 

역별로 한인회가 주관하는 기넘행사에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한인들의 행사에 교회가 유리되는 일이 없이 

잘 융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사회에 한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알리는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주류 

사회와 한인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 전도사업을 보면, 부활절 연합예배와 지역 연합부흥회, 찬양예배 등의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 

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글학교, 기독교 생활강좌, 예방접종 및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알자게 진행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한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교회 수도 점차 늘어나 2004년 

현재 타이드워터 지역에서 사역 중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버지니아장로교회 : 송재홍목사 

시온장로교회 : 김무열 목사 

에덴한인장로교회 : 김정복목사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 김철기 목사 

벤엘한인교회, 타이드워터침례교회 : 조낙현 목사 

한인복음교회 : 고다윗 목사 

할렐루야침례교회 : 김현수목사 

현재 타이드워터 지역 목회자들은 페닌슐라 지역 교역자들과 함께 한인교역자협의회를 조직해 매달 모 

이고 있으며, 지 역 전도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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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워터 지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였다. 타이드워터 침례교회의 집사이며 의사 

부부였던 이주헌, 이계월 선교사들이 1993년 6월에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 선교사로 갔다가 1996년 3월 

북한인으로추정된느 괴한의 습격을받아순교한사건이다. 이주현 선교사는 머리에 큰상처가 있었고, 부 

인 이계월 씨는 목이 졸려 숨진 채 침대 밀에서 발견되었으며, 아파트 내의 현금과 소지품 등이 그대로 남 

아 있어 단순 강도가 아니 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주헌 선교사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한국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도미해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개업 중에 부인 이계월 집사와 함께 러시아 선교를 떠났었다. 부인 이계월 집사는 연세대 간호대를 졸업하 

고 전남대 부교수로 재직 중 도미해서 1975년 부부가 함께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 

면서 교회봉사에 전념해왔다. 이주헌 선교사는 하바로츠스크 의대에서 심장학을 가르치며 버지니아치비치 

의료협회의 도움으로 각종 의료장비와 약품 등을 반입, 러시아인들과 현지 한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 

고자 실험을 기울여왔다. 

버지니아비치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버지니안 파일럿”은 1996년 3월 31일자 신문에서 이 선교사 부부의 

사진과함께 이 사건을크게 보도하면서, 이 선교사부부가풍요롭고 안락한미국생활을포기하고 겨울 6개 

월 동안 평균기온 영하 20도, 여름에는 평균 100도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 약천후 속에서 냉난방시설도 

안된 아파트에 살면서 복음과 인술을 펼친 평화의 사도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식료품을 도난 당하고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컴퓨터와 텔 

레비전, 전화기까지 도난당하기도하여 좀더 안전한아파트로 이주한적도 있었다. 두선교사를파송한남 

침례교단에서는 급보를 접하고 현지에 두 명의 목사를 파견, 진상을 조사했고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는 

순교한 두 선교사의 시신을 운구해와 교회장을 치렀다. 

3. 타이드워터 여성회 

타이드워터 여성회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생긴 한인단체였다. 또한 여기에는 타이드워터 최초의 한인 이 

민자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앤 슈나이더 (Ann Snuder)가 1958년 최초로 이 지역에 이 

민와서 정착했다. 그녀가 이민온 이후한두 명씩 이민자가유입되였으나 당시에는 한인회도 없었고 한인 

교회도 없었기에 한인들 간의 단체결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였다. 슈나이더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한 

인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오다가 단체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마침내 1969년 ‘타이드워터 한미여성회’(Korean American Women's Club)라는 단체가 결성되기에 이르렀 

댜 여성회 모임의 성격은 친목단체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음식을 해먹으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 여름 

에는 야외에서 피크닉을 통해 친선을 도모했으며 가을에는 버지니아 비치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한국 대표 

로서 당당히 참여하기도 했다. 이 축제에서 한국의 고유음식인 불고기, 김치, 그리고 한국의 고전무용, 태 

권도 등을 소개해 약소국 출신이라는 설움을 날려 보내기도 했다.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티를 

주최해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인사회가 커지면서 여성회 혼자 담당하던 역할 

과 기능이 분산되고, 또한 다른 직능 단체가 맡아야 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여성회는 발간적으로 해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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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여성희의 역대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대 회장: Ann Snuder 1969~1976 

2대 회장: Soon Gerrett 1977~1981 

3대 회장: Young Steil 1982~1986 

4. 타이드워터 지역 태권도 역사 

타이드워터 지역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한인들의 족적은 역시 태권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 역 최초의 한인 태권도 체육관이 세워진 연원은 19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폭 Little Creek Road에 

처음 오픈했던 태권도 체육관은 김 사범이 처음 운영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름을 알 수 없다. 이후 초대 한인 

친목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웅 사범이 1966넌 이 체육관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1977년 버지니아 비치 블러바 

드로옮겨서 체육관을운영하고 있다. 

김현수 사범이 74년 노폭 다운타운에서 체육관을 오픈했고 82년 Kempsville로 옮겨 체육관을 운영해 오 

고 있다. 1977년 박찬학사범이 이수웅사범이 운영하던 최초의 체육관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 

으며 그 외에도 3곳의 체육관을 차례로 오픈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만복 사범이 1986년 Va Beach Blvd에서 오픈했다가 Halland Road로 체육관을 옮겨서 운영하고 있으 

며 이순만사범이 박찬학사법의 체육관을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이순영 사범이 Hay— 
good쇼핑센터에 위치한 박찬학 사범의 체육관을 인수했고, 이후 이지호, 정호원, 이재호 사범이 차례로 이 

지역에서 체육관을 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의 역사가 태권도와 함께 시작됐지만 

이제 태권도는 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하나 둘씩 늘어 

나고그들과경쟁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소읍에 사는유일한한국인이 바로 태권도사범이였던 시절, 

도복에 태극기를 새기고, 태극기 앞에 경례를 하도록 했던 그 시절에 비해 많은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긴 했 

지만 한인들의 아성이였던 태권도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5.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골프협회 

타이드워터 지역에 한인들이 1969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가 아니지만 

1976년 한인친목회라는 이름으로 한인회가 처음 시작되였고 한인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세분화된 친 

목단체의 필요성이 커져갔다. 1979넌 하반기에 약 10여 명의 골프 애호가들이 추영권 박사의 자택에서 처음 

으로 회의를 갖고 상호 친목을 위한 골프협회를 만들고, 미비하지만 나름대로 간단한 정관도 만들었다. 초 

대회장에서는 추영권 박사가 추대되였고, 1년에 한두번 정도 골프대회를 가지며 경기 후에는 회장 자택이 

나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 이후 이 모임은 이 지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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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친목단체로 발전해 회원들도 30여 명으로 증가했다. 회장단은 매년 선출되었고 충분하지 못한 

협회 재정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하고자 한인학교 주최 기금 마련 대회를추진하 

는등한인지역에 기여한바가크다. 

1993년 한인회 주최 골프대회를 마치고 나서 당시 한 식당에서, 더 나은 협회를 만들기 위해 뉴폭 골프 

협회와 통합하자는 회원들의 요청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햄튼로드 골프협회가 탄생하기에 이르 

렀다. 이후 서로 돌아가면서 2년마다 회장단이 선출되었으며 매넌 서너번 정도 친선 경기를 개최하고 타지 

방 골퍼들도 초청하는 등 경기마다 성황을 이루었다. 2001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인 Mrs. 고가 회장으로 선 

출되었고, 처음으로 이사진이 구성돼 재정적으로 견실한 협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통합 후에도 한인학교 

후원 골프대회를 계속 개최하였고 전 회원의 후원으로 이 지역 한인사회에 한몫을 해오고 였다. 2004넌 현 

재 회장은김준희다. 

6. 교육계와 학계의 어제와 오늘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의 교육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1.5세와 2세를 위한 한글 

교육과 역사교육에 대한 열의도 커서 각 단체의 한글학교 지원이 크다.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들은 짧은 이 

민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빨리 한글학교를 설립하는 등 2세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1976년 최광식 교수가 타이드워터 한인친목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주사범학교 출신의 박옥주 선 

생을 중심으로 한글학교 운영을 서두르게 되였다. 이수웅 사범의 태권도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두 시 

간씩 한글수업을 시작함으로써 한글학교가 시작되었다. 당시 학부모 회장으로는 이은우의 부인이 수고하 

였다. 아이를 보낸 여섯 가족은 이수웅, 김성룡, 최광식, 이은우, 박옥주, 은봉수 가정으로 체계적인 한글교 

육에 목말라하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한글을 떠듬떠듬 읽어내려가는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가족은 지금도 어느 토요일 오후 버지니아 비치 레드윙 공원에서 한글학교 야외수업과 야유회를 곁들여 

40여 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한글학교는그후장소를옮겨가며 발전을 거듭했다. 역대 한인회장들의 사업 우선순 

위가 되기도 했으며 타이드워터 한인침례교회가 이 지역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맡기에 이르렀다. 교장은 최 

광식, 정정웅, 정영신, 최근형, 노갑성 등이 역임했으며 현재 7명의 선생님들이 약 3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 

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감리교회에서도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였다. 

타이드워터지역은 비교적 우수한 대학이 밀집돼 였다. 공립대학으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Wil— 
liam and Mary 대학교의 노폭 분교로 시작됐던 Old Dominion 대학교와 노폭스테 이트 대학교가 있다. 사립 

대학으로는 Regent 대학교와 버지니아웨슬리안 대학교가 였다. 이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에 지금은 1.5세나 

2세들이 대학교육계에 진출하고 있다. 이 지역 대학교육계에 처음 참여한 학자들로는 1971년 올드 도미니 

언 대학교에 재정학 전공의 최광식 교수, 행정학 전공의 최연훔 교수, 철학 전공의 황중 교수, 경영학 전공 

의 정계훈 교수 등이 였다. 특히 정계훈 교수는 대학 행정분야에도 관여해 경영학 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는 경영학 박사과정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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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의 1.5세 및 2세 교수들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토목환경공학의 윤재완 교수, 교육 

학의 이리마 교수, 산업공학의 문지현 교수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촉망받는 학자로 꼽히고 있다. 노 

폭 주립대학교에는 1978년부터 사회사업학의 김동수 교수와 백하나 교수, 기계공학의 송교동 교수, 도서관 

학의 최혜자 교수 등이 재직하고 있다. 또한 타이드워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 

통근했던 역사학의 주우정 교수는 학계 이외에도 한국에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1974년 이곳에 정착한 

이후한국 민주화운동과미국 정치 참여에 종추적인 역할을담당했다. 

7. 타이드워터 지역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국제정치학교수였던 주우정 박사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도미해 이승만 전 대 

통령의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글을 미국신문에 기고하는 한편 미국 상원, 하원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독재 

에 신음하는 한국민들의 실상을 알렸다. 주우정 박사는 이 때문에 한국학생 여행권을 1959년 9월 30일 취 

소당하기도했다. 

주박사는이에굴하지 않고 1959년 UN 본부앞에서 이승만독재정권타도를부르짖으며 1인시위를하기 

도했다. 또한박정희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항해 지난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주 지역 민주화운동 

의 산 증인이 됐다. 그는 1969년 7월 26일 워싱턴 디씨에서 3선개헌 반대 재미 한국인 투쟁위원회가 발족되 

자텍사스대학교수직을박차고나와자금지원과함께 본격적인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그는한민신보 

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미주인사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되었을 때 주박사는 미국 내 수백 개의 신문사와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보 

내 한국 내 사정을 알리고 특히 김대중 선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들 

어서자 주 박사를 비롯한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들도 광주 시민들의 피를 밟고 일어선 악독한 군사정부에 

대항했다. 1983년 민통연합 총회가 결성돼 문동환 목사가 회장에, 그리고 주우정 박사가 부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1983년 김대중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망명을오게 되고평소친분이 있는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의 버 

지니아 맥클린 자택으로 모시고 가서 소개를 하기도 했다. 1981년 2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 

문했을 때 김동수 교수와 주우정 박사는 살인마 전두환, 광주학살 전두환, 매국노 전두환 등의 글귀가 들어 

있는 벽보를 제작해 워싱턴에 올라가 새벽 4시부터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목과 대사관 정문에다가 붙이 

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 한인 의학계 현황 

어려운 학위 취득 과정으로 인해 미국인들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고 였는 의사는 현재 10여 명이 개업 

또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 중에 있다. 초기 유학생 출신의 의시들- 외에도 이제 1.5세, 2세들의 의학계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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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띠게 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이거나은퇴한의사들 명단은다음과같다. 

이주원, 김성용, 이경욱, 정성애, 정정욱, 이덕현, 추영권, 주욱자, 조대빈, 조남현, 차재철, 유희동 

9. 타이드워터 한인회 

타이드워터 한인회는 1975년 타이드워터 한인친목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75년 노폭의 이수웅과 버 

지니아비치의 은봉수가 타이드워터 지역 한인들의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버지니아비치의 은봉수 자택에서 이수웅, 이수현, 은봉수가 최초로 

모임을가졌다. 

몇 주후에 이수웅자택에서 은봉수, 이주헌, 최주영, 김성용, 앤슈나이더 등이 모여 친목회의 발기모임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몇차례 이수웅의 태권도체육관사무실에서 뜻을함게 하는한인들이 모여 단체의 결 

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다가 야유희를 검해 한인친목회 결성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1975년 8월 8일 이수웅의 사무실에서 이수웅, 은봉수, 앤 슈나이더, 유선규, 이주석, 최영모, 이호종, 이 

주헌이 모인 가운데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1) 단체의 명칭: 타이드워터 한인친목회 

2) 회장이수웅, 부회장앤슈나이더, 총무 이주헌 

3) 유선규 목사님이 작성한 회칙 초안을 임시로 재택하고 친목회가 정식으로 발족할 때 정식 심의 후에 회 

칙을재택할것 

4) 이수웅의 제안으로 친목회 발족을 위한 기금을 찬조금조로 지출하기로 하고 참석자들이 찬조금 납부 서 

약을함 

1975년 10월 4일 노폭의 레이크 레잇 모텔에서 이수웅, 은봉수, 유선규, 최광식, 이덕현, 이주헌이 모여 다 

음사항을논의하였다. 

1) 부회장 슈나이더가 직책 사임을 표명했으나 유임하도록 표결 

2) 매년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할 것 

3) 재무에 김선용선출 

4)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는 부회장이 주재하고 위원의 수는 10인 내 

외로 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1975년 10월 5일 노폭의 올드도미니 언 대학교 강당에서 한인친목회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영화 ‘쥐띠부 

인’을 상영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시에 숙환으로 별세한 노폭의 최원창 유족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미 

망인 최금숙에게 전달했다. 1975년 10월 28일에는 한인친목회를 비 영 리단체로 등록할 것을 결의했으며 타 

이드워터 지역 한인주소록 발간과크리스마스 기넘 영화상영을 계획했다. 1975년 12월 7일 한국영화‘아빠 

하고 나하고’를 상영했으며 타이드워터 한인주소록을 배부하였다. 

역사적인 타이드워터 한인친목회 발족은 1976년 4월 25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비치의 레드윙 공원에서 야 

유회를 겸해 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인친목회는 1979년까지 4년째 이어져 오다가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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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88년까지 명맥이 끊기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으나 1989년 한인회로 이름을 바꿔 재건돼, 

2004년 현재 유영규가 14대 회장을 맡고 있다. 타이드워터 한인회는 한글학교 지원, 장학 사업, 컴퓨터 교 

육, 무료 의료봉사, 아세안 페스티벌 참가, 순회영사업무 및 시민권 신청접수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 

고 있으며 2004년 4월 햄튼로드 한인회보가 창간되기도 했다. 

역대 한인 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 1976넌 이수웅 

2대 1977넌 최광식 

3대 1978넌 최연홍 

4대 1979년 유치만 

(1980년부터 1988년까지 한인회 활동이 정지됩) 

5대 1989년~1990년 김성태 

6대 1991년 정성애 

7대 1992년~1993년 오민언 

8대 1994년~1995년 정계훈 

9대 1996년~1997넌 이경욱 

10대 1998년~1999년 유영규 

11대 2000넌 최현종 

12대 2001년 l:l켜l-치 드숭디]-

13대 2002넌 김정한 

14대 2003년~2004년 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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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3, 2003 

부시 미국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선포문 

A PROCLAMATION BY THE PRESIDENT 

THE CENTENNIAL OF KOREAN-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immigrants have come to America to discover the promise of our 

nation. On January 13, 1903,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rrived in Honolulu, Ha— 
waii, on the SS Gaelic. Today, Korean-Americans liv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one 

of our largest Asian American populations. As we commemorate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e recognize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to our 

Nation's rich cultural diversity, economic strength, and proud heritage, 

For the past century, Korean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have helped build America's 

prosperity, strengthened America's communities, and defended America's freedoms. Through their service 

in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Conflict, the Vietnam War, and other wars, Korean-Americans 

have served our Nation with honor and courage, upholding the values that make our country stro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share a love of freedom and a dedication to peace.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Western country to sign a treaty of commerce and Korean people share a love of 

freedom and dedication to peace.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Western country to sigh a treaty of 

commerce and amity with Korea in 1882, promising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our na

tions. Since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as built a strong friendship with Korea - a friendship based 

on our common commitment to human dignity, prosperity, and democracy. In the coming months, more 

than million Korean-Americans throughout our Nation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time, we acknowledge and commend 

Korean Americans for their distinguished achievements in all sectors of life and for their important role 

in building, defending, and sustain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W, THEREFORE, I, GEORGE W. BU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do hereby proclaim January 

13, 2003, as the centennial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 call upon all Americans to ob— 
serve the anniversar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honoring Korean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for their countless contributions to America.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teenth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hree,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twenty seventh. 

GEORGE W.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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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 선포문 

선포문 
(나는 오늘 2003년을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넘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미국 영토에 공식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102명 

의 선조들이 처음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이민선조들은 대대로 계속되 

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아 이역만리 모험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재미동포들은 지난 10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교육열을 바 

탕으로 미국사회 각 방면에서 크나큰 업적을 쌓아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기와 전통문화를 면면히 이으면 

서 미국속에 한국을 심어 왔습니다. 

또한 조국이 일제 강점 하에 놓여 였을 때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국전쟁 시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재미동포들이 참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를 비롯해서 조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과 뜻을 한 데 모아 국난 극복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혈맹관계에 기초한 한미 양국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한층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크나큰 공현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제 이민 100주년을 맞는 재미 동포사회에 대하여 우리 국내외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 심심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미국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 시민으로 계속 성장 발전함은 물 

론, 전 세계 한민족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면서, 2003년을 "한인 미국이민 100주 

년 기념의 해'’로 지정 선포합니다. 

2003년 1월 

대통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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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2003년은 한국이민 100주년의 해”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연방상원은 2002년 6월 27일 조지 알랜 상원의원(공화당 버지니아주)이 제안하고 32명의 공화민주의원 

들이 서명한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결의안(S.RES 185)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워싱턴 

100주년 기넘사업회(회장 박윤수 박사)의 요청으로 2001년 11월 30일 조지 알랜 상원의원을 비롯. 조지프 바 

이든 상원 외교위원장, 제시 헬름즈, 존 워너 등 상원의원 18명 명의로 법사위에 상정했고 계속해서 상원의 

원이 서명을 하도록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2003년이 시작되면 미 전역 100개 지역에서 축하행사가 펼쳐질 것”이라며 지난 100년간 

미주한인이민들이 이룩한 업적을높이 치하하고 있습니다. 

107th CONGRESS 

2nd Session 

S。 RES。 185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November 30, 2001 

Mr. ALLEN (for himself, Mr. HELMS, MR. CAMPBELL, MR. WARNER, MR. ALLARD, Mr. INOUYE 

Mrs. FEINSTEIN, Mr. BIDEN, Mr. SMITH of Oregon, Mr. GRASSLEY 

Mr. SESSIONS, Mr. FITZGERALD, Mr. GRAMM, Mr. SMITH of New Hampshire, Mr. AK.AKA 

Mr. CLELAND, Mr. SPECTER, Mr. BINGAMAN, Mrs. BOXER, Mr. BROWN 

BACK, Mr. KERRY, Mrs. CLINTON, Mrs. HUTCHISON, Mr. LOTT, Mr. MURKOWSKI, Mr. STEVENS 

Mr. COCHRAN, Ms. COLLINS, Mr. LIEBERMAN, Mr. ENZI, Mr. HUTCHINSON, 

Mr. ROBERTS and Ms. SNOWE)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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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02 

Committee discharged; considered and agreed to 

RESOLUTION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as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played a central role in nurturing the political and 

religious evolution of modern Korea, and directly influenced the early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as in December 1902, 56 men, 21 women, and 25 children left Korea and traveled across the Pacific 

Ocean on the S.S Gaelic and landed in Honolulu, Hawaii on January 13, 1903; 

Whereas the early Korean-American community was united around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free

dom and independence for their colonized mother country ; 

Whereas members of the early Korean-American community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虹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 and the Korean Conflict; 

Whereas on June 25, 1950 Communist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with approximately 135,000 

troops, thereby initiating the involvement of approximately 5, 720, 000 personnel of the United States 

虹med Forces who served during the Korean Conflict to defeat the spread of communism in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 

Whereas casualties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Conflict included 54, 260 dead 

(of whom 33,665 were battle deaths), 92,134 wounded, and 8,176 listed as missing in action or prisoners 

of war; 

Whereas in the early 1950s, thousands of Koreans, fleeing from war, poverty, and desolation, came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opportunities; 

Whereas Korean-Americans, like waves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m, have taken root 

and thriv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trong family ties, robust community support, and countless 

hours of hard work; 

Whereas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has invigorated business, church, and academic com— 
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 

Whereas according to the 2000 United States Census, Korean-Americans own and operate 135, 571 busi— 
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have gross sales and receipts of $46,000,000,000 and employ 

333,649 individuals with an annual payroll of $5,800,000,000; 

Whereas the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invention of the first 

beating heart operation for coronary artery heart disease, the development of the nectarine, a four—time 

Olympic gold medalist, and achievements in engineering, architecture, medicine, acting, singing, sculp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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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and writing; 

Whereas Korean-Americans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 — Korean partnership ; 

Whereas the United States — Korean partnership helps under gird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 — Pacific 

region and provides economic benefits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Whereas beginning in 2003, more than 100 communit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Senate 

(1) Recognizes th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0 years ; and 

(2) Requests that the President issue a proclamation calling 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 
ested organizations to observe the anniversar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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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2003년은 한국이민 100주년의 해” 결의만 만장일치 통과 

미국 연방하원은 2002년 9월 26일 Mr. Hoekstra의원과 버지니아주 출신 Mr, Tom Da퍼s하원의원이 제출 

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의 해”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CON. RES. 297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10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cember 20, 2001 

Mr, Hoekstra(for himself and Mr. Tom Davis of Virginia) submitted the following concurrent resolution;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CONCURRENT RESOLUTION 

Recogniz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10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as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played a central role in nurturing the political and religious 

evolution of modern Korea; 

Whereas in December 1902, 56 men, 21 women and 25 children left Korea and traveled across the Pacific 

Ocean on the S.S. Gaelic and landed in Honolulu, 

Hawaii on January 13, 1903; 

Whereas the early Korean-American community was united around the common goal of obtaining inde

pendence from their colonized mother country; 

Whereas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ve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Korean Conflict; 

Whereas on June 25, 1950, Communist North Korea with approximately 135,000 troops, thereby initiating 

the involvement of approximately 5,720,000 personnel, both militm-y and civilian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worked to stem the spread of communism in Korea; 

Whereas casualties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cluded 54, 260 dead, of whom 33, 665 were battle 

deaths, 92,134 wounded, and 8,176 listed as missing in action or prisoners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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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in the early 1950s, thousands of Koreans, fleeing from war, poverty, and desolation, came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opportunities ; 

Whereas Korean-Americans, like waves of immigrants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m, have 

taken root and thriv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trong family ties, community support, and hard 

work; 

Whereas Korean immigration has invigorated businesses, churches, and academic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 

Whereas according to the 2000 United States Census, Korean-Americans own and operate 135, 571 busi— 

ness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have gross sales of $46,000,000,000 annually, and employ 333,649 

individuals ; 

Whereas the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beating heart operation for coronary artery disease, the development of several varieties of the nectarine, 

and achievements in engineering, architecture, medicine, acting, singing, sculpture, and writing; 

Whereas Korean-Americans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 — Korean relationship ; 

Whereas the partne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elps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provides economic benefits 

to the people of both nations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 and 

Whereas beginning in 2003, more than 100 communit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concurring), That the 

Congress 

(1) recognizes the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0 years ; and 

(2) requests that the President issue a proclamation calling 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 
ested organizations to observe the anniversar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ptember 25, 2002. 

Attest : 

JEFF TRANDAHL,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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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 

통과연월일: 2002년 11월 5일 

발의자:조웅규의원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2003년이 우리 국민들의 미주 이민 100주년이 되는 것에 주목하여,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 200만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미국사회 

각계에서 다양한공현을하여왔고, 또한한미 관계가 성숙한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 

음을상기하면서, 앞으로도 미주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단계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 

듭해 나갈 것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 우리 한인이민단 121명이 S.S. Gaelic호 

타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최종적으로 도착한 56명의 남자와 21명 

의 여성, 그리고 25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102명이 한인 최초의 공식적인 이민으로서 근대 서구이민사의 효 

시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200만 이상의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초석이 되였음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 의의 

되새기고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 

굳건한뿌리를내렸을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가치관을접목시켜 계승발전시키고, 미국사회 

각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현을 하였음을 재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일제식민 통치 하에 였던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모 

든 희생과 노력을 다 바쳤고, 한국전쟁 시에는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미주 동포가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1997년 조국이 외환위기를맞았을때에는외화송금을통한외환위기 극복을지원하 

는등조국이 어려움을당했을때마다물심양면의 지원을아끼지 않았음을확인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1950년대에는 전쟁과 가난을 피하여 미국으로 향한 수만 명 

의 한국인을 따뜻한 동포애로 포용하였으며, 60넌대 이후 최근까지는 기회의 땅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 간 

수십만의 한국인을도와그들이 성공적으로미국사회에 정착하도록함으로써 오늘날의 모범적인 미주동포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한미 양국 간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구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 

5.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한인 미주 이민 100주넌에 즈음하여, 재미 동포사회의 변함없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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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이 채택됨과 아 

울러 정부는 2003년을‘미주한인이민의 해'로선언하는등법정부차원에서 이를기념할수 있는합당한조 

치와 지원노력이 전개되기를 촉구한다. 

제안이유 

미주 최초의 공식 이민단이 S.S. Gaelic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역 

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한우리 한인들의 미주 이민 100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미국 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하여 미국사회의 각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미주 한인 동포사희의 성공적인 

발전을 축하함과 아울러 초기 이민자들의 독립정신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하고, 도한동포 2, 3세들로하여금한국인으로서의 뿌리 찾기와조국과의 유대강 

화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조국애를 고취시켜 동포사회의 단합은 물론 우방국인 미국 

과의 상호이해 및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우리 국회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 10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 

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위와 같이 결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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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포 선언문 

미주 한인이민 100주넌을 맞이 하면서 2002년 8월 16일 워싱턴 D.C. 에서 열린 전국총회에서 채택 

1 목적 

미주동포 선언은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인사회의 역량과 잠재 

력을 북돋우어 지구상의 모든 한인들과 한인사회 그리고 모국과 새로운 조국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문
 

전
 

2. 

미주한인들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민족의 긍지와 노력으로 오늘의 자랑스런 한인사회를 

이루었다. 이에 민주한인사회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며 미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필요한 시대적 

과제를선언한다. 

3, 본문 

지난 1세기의 미주한인 이민역사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미주한인사회에 주류사회 참여 확대, 민족문 

화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모국 통일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 주고 였다. 먼저 주류사회 

참여 확대는 미주한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미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제이다. 

한인들의 주류사회 참여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회들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인 동시 

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미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된다. 

다음으로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미주한인들에게 코리언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어 다 

양한문화속에서 긍지와자신감을가지고살수 있도록도와주는과제이다. 코리언 아메리칸의 정체성은 

한글과 역사(한국사, 이민사, 전통문화)의 습득과 교육 위에 더욱 굳건해진다. 모국어인 한글은 정체성 형 

성에 골격을 제공해주며 역사는 한국인의 뿌리의식과 얼과 시대정신을 일깨워 준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보 

존과 계승은 한민족의 문화를 미국사회에 더함으로써 한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긍지를 미국사회에는 문화적 

풍요를 더해주는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모국 통일의 지원은 안으로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열강들의 자국 이기주의시대 

를종식시켜 궁극적으로는세계평화와기여하게 될 중요한과제이다. 이에 미주한인사회는모국을위한독 

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온 전통을 이어받고 민족화합을 위한 역량을 한 데 모아 모국이 평화적 통 

일을 이루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과제는 서로 분리하여 추구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민족문화의 보존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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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통일의 지원은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역량을 길러야 효과적이고 민족적 정체성이 확고해 

야만 주류사회 참여나 모국통일 지원도 힘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이루어 추진해야 

21세기 미주 한인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당위성을 갖고 성과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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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한인종교조직의 형성, 발전, 변화를중심으로 

권오균 

머리말 

이민과 종교! 이 두 사회현상은 얼핏 보아 서로 상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건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민과종교가매우 깊은상관관계를 가지고 였을뿐만아니라 미국 역사 

발전의 주축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이전부터 시작된 퓨리탄들의 아메 

리카 이주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최근에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세 

계 각국의 이민자들도 그들이 모국에서 믿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미국 땅에 이식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처럼 이민과 종교는 미국역사에 였어 분리하여서는 생각할수 없는 불가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민을 통하여 미국의 인종과 민족이 다양해졌듯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종교를 통하여 미국의 문화 

도 다양해졌다. 1960년대 이후에 세계각국에서 이민러시가 시작되기 전에 유행하던 "인종 용광로 (melting 

pot)”라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문화 용광로(cultural melting pot 또는 multiculturalism)”라는 표현을 더 자 

주 사용할 만큼 이민과 더불어 미국사회는 인종및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미국 이민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들이 모두 미 

국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혼합된 문화토양을 만들어 가고 였음도 목격 

되고 있다. 이 혼합된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종교가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미국으로 이민 오고 였는 각 민족들의 문화 또한 이민 오기 전 그들의 종교적 특성에 의해 깊히 영향을 

받았으며, 이민을은후에는 기존의 미국문화에 영향을줌으로써 새로운 미국문화를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 

다. 이러한 문화적 혼합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현상의 원인 

이 되는 이민이 미국을"영원히 젊게 (foreveryoung)"하고 있다고보고 있다. 예를들어, 클린턴 전 대통령 

은 재 임 시 에 이 문구를 연설에서 사용하며 새로운 합종국 건설을 강조했었다. 

이민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종교들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많은 종류의 신흥종교들(예를 들어, 신세대 물 

결: new age waves)들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 신세대 종교들의 핵심사상은 급격한 산업발전을 거부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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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귀화하려는 물결과 과학발달과 함께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신비주의적 물결들로 나누어 

진다. 미국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세대 물결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종교이 

식 현상도함께 파악해야한다. 이러한 변화와혼합을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 

기 위해 이 장에서는 이민을오고 있는많은국민들중에 한인들은 어떠한종교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을오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활동이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종교가 문화와 이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 

많은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종교가 하나의 믿음체계 (belief system)라는 정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종교가개인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견해를보이고 있다. 사회학자들은종교를 인 

간의 능력을 뛰어 넘는 힘을 앙망하며 그 힘에 의한 인간과 시물의 존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 

해주는 믿음체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상들을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설명 

의 틀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기능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 의견을 개진할 때 다른 주제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에 관한 의견 

은 공개적으로 교환하기를 주저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종교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일상 생활 

에서 접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종교적 확신이나 신넘 (religious 

conviction)을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은종종종교적인신넘만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현상들을확 

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교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는 믿 

음체계 안에서 진리의 근원을 제공받으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신넘체계를 이루고 있는 종교조직 

(religious community)안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의 정도(trust level)는 높을 수 있으나, 자신들과 다 

른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는사람들과는 서로 신뢰의 정도가 낮을뿐만 아니라심한 경우에는상대방을 비방 

하고무시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사례들을 인류역사가잘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심리의 근간 

을 움직이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회현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 역사와 인류성 (humanity)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종교형성의 근본이 되는 신성 

이나 초자연성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 왔다. 이들 중에는 종교현상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부정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가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 

들도많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를 여기에서 일일이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 

지 이루어 놓은 연구결과들은 몇 가지 공통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교의 속성을 이 

해하면 쉽게 알수 있듯이 그들은한결같이 인류의 미래역사에 있어 종교간의 평화가 없이는 인류평화가 이 

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untington 1996: Kung 1990): 다신론적 종교(Polytheism)나 범신론적 

종교(Pantheism)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들에 비해 유일신론적 종교(Monotheism)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가 

공동체적 결속력 (collective solidarity) 이 강하고 타 사회에 대한 배타성도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Moore 

2001: Stark 1996, 2003): 종교적 믿음과 신넘이 허상(illusive image)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효 

율적으로 일상생활에 잘 적용시키면 정신건강을 잘 유지할 뿐만아니라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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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Weber 1993). 

따라서 인류사를 이루는 주체가 인간들이며 인간들이 종교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인류존재에 의미를 부여 

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현상들을 재해석하는 한 종교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 

서 매우다른사회, 경제, 문화적 토양에서 생활하다가갑자기 새로운사회에서 새 삶을시작하며 삶의 의미 

를 찾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종교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어떠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민 전과 이민 후 한인들의 종교활동 

미국이민이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이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이 있다. 그 하나는 종교활동 참여율이 타민족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민족들에 비 

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약 40%에 가까운 가구 

수가 자영 업 에 종사하고 있다(Kwon 2003). 지난 1990년도와 2000년도 미국 센서스 통계 에 의하면 한인들 

의 자영업 종사 비율이 여타 어느 민족에 비해 가장높게 집계되었다. 타민족들과종교활동 비율을 비교해 

보아도 필리핀계의 17%, 중국계의 32%, 일본계의 37%, 캄보디안계의 90%, 그리고 인디안과파키스탄계의 

65% 등에 비해 한인들의 종교활동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다(Williams 1988: Hurh and Kim 1990: Ebaugh 

and Chafetz 2001) . 

한인들이 미국에서 종교활동참여율과자영업 종시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와두현상간의 상관관계를설 

명하려는 시도 또한 많았다(Kwon 2003: Kwon 1997: Yoon 1997).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두 현상 간에 직접적인 상호관계는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인들은 서로의 유대를 강화시켜 단합된 힘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원한다. 따라서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민족교회를 세워 정신적 위안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찾 

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적응에 필요한 자원(social capital)을 종교 공동체에서 찾아 왔다(Kwon 1997: 

Yoon 1997). 그동안 실제로 한인교회가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민족적 결속력을 공 

고히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인교회들은 새로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한인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립을 돕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이처럼 높은 종교활동과 자영업 비율을 보였는 

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민오기 전 한인들의 종교활동 

참여율과 자영업 종사 비율은 이민 온 후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음을 알수 있다. 1990년도 중반에 집계한 

한국정부의 종교활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 한인들 중에 과반수가 겨우 넘는 51% 정도가 종교활동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Government 1996: Yoon 1993).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세대주의 자영업 

종사비율도 11%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Yoon 1997).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높 

은 종교활동 참여율과 자영업 종시율은“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현상임 

을알수있다. 

또한 이민을 전후한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소속의 변회를 보면, 한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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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46% 정도가 불교신자이고 과반수가 약간 넘는 약 52% 정도가 천주교신자를 포 

함한 기독교 신자다(Korean Government 1996: Yoon 1993).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의 종교활동 비율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 비해 매우 낮다. 게다가 종교단체소속 비율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절대 다수(75% 정도)가 기독교 교회를 나가는 반면 매우 적은 수의 한인들(3% 정도)만이 불 

교사찰에 나가고 있다(Kwon2003).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실시한한조사에 의하면 미국으로 이민을오고 

있는 한인들 종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약 54% 정도)이 이민을 오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있 

고, 그들 중에 불교신자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약 12% 정도에 불과해, 기독교신자들이 타 종교 신자들 

에 비해 더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1990). 이러한 종교상 선별적인 이민이 이민 

후에 한인들이 기독교 중심의 한인사회를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 살고 였는 한인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 이와 같이 판이하게 다른 종교 

활동비율과 종교단체소속 비율을 보이고 있는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이주를 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 한인들의 종교활동비율과 종교단체소속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왜 한국에서는 기독교신 

자와 비슷한 수를 유지하던 불교신자의 수가가 미국에서는 급격히 낮아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동안한인 이민역사에서 나타난종교활동의 변화과정을살펴보며 찾아보고자한다. 

이민 이후 한인들의 종교활동 비율과 종교단체소속 비율이 크게 달라진 이유 

한인들의 미국이민과정에서 종교활동 비율과종교단체소속 비율이 크게 변하는 이유를 이민 전의 요인과 

이민 후의 요인으로 나누어 찾아볼수 있으나. 미국에 살고 있는한인들의 종교활동은한인이민역사의 시 

작에서부터 이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였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종교활동의 변화와 추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한인이민사를 살펴볼 필요가 였다. 

종교활동과 관련한 한인이민사 개략 

한인들의 미국이민은아직도한국에서 샤마니즘과불교, 그리고유교가종교의 주를 이루고 있던 20세기 

초에 이루어 졌다. 20세기 초는 또한 세계사의 흐름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서구제국들이 세계의 여타 지역 

을 강점하던 제국주의시대이기도 했다. 러시아, 종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의해 처절하게 강점당하던 한 

국이 결국 1910넌 일본의 식민지로전락하여 국가의 생명력이 다해갈때 미국도제국주의 국가의 하나로한 

국에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며 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때문에 미국의 

출현은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약탈자로 간주되었지만주변국들의 만행을막을수 있는자선의 적이기도 

했다. 미국이 약탈을 일삼았던 다른 주변국들과 달랐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였던 종교(개신교)를 식민화 

작업과함께 병행했던 점이다. 

서구의 팽창과 함께 한참 새로운 음식의 재료로 설탕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자국의 영토로 흡수시긴 하와 

이를 설탕산업의 주 원산지로 개발한 미국의 산업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었고, 이 

들 산업가들과 미국의 국가이익을 정신적으로 돕고 있던 해외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산업활동을 돕는 일환 

으로 세계 각국에서 값싼 노동인력을 제공해주는 브로커의 역할도 담당하고 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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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미국 이주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된다. 한인 최초의 이민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였 

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그들이 개척하던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최초의 공식적인 한인들의 이주는 

이러한 연유로 업밀한 의미에서 이민이 아닌 계약노동력의 이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노동자들 

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고 거주지를 하와이의 농지에서 하와이와 서부의 도심지역으로 옮기면 

서 미국에서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나중에 한국사회에 물심으로 영향을 행사하면서 이민이 계속이 

어지게 된다. 

미국 선교시들에 의해 시작된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는 어떻든 종교적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어 초 

기 이민자들 중에 기독교 신자의 수가 약 40%에 가깝게 기록되어 였고, 그들 중에는 이미 종교지도자의 과 

정을 거친 사람들도 있었다(Kim 1979). 한인들의 미국이주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는 한국에서 전체 국민의 

0.1% 정도밖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기독교 신자 

비율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다. 또한 그들이 처음 하와이에 도착하여 1920년까지 이미 39개의 한 

인 교회가 조직되었었다는 기록은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종교활동이 본국에서와는 얼마나 달랐었는지 

를 잘 말해주고 있다(Choy 1979). 

교회를 왕성하게 조직했던 초기 이민사의 전통은 이후에 형성된 미국 내 한인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온많은 민족들의 초기 이민역사가그들의 계속되는 이민생활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이주자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었지만, 유교, 불교, 그리고 민족종교 

들과같은조직력이 약한종교를 가지고 였었고, 게다가종교활동을조직하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중 

요한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이주하지 않아 초기 하와이에서 한인들에게 기독교 이외는 종교활동이 거의 불 

기능한 상태였다. 지도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미국의 주된 종교였던 만큼 비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어려웠었음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반면 미국 안에서 기독교 신자는 인종적으로 소수계라 하더 

라도 여러면에서 타종교를믿는사람들보다는종교활동을하기가유리했었음도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어 

떤 기록에 의하면 한인들이 초기 이민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나가면 미국인들로부터 동정과 인정을 받기가 

유리했었다고 한다(Choy 1979). 본국에서 기독교 선교시들로부터 기독교 교리와 미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데다가미국으로온이후에도낮이 익은기독교는한인들이 기독교중심의 공동체를구성하는데 여러 

모로 도움을 주었음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믿고 였는 종교와 동일한 종교를 믿음으로 

써 한인들은 미국인들과 쉽게 교감을 이룰 수 있었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기독교 중심의 한인사회는 이민 초기부터 한인사회 특유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뒤 

에 온 이민자들 중에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되 

어 기독교로 흡수되었으며 교회 중심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였다. 따라서 한인 이민자들의 규모 

가커짐과동시에 한인교회들도덩달아규모가커지게 되었고, 교회는신앙공동체의 역할뿐만아니라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단체의 역할과 친목 활동의 역할까지 맞게 되어 그야말로 사회적 열할과 종교 

적 역할이 혼합되는 이민사회 특유의 교회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였다. 게다가 한인 이민자들이 언어문제 

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미국의 정부 조직과 사회봉사 조직에 직접 접촉을 하기가 어렵고, 한인회와 같 

은 민족 중심의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였어 한인 교회의 사회봉사활동과 친 

목활동이 더욱 강조되어 교회의 중요성이 더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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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잠시 언급할것은한국에서 적지 않은규모를형성하고 있는천주교와불교는한인이민이 대규 

모로 이루어졌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한인 천 

주교회와 불교 사찰들이 한인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던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하 

였다(Kwon 2003). 따라서 뒤늦게 시작한 천주교와불교의 활동이 아직은 미미하여 이민 초기에서부터 기 

독교 교회 종심으로 발달한 한인사회는 아직도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2003년도) 미국 내 한인사회의 종교단체 수를 보면 개신교는 무려 3,402개의 한인교회를, 천주교는 154개 

의 한인종심 공동체를, 그리고 불교는 겨우 100개의 한인사찰만 가지고 있어 한인사회 내에서 개신교가 아 

직도 월등히 앞서 가고 였음을 알수 였다(Kwon 2003). 

이민전요인들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조사결괴들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더 많이 이민을 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민 전 한국에서 왜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에 비해 미국으로 

이민을많이 오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민 전 요인들을 다음과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 1950년에 발생간 한국전쟁과 전쟁결과로 얻은 남북분단은 약 천만에 가까운 북한 거주자들을 남한 

으로 이주케 했다. 이 중에는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북한의 공 

산주의 정부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남한으로 이주했으며, 이들 중에 또 

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지나 인맥이 없는 남한에서 사회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회가 주어 

질 때 미국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살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인이민 초기에 교 

회나 한인사회에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연유가 여 기 에 있었다(Kim 1980). 

이들 북한출신 한인들은 고향을 두고 온 안타까움을 교회활동을 통하여 달랬고, 이전부터 한인사회의 전통 

으로 자리잡은 교회중심의 한인사회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 

둘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한국의 도시화 현상과 새로운 도시 중심의 중산층 형성 도한 상 

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 

라 세계 각국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은 도심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으며 중산층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다. 또한 한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이민 전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민을 오고 였음을 볼 수 있다(Portes and 

Rumbaut 1996). 이들은 도한 거의 모두가 이민을 온 후에도 미국의 도심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발달사를 보아도 기독교는 도심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도심지역 

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많이 믿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한국사람들 

종에 도심지역에 거주하던중산층이 이민을상대적으로많이 오는것은 어떠면 당연한 일인지도모른다. 이 

들 도한 이민 전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일찍이 이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종심 

의 한인사회에 쉽게 동참할 수 였었던 점도 한인들의 종교활동 비율을 높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 

셋째, 다음으로 중요한 이민 전 사회적 요인은 한국에서 미국 대중문화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천 

주교와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부터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앞서가는 과학과 기술 

등을 기독교 문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앞서가는 서양의 문화는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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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한국이 전쟁 전후에 미 군정 하에 있을 때는 급속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잠 

식해갔다. 정부이양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문화는 급속히 확산되어 갔 
다. 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고조되었고, 미군부대방송(AFKN)을시청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 지위와교육수준을 높이는표상처럼 받아들여지기도했다. 미국선교사를통하여 익히 미 

국의 문화를 접한 많은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문화는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이 에 따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이 민 전부터 더 많이 ‘미국화' 되 었던 사실은 어 떠 

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민 전부터 미국화가 진행된 사람들이 더 많이 미국이민을 결정하는 것도 

어떠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인교 

회에 나가 활동하며 교회 중심의 한인사회를 유지해 나갔던 것도 쉽게 이해가 간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한 사실도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민을 오게 

된중요한원인이 되나여기에서는자세한설명을생략한다(한국의 기독교성장에 대한간략한설명은 Kwon 

2003을 찹고할 것). 

이민후요인들 

미국에 살고 였는 한인들의 대다수가 이민을 온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오기 전 

의 요인 못지않게 이민 후의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민 후 요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한인사회가 성 

장하는 데 기여한 교회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였 

었던 이민 후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초기 이민의 전통 형성이 이민 후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 

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에 의하여 주도된 한인이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독 

교인으로하여금 미국으로 이민을오게 하였고, 정착후에도 기독교인들이 조직한교회를중심으로한인사 

회를 형성하는 전통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초기 이민전통은 새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도와주였다. 한인이민사의 이러한특수성은종교조직에 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이민 초기부터 한인들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인이민의 초기 

기록을 보면 한인 200명당 거의 한 명 꼴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다(Choy 1979). 

둘째, 한인교회가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기능적 역할이 한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 

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인교회는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봉사기능 , 2세들에게 한글 및 

문화를 교육하고 보존하는 기능, 신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의 위치를 부여하여 미국 사회에서 얻기어려운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기능,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통하여 한인사회 전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능, 그리 

고 때로는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인접한 미국사회와 교류 및 대화를 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 

왔댜 한인교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은 이민 이후에 갑자기 모국의 문화와 정서를 잊어버리고 주변적 위 

치에 빠지기 쉬운 한인들에게 더없이 값진 기능들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교회들의 잠재적 기능이 한인들 

로 하여금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인 불교사 

찰들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의 빈도와 다양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독교 교회 만큼 되지 못 

하고 있다(Kw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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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 내 한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민 후 교회 활동의 신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 

할을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또한 많은 한인들로 하여금 교희 활동에 찹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교 

회의 잦은 분열과 교회지도지들의 급격한 수적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교회의 잦은 분열은 한인들에게 교 

회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분열한 교회들이 수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한인들을 교회 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기능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1980년도 

중반에 실시된한조사에 의하면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의 과반수이상이 교회 분열을경험했다고한다(Shin 

1986). 교회 지도자들의 수적 증가도한한인들이 교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간접적인 기능을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지도자들의 수적 증가는 독자적인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열망에 발맞추어 더 

많은 한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교회가 이민 초기 부 

터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대로 한인 기독교지도자들이 한인사회에 

였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인 불교지도자들이 미국에 건너오기 시작한 1960년도 말이 

지나서야 불교사찰들이 조직되기 시작되었던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Kwon 2003).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의 종교활동 

위에서 살펴본 이민 전과 이민 후의 요인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들로 

위성턴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워싱턴 지역은 미국의 수도로서 갖고 있는 정부 중심의 행정도시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 도시로,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들 외에 종교활동 면에서 

타 지역 도시들에 비해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였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워싱턴 한인사회의 특징 

지난 2000년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 도심지역의 한인인구는 51,268명으로 집계 

되였다. 이 집계는 워싱턴 디씨에 거주하고 있는 1,095명, 버지니아주 인근의 세 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 

는 30,935명, 그리고 메릴랜드 인근의 두 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19,238명만을 포함시킨 수치이다. 지 

난 2003년 ‘한인 이민 백주넌 기넘사업회’의 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디씨를중심으로한광역지역(워싱턴 디 

씨,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적어도 11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말현재 이 지역에서 출판된한인업소록(한인록)에 의하면 192개의 한인 개신교교회와 4개의 천주교회, 9개 

의 불교사찰, 11개의 한국정부관련기관사무실, 4개의 지역 한인회, 26개의 사회봉사단체, 14개의 문화단체, 

23개의 지역상조단체, 42개의 운동단체, 15개의 향우회, 58개의 친목단체, 29개의 종교활동보조단체, 8개의 

개신교 신학교, 74개의 한국어 학교, 그리고 2,527개의 한인소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다. 

지난 2000년 미국상무부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의 한인 인구규모는또한미국에서 로스엔젤 

레스와뉴욕 다음으로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한인들의 미국출입 역사와 미국 안에서 한인사회 형성 

역사를 살펴보면 워싱턴지역 한인사회가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는지도 모른다. 1903년 100여 명의 

한인 계약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20여넌 전인 1882년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과 통상외교관계를 맺 

412 - 워싱턴지역 한인사 



였댜 그 이후로 워성턴 지역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들, 정부관료, 망명 민족지도자들, 미국정 

부에서 일하던 한인들, 그리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왕래한 지역이다.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다음해 

부터 한국정부는 11명의 외교사절단을 보내 한미관계를 굳히려 했던 기록은 워싱턴지역이 한인사회의 규모 

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워싱턴은 또한 미국의 수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위치 때문에 한인이민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당 

시 꺼져가는 국운을 되찾기 원했던 많은 한인들이 모여 조국의 장래를 염려했던 곳이기도 하다.워싱턴 지 

역은 또한 현재까지 최초의 한인 유학생으로 알려진 변수가 이미 19세기 말에 지금의 메릴랜드대학 전신인 

메릴랜드 농대에서 공부했으며, 독립 이후 남한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이 또한 이곳의 조지워싱 

턴대학에서 공부했고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안창호, 서재필, 이상재 등이 한때 머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성이 다분한 이 지역의 성격이 한인사회의 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영 

향을 주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승만이 주도했던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되 

였던 일련의 조국민주화운동들이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자금지 원과 활동으로 이루어 졌었다. 이 처 럼 조 

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조국지원활동이 전개되었던 사실 또한 한인교회가 이 지역의 한인 

사회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조국의 정치적 영향을 많 

이 받아온 지역의 한인사회는 형성은 빨랐었지만 한국 독립을 전후하여 존재가 미미해졌다가 1949년 한미 

관계의 정상화와 1950년 한국전 발발을 계기로 상당수의 한인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가 새롭게 조직되는 계기를 맞는다. 다시 조직된 한인사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 

되었고 민족종교 지도자의 출현이 한인교회 조직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한인교회들과 한인사회 

1950년대 이후 워성턴지역 한인사회는 한인회와 유학생회가 조직되면서 한인사회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요즘 한인교회들과 같이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한인교회도 조 

직되기 시작하였다. 한인회와 한인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조직되었던 사실은 이 지역 한인사회가 자리를 잡 

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조직과 사회조직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암시해주고 있다. 

워싱턴 지역은 1950년대까지 정치적 망명객들과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조국의 상황변화에 따라한 

인들의 인구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미국의 여타 도심지역에 비해 한인교회의 조직이 늦었다. 하와이에서는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1903년에, 로스엔젤레스에서는 1904년에, 뉴욕에서는 1921년에, 그리고 시카고 

에서는 1923년에 이미 한인교회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이들 초기 한인교회들은 모두 소수민족들에게 일찍 

부터 교회문을 개방했던 감리회의 도움으로 조직되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일찍부터 전도활동을 펼쳤 

던 장로회는 정작 미국에서는 1959년까지 교회 내 단일언어정책을 고수하여 소수민족들이 교회활동을 위 

한협조를구하기 어려웠다.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에서 종교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또한 한인사회에 종교지도자가 

출현하면서부터 가능할수 있었다. 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워싱턴한인교회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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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종교활동을 하던 한 

인교회가 5차례나 시도되었다고 한다(Chang 1988: 25). 그리고 이미 1940넌대에 두 명의 한인 목회자(한영 

교, 배문수)와 두 명의 평신도 지도자(안승화, 이원순)가 있었으나 당시 한인사회의 규모가 작였던 데다가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직적인 교회로 발전하지 못했다(Chang 1988: 24). 

1951년 워싱턴한인교회를 처음 담임했던 김태목 목사는 장로교 목사로 이곳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이전에 

하와이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경협이 있었다. 김 목사의 출현은 당시 한국전의 발발로 한인들의 단합과 

종교적 기원을갈망하던 평신도들에게 한인교회를조직할수 있는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워싱턴지역 한인 

교회들의 초기 활동기록들을 보면 한인들만의 민족교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열의와 공감대가 한국전을 전후 

하여 더 팽배해 있었다 한다(Chang 1988: 21). 이는 당시 한인들이 인종적 구성이 다른 이국 땅에 살면서 느 

끼는 이질감과괴리감, 조국에 대한애국적인 기원, 그리고한인들끼리 느낄 수 있는친숙함과소속감등이 

한인들로 하여금 민족교회를 조직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한인 민족교회의 종교적 역할과 사희 

적 역할은 따라서 이민 초기부터 한인사회에서 교회설립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최초의 한인교회인 워싱턴한인교회의 교회사 편집자는 교회가 처음 조직될 당시 한인들이 함께 독 

립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자 원했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 

조국의 동란으로 설레는 마음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고 받는 인사가 "우리 서로 기도합세다."였다. 

이런 인사는 교인들만 아니고 온 교포들의 하나같은 솔직한 기원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미국교회에 나갔었 

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어의 장벽뿐 아니라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덜했고 조국의 평화와 안위를 간구 

하는 절박한 기도의 소통도 없었다(Chang 1988: 21). 

워성턴한인교회의 조직 당시 상황을 보면 미국교회들이 교파의 정책에 따라 한인회중들에게 얼마나 다 

르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워싱턴한인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당시 워성턴 디씨에 있던 National 

Presbyterian Church를 찾아가 미국 회중과 별도로 한인들이 독립 적 인 교회활동을 할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교회 측은 미국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계속하여 한인들의 자체활 

동이 가능한 교회 건물을 찾던 중에 한때 이승만 전 대통령 이 등록하여 다니 던 Foundry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한인들에게 특별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여 워싱턴한인교회가 독립된 활동을 시작하 

게 되었다. 워싱턴한인교회는 1951년 10월 14일 이 교회건물에서 32명의 한인들이 모여 첫 번째 공식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했다(Chang 1988). 

그 당시 약 50명 정도의 한인들만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워싱턴한인교회에서 처음 

종교활동을 함께 시작하였던 한인들의 수가 전체 한인들의 약 3분의 2에 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당 

시 극소수의 한인들만이 기독교인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워싱턴 지역 한인들 중에 워싱턴한인교회를 통하 

여 종교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도 알 수 있다. 

워싱턴한인교회가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4년 뒤인 1955넌에 워싱턴지역에 두 번째 한인교회인 워성 

턴한인침례교회가 조직되었다. 이 교회도 첫 번째 한인교회가 조직될 당시와 비슷한 정황에서 한인들만의 

종교공간을 가지고자 만들어졌다. 워싱턴 침례교회도 워싱턴 한인교회와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 목회경험 

이 있던 목회자를 초빙하면서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종교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민족교회 조직의 공감 

대를 가지고 한인목회자를 초빙하여 형성된 초기 한인교회는 한인들의 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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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까지 10개가 조직되었다(표1). 

주로 정치망명객들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워싱턴지역 한인사회는 1960년대에 들어와 

교환교수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의 수가 더 늘었고 월남전 발발을 전후하여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비지니스를 하는사람들의 수가늘었다. 이처럼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였 

던 초기 이민자들의 이지적 성향이 1970넌대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기 전까지 워싱턴지역의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의 성격도 어느 정도 결정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표 1. 워싱턴지역 초기 한인교회들의 설립시기, 지역, 소속교파(1951~1974) 

교회이름 |설립연도 I 교회위치(카운티) 소속교파 

(설립당시/현재) 

워성턴한인교회 1951 DC/McLean, 감리회 

(Korean UMC of Washington) (Fairfax) VA (United Methodist Church) 

워싱턴한인침례교회 1955 DC/Silver Spring, 침례회 

(Korean BC of Washington) (Montgomery) MD (Southern Baptist Convention) 
-------------------------- ----' 

워성턴한인장로교회 1965 DC/Burke, 장로회 

(Korean PC of Washington) (Fairfax) VA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워성턴한인연합장로교회 1969 Bethesda, 장로회 

(United Korean PC) (~ 
오 

MD 
---- ------------ -----

베데스다한인침례교회 1969 Bethesda, (Montgomery) MD 침례회 

(Bethesda Korean BC) Merged with KBCW, 1971) 
I?????/t??????t??~Fr???~ 

버지니아침례교회 1972 Fairfax Station, 침례회 

(Virginia Korean BC) (Fairfax) VA/same place 

메릴랜드장로교회 1972 Lanham, (Prince George' s) MD 

(Presbyterian Church, U.S.A.)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1973 Riverdale, (Prince George' s) MDI 장로회 -- -

(First Korean PC of Maryland) same place 

워성턴중앙잘로교회 1973 Vienna, (Fairfax) VA 장로회 

(Korean Central PC) same place Church of Amenca) 

제일한인침례교회 (지구촌교회) 1974 Silver Spring, (Montgomery) MD 침례회 

(GMC of Washington) same area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ource: 재영창(편집). 1994, 워싱튼한인사, 1883一1993, 서울: 백산출판사. Pp, 106크29. 

초기 교회들의 특성 

한인들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직된 10개의 초기 한인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올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처음에 세워진 세 교회는 모두 도심지역에서 조직되었다가 나중에 한인들의 교외이주와 

함께 교외지역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워싱턴 디씨 안에는 현재 약 1,0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1,500여 개의 한인 비지니스가 있으나 한인 중심의 교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무숙자를 돕기 위해 

최근에 한인 목사가 조직한 평화나눔공동체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이들 초기 한인교회들은 또한 미 

국의 주요 교파인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과 연계하여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한인사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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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들 세 교파가 가장 많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한인교회들의 교외집중 현상과 미국의 주요 교파소속 경 

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였다. 셋째, 초기에 설립된 한인교회들은 거의 모두가 목희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특징도 보이고 있다. 초기에 설립된 10개 교회들 중에 두 개만이 평신도들에 의해 기초되었던 

사실은 한인들이 교회를 조직할 때 종교활동을 원하는 희중이 먼저 조직되기보다는 목회자들이 회종을 조 

직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한인사회에 회종을 모아 종교활동을 조직할 수 

였는 한인 목회자들이 이민 초기부터 많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인교희들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조직경향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였다. 

초기교회들의 사회적 기능 

이민 초기부터 교회를 조직하여 한인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한인 이민사의 종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으면 

서 한인교회들의 사회적 기능도 함께 중요시되어 왔다. 특히 한인사회를 대표할 만한 공식기구가 없었던 

초기 한인사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음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인 인 

구가 많지 않았던 이민 초기에는 한인사회 안에서 교회의 조직과 정치사회 조직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실 

을 알 수 있다. 워싱턴한인교회 35년사의 편집자는 이민 초기 한인교회와 한인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신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지만 신도아닌 저들이 참여한 것은 외지의 외롭고 호젓한 생활을 달 

래며 전란에 싸인 본국에의 근심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었다. 이래서 제단은 예배치소 이상의 교포들의 회 

합장소가 되였다. 이런 첫 출발의 성격은오랫동안우리교회를한인회 구실도하게 하여서 교회의 여름 야 

유예배 때는 예배 후에 한인회 총회가 열리곤 했었다(Chang 1988: 26). 

이 기록이 보여주는 대로 초기 한인사회에서는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였다. 이 

처럼 한인교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유는 앞에서 보아온 대로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느끼 

는 소외감과 조국을 향한 애국심 그리고 같은 한인들끼리 느끼는 민족적 소속감을 모두 교회에서 찾을 수 

였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과 성도들 간의 친목활동 등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음도 익히 짐작할수 있다. 한인사회의 규모가커지면서 한인회나상조회 같은자발적인사회조직이 만들어 

져 활동을 하지만 초기 한인교회가 가지고 였던 사회봉사와 친목의 기능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종교활동 

교회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분리: 워싱턴 한인사회 안에서 초기 교회가 보여주던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혼합된 모습은 대규모 이민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한인사회의 규 

모가 커지면서 교회의 수도 늘어나고 개별 교회의 규모도 커져갔다. 한인사회 내의 자생적 사회조직들도 한 

인사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인사회 규모의 변희

와함께 교회들도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 교회가가지고 였었던 종교적 기능은 계속교회가맡게 되었고한 

인사회를 대표하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지역 한인회가 맡게 되었다. 

교회가 아직도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종교적 기능 이외에 봉사와 친목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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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워싱턴 지역의 한인사회를 대표하였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교회는 교회대 

로 한인교회협의회와 같은 한인교회의 여론형성기구를 1975년에 결성하여 한인교회들 간에 함께 손을 잡 

고 일할 준비를 하였다. 또 한인회는 한인희대로 함께 모여 현안들을 의논하고 가능한 지역별로 한인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교회협의회와 같이 이 지역 한인회들도 워싱턴지역 연합회를 결성하여 이 지역 전체 

한인사회를 대표할 방법을 꾀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협의회와 한인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 한 예가 최근들어 한인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청소년회 

관건립 일 것이다. 교회 생활이 대다수의 한인들에게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면에서는 교회가 아 

직도 한인사회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교회와 한인사회가 어느 정 

도분리되어 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인회나 비정부조직의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한인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중 

심이 되어 교회가 한인사회의 관심사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인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나 식량난 문제, 탈북자 문제, 인종 간의 갈등문제,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합법화 문제 등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였다. 이렇게 볼 때 한인 교회는 아직도 한인 사회에서 초기 한인사회 형 

성 때와는 다른 차원의 풀뿌리 조직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유지하고 였음을 수있다. 

워싱턴지역 한인종교단체의 증가추이와분포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워싱턴 지역의 한인들도 거주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왔다. 지난 

25년간 이 지 역 한인교회는 한인인구의 증가와 거 의 같은 비율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였다 (표2 와 3). 또한 

한인교회의 지역 집중도도 한인인구의 지역 집중도와 거의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2년 한인 

록의 집계에 의하면 이 지역 한인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였는 5개 카운티에 약 71%의 한인교회가 집 

중되어 였음을보여주고 였다. 또한이들 5개 카운티에 였는한인교회들중에 약 60% 정도가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살고 였는 버지니아 북부의 3개 카운티에 집종되어 였음을 볼 수 있다(표 2). 

표 2, 워싱턴지역 한인교회, 사찰, 성당의 지역분포(단위: 한인 희중) 

종교단체 

; 개신교 

버지니아 

Fairfax, Arlington, Alexandria 

116 (60%) 

메렬랜드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57(30%) 19 (10%) 

합계 

192 

불교 
4 9 

기타 I O I 1 (증산교, DC) 1(천도교) I 2 !! 

한인인구 1 30,935(60%) I 15,380 (30%)(1,095 m DC, 2%) 3,858(8%) 1 51,268 

자료: (1) 개신교교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주소록 2001,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 (2) 한인인구: 2000넌 미 

국 인구조사, 상무부: (3) 성당 및 사찰 수: 한인록 2002, 자이안트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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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교별 한인 회중들의 지 역분포 변화 (1985, 1990, 2000) 

Ii 종교별 버지니아 ; 메릴랜드 ! 수도및 인접도시 

Fairfax, Arl. , Alex. I Montgomery Prince George's DC Baltimore 

1985 1990 2000 1985 1990 2000 1985 1990 2000 1985 1990 2000 1985 1990 2000 

개시교 61 116 29 57 18 19 2 1 30 70 

처주교 1 1 1 。 。 2 1 1 。 。 。 。 1 1 1 

봄교 1 4 2 3 。 。 。 。 。 1 2 

기타 1 1 1 1 

자료 : (1) 워싱턴지역 한인 주소록(1985~2002), 한국일보사 

(2)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주소록 2001,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 

- :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한 기록추적이 불가능함. 

표 4. 한인교회들의 교파소속 변화추이 (1960~2000)* 

연도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IIi 1960 1(50%) 1(50%) 

1970 2(40%) 2(40%) 1(20%) 

1980 I 

1990 I 43(38%) 31(28%) 10(9%) 

I 2000 

천주교 

2 

82(42%) I 58(30%) I 15(7%) 

* 천주교를 제외한 볼티모어지역 한인교회들 제외. 

** “기타" 카테고리는 Full Gospel(Korean version of the Assembly of God), the Holiness, the Seventh 

Adventist, the Nazarene, C&MA, and Independent(or Inter-denominational) 등이 포함되 였음. 

— :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한 기록추적이 불가능함. 

3(2%) 

4(2%) 

기타** 

26(23%) 

37(19%) 

합계 

2(100%) 

5(100%) 

52(100%) 

113(100%) 

196(100%) 

위에 열거한 세 도표들은 워싱턴지역 한인사회가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떠한 종교활동을 해왔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도표들에 나타난 한인들의 종교활동 변화추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 종교단체들의 지역분포 변화를 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의 훼어팩스카운 

티와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지난 20넌 동안 한인 인구가 약 1.5배 가량 증가한 반면 한인교회의 

수는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개신교 이외의 종교단체들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다른 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종교활 

동을늦게 시작했을뿐만아니라희중들의 수적 증가도매우느림을알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이민과종교 

연구의 기초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이 지역에는볼티모어지역을포함하여 4개의 한인 천주교회와 

9개의 불교사찰이 였다. 이 중 4개의 천주교회에서는 약 4,100명 정도의 한인들이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종 

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9개의 불교사찰에서는 약 1,000여 명의 한인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교사찰의 경우 등록된 신자들의 수는 이보다 약 8배에서 10배가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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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추산된다. 또한불교신자들은한국에서와마찬가지로 이민을온 이후에도 정기적으로사찰에 나가종 

교활동을 하는 신자들의 수가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또한 천주교와불교신자들의 종교활동은 한인 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전개되었다. 처음 조직된 한인 천주교회는 1972년 볼티모어에서 

시작되었고 이보다 4년 후인 1976년 첫 한인 불교사찰인 한국사가 메릴랜드의 저먼타운지역에 세워졌다. 

셋째, 이 기간동안개신교교회들중에는장로회와침례회 소속교회들이 괄목할만한수적 성장을보였 

다. 나머지 교파에 소속된 개신교 교회들도 전반적인 수적 성장을 보여 왔으나 이 두 교파 소속의 교회들에 

비해 성장이 느린 것을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비슷한 교세를 보이던 불교는 이민 후에 수적으로 매우 약해졌으나, 천 

주교의 경우는 이민전과 이민후의 교세가 그리 큰 변화가 없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된 원인 

에 대해서는 서론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워싱턴지역 한인교회의 성격과 과제 

1. 한인 회종들의 규모 

위의 도표 3과 4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이 지역 한인교회의 대부분은 1970년 이후에 조직되었다. 비교적 

짧은 이민역사를 잘 반영하듯이 대부분의 개별 교회들은 아직도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민과 종교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1년 조사에 참여한 125개의 한인 종교단체들 중에(볼티모어지역 

종교단체 제외) 2개의 천주 교회와 2개의 개신교 교회만이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 개신교 교회들 중에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가 300명에서 500명 

사이에 해당되는 종간 규모의 교회는 겨우 10%(12개)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교회들은(86%)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수가 299명 미만이였으며, 약 4할이 조금 안 되는 교회들은(36%) 신자 수가 50명 

도 되지 않았다. 조사 당시 한인 회중들의 평균 인원(천주교와 불교 포함)은 162명이었으며, 또한 이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64% 정도는 자체의 종교활동 장소가 없었다. 

2.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성 

비교적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인교회들은 팔목할 만한 성장규모를 보이고 였는데 성장하 

는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확고한 종교 

적 신넘을 바탕으로 희생적 봉사자세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해 준다. 둘 

째 그들은 또한 올바르고 강한 지도자적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성장하는 교회들의 평신도 지도자들 

도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비전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고 함께 협력하여 종교공동체를 건설하는 미덕을 보 

인다. 넷째 조직 면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일반 사회의 친목 조직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신실한 종 

교적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다섯째,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운영 

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섯째, 교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및 선교활동 등 사회의 변화를 유 

도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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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종교적 (또는 신학적) 정통성을 굳게 유지하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3.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대별화 

현재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에는성장하는교회의 특성을보이며 잘성장한소수의 큰교회(megachurch)와 

성장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대다수의 작은 교회로 나뉘어져 있다. 이미 크게 성장한 교회들도 초기 개척 

당시에는 목회자의 희생적 봉사와 강한 리더쉽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을 알수 였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갓 이민 온 한인들이 목회자들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문 봉사 

기관이나 큰 교회들의 봉사부에 의해 대치되면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 목회자들의 봉사와 리더쉽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였다. 도한 큰 교회들은 갓 이민 온 사람들을 더 조직적으로 도울 수 였는 자원 

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인도하는데 오히려 용이한 접이 많다. 이처럼 큰교회의 역할 

변화와 새로 개척되는 교회들의 급속한 수적 증가는 최근 들어 큰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 성 

장하기 어렵게 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4. 1970년대 이전과 이후 종교활동의 차이점 

워성턴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원로 목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 

은대부분이 사회친목단체와같은성격이 강했었다고한다. 이들초기에 세워진교회들중에도 어느정도안 

정적으로 성장해온 교회들은 교인들 중에 미국사회에서 전문직 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 

었다고 한다. 이들 초기 교회들은 또한 신자들의 영성 (spirituality)개발보다는 이지적인 신앙관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한다. 

이러한초기 교회들의 친목단체와같은분위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한인 이민이 대규모화되면서 달라지 

기 시작했다. 새로 온 이민자들이 한인사회에서 다수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지키던 종교활 

동 스타일을 이곳에 있는 한인사회에 이식시키기 시작했다. 원로 목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새로온 이민자들 

은 오래 미국에 살던 사람들에 비해 신앙적인 면에서 더 기복적이고 영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댜 교회에서 대세를 이루는 이들의 신앙생활 스타일에 걸맞게 한인사회의 종교활동 참여 방법과 스타일도 

바뀌게 되었다. 예를들어,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철야기도회, 부흥성회 등이 1970년대 이후에 더 활발 

해진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1970넌대 이후 종교활동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교회가 한인 

사회 안에서 아직도 종교 및 사회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타민족 회중들과의 관계 

한인교회들의 타민족,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미미한상태다. 최근에 뉴욕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개신교 교회에 비해 한인 불교사찰에 한국인이 아닌 멤버(편의상 ‘외국인’이라 

칭함)들이 더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는 등록신자들 종에 약 2.6%가 

외국인 멤버인 반면, 불교사찰은 약 6.2%가 외국인 멤버로 집계되였다(Kwon 2003). 개신교 교회의 경우 대 

부분 외국인 멤버들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 한인 멤버들의 가족들이고, 불교사찰의 경우에는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등록되어 였는 것으로 추측된다. 워싱턴지역의 이민과 종교 설문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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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의 대다수(93%）가 모두 한인 멤버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극소수의 외국인 멤버로 구성되어 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교회들과는 달리 현재 미국에 있는 한인 불교사찰 종에는 조직은 한인 승려가 했지 

만 사찰의 운영과 종교활동은 외국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찰들도 였다. 

현재 한인 개신교 교회들의 한인중심 운영과 활동이 1세들이 세운 교회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2004년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1세들이 세운교회로 기존의 미국교회 

회중들과 통합하여 하나의 다민족 회중교회를 이룬 교회가 2개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다민족 회중 

교회들도 종교활동은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밀한 의미의 다민족 회중교회로 

보기는 어렵다. 한인교회들의 이러한 민족중심적 경향을 스스로 비판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들은 한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미국사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미국사회에서 분리하고 였다고 지적한다. 

현재 영 어를 사용하는 2세 한인들로 구성된 교회들 중에 타민족들과 함께 종교활동을 시도하는 교회도 이 

지역에는 아직 하나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한인교회들의 한인중심 교회활동이 한인들의 민족중심적 성향 

(ethnocentrictendency)이 강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많은유럽이민자들도 미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 

까지는 민족중심적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볼 때 한인들의 민족중심적 종교활동 현상이 그리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유럽인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진 한인들과 동양인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얼마나 깊이 미 

국사회에 동화되어 갈지가 앞으로 한인교회들의 타민족 교회들과의 관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는 또한 

다른 말로 미국의 주류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소수민족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기도 하다. 

6. 타종교와의 관계 

한인교회의 타민족 교회와의 관계가 서로 대하는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다면, 한인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신교 교회들은 한인사회 안에서 타종교 단체나 회중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도생긴다. 이에 대한대답은매우간단하다. 한인 이민 역人H§ 통틀어서 아직까지 한인사회 안에서 종교간 

의 대화를 시도했던 사실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한인종교단체들이 일반적으 

로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온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대로 유일신 체계를 따르는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성향 

이 강한 데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해 종교 단체들이 자체의 신넘과 믿음 체계를 절대적으로 옳 

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는 면에서 볼 때는 모든 종교들은 배타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댜 이렇게 볼 때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는 구성원들 간에는 결속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종교가 다른 구성원들 간에는 결속보다는 분리와 반목의 이유를 제공해주는 역기능적 요소도 보여 

주고 있다. 종교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일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 간 

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였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7. 1세와 2세의 관계와 2세 교회의 모델들 

최근 워성던지역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2세들도 1세들 못지 않 

게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2004).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 가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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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자들의 대부분(84%）이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 

는 지금까지 2세들이 종교활동을 1세들에 비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일반적 인 주장과는 다름을 보여주 

고 있어 흥미롭다. 하지만 이 설문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2세들도 1세들 만큼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사회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가 타종교를 믿고 있는 한인들에게 알게 모르 

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부모를 따라 사찰에 나가는 2세들은 주 

변에 많은 한인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한인 친구들로 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또래 집단의 영향이 2세들로 하여금 기독교 외의 종교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줄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불교사찰들은 2세 멤버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고, 있다고 해도 영어에 

익숙한 2세 멤버들에게 불교 교리를 비롯한 불교적 종교활동 교육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낼 지도자들을 유 

치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따금씩 성인이 되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2세들이 영 

어로 교리를 전수하고 있는 아시아계 불교사찰이나 미국인들 중심의 찹선 단체를 찾고 있는 사례들이 목격 

되고 있다. 하지만개신교의 경우에는 1세들이 급속하게 성장한 2세 중심의 영어회중을관리하고그들과좋 

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미국 학교의 교육을 받으며 언어, 

문화, 사고영역까지 미국사회에 더 친숙한 2세 회중은현재 한인교회들에게는중요한자원임과동시에 1세 

들과의 문화적 거리감 때문에 긴장관계도함께 유지하고 있음을볼수 있다. 

아직 이민역사가 짧은 연유로 독립된 2세 중심의 교회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한인교회들은 성공적인 후 

세 교회를 양성하기 위한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워성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꽤 많 

은 교회들이 2세 종심의 회중들을 경험하며 나름대로 1세와 2세 회종들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성장모델 

들을 강구해 왔다. 지금까지 한인교회들이 시도해 온 모델들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세 

회종에 의존해 있는 2세 회중교회 모델, 둘째는 1세로부터 완전히 독립 되 어 있는 2세 희중교회 모델, 셋째 

로는 1세와 2세 회중들이 상호 의존하여 있는 모델 등이 발견된다. 

1세 의존형 모델은 아직도 1세 교회와 2세 교회가 모두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독립형 모 

델은 1세와 2세 교회가 모두 규모가 크나 2세 회중들이 1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2세들만의 자체 교 

회를 만들어 독립한 형태다. 아직 한인 사회에 독립형 2세 교회가 많지는 않으나 소수의 큰 교회들은 이미 

이 형태의 2세 교회를 경험해 왔다. 하지만 독립된 2세 교회들은 멤버들의 교회운영 참여율이 저조해 운영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1세와 2세의 교회 지도자들은 상호의존형 모델을 선호하 

고 있다. 이 모델은 1세 교회가 부족하기 쉬운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2세가 보충해주고, 2세 교회가 부족 

하기 쉬운 교회운영 방법을 1세들로부터 지원받아 한 지붕 밑에 두 언어의 회중을 유지하는 매우 유익한 모 

델이다. 이 모델은 도한 후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쉽게 전수할 수 있어 교회 지도 

자들이 선호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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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인사회는 이민이 시작된 첫 해부터 교회를 조직하였고,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한인사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회가 한인사회의 종교 및 사회생활의 구심점을 형성해 왔다. 초기 한인사회의 자생적 사회조 

직도 교회를 통하여 조직되었다. 한인이민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종심의 생활은 한인들의 이민이 초기 

미국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된 데다가 처음부터 한인 개신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민을 왔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댜 이러한 교회 중심의 한인사회 전통은 1970년대 들어 대규모의 이민이 진행되고 비종교적 사회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한인교회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종교적 기능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하지 

만아직도 비종교적인 한인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민 초기에 갖고 있던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수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한인 천주교 교회 및 불교사찰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대규모의 한인 이민 

이 시작되면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천주교와 불교인들의 종교활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도 한인 천주교 

와 불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주하면서 시작되였다. 최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2세들이 자신들만의 종교활 

동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아직 1세의 품에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한인 종교 

지도자들은 1세들과 2세들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종교활동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 

하고 있다. 상호의존적 종교활동 모델은 미국 역사를 통하여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후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지키기에 가장 좋은 모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모델은 한인사 

회에서 종교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에게도 독같이 적용될 수있 

는 유익한 종교활동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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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워싱턴지역 한인독립운동 

홍선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 임 연구원) 

일제시기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크게 무장군사운동과 선전 · 외교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자금 지원활동 

에 주력하였다. 이 가운데 군사운동은 1920년대 초반까지 큰 역할을 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1918년 말부터 선전 · 외교운동과 독립운동자금 지원활동이 미주한인사회의 주된 방략으로 자리 잡기 시작 

하였다. 세계정치의 흐름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일시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선 

전과 외교의 수단이 더 필요하게 된 데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상 직 

접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워싱턴 DC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지여서 3·1 운동 전후부터 미주 한인들은 이 지역을 중심 

으로 선전 · 외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41년 12월 미일(美日) 전쟁이 발발한 뒤 한국 독립을 위한 선 

전 · 외교활동은특별히 강조되었다. 이렇게 되자한인단체들은워싱턴 DC를중심으로서로경쟁적으로외 

교활동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의 득보다 오히려 역량을 분산시키는 손실을 주기도 하였다. 워싱 

턴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구미위원부 · 워싱턴한국친우회 · 주미외교위원부 · 워싱턴사무소 

· 한국사정사 등의 활동과 한길수의 외교활동을 들 수 있고, 1921년 워싱턴회의를 대비한 한국대표단의 외 

교활동을 손꼽을 수 있다. 

본고는 해방 이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단체와 개인, 그리고 국제회의 등에서의 한국독립 

운동을 다각도로 분석, 고찰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사정사의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해방 이후의 활동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는 해방 이전만 국한시킬 경우 이 단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배려 때문였다. 이러한 

고찰을통해 본고는워싱턴지역이 미주한인독립운동사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보여주고그활동의 역 

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하였다. 본고를 계기로 재미 한인들이 워싱턴지역의 역사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 

의 발전과 한미 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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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위원부의 조직과 활동 

1) 설립과 조직 

워싱턴 DC 지역의 대표적인 외교기관인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원명은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위원부 

이고, 영문명은 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for the Republic of Korea이나 대외 명칭 

은 줄여서 Korean Commission으로 하고 있다.）는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19넌 8월 25일 이승만이 미국 

과 유럽의 외교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설립한 외교기관이다. 위치는 여러 곳을 옮겨 다넜기 때문에 일정하 

지 않으나 대표적인 곳은 1343 H St. N.W., Continental Trust Building #908인데 현재로선 그 위치를 확인 

하기 어렵다. 1925년 3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탄핵 · 면직되면서 구미위 

원부 폐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구미위원부는 워싱턴군축회의가 끝나는 1922년부터 1939년까지 대체로 

명목상 존재하다, 1939넌 3월 말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재개한 뒤 1941년 4월 해외한족대희에서 주미외교위 

원부가 설립될 때까지 지속하였다. 

이승만이 구미위원부의 설립을구상하게 된 계기는 1919년 4월 23일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출 

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 동년 7월 4일 이승만은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의 자격으로 ‘대한민주국 대 

통령 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구미위원부의 설립 구상을 대외에 알렸다. 즉, 이 선언서에 

서 이승만은한성임시정부의 설립 사실을공포하고 이 정부에 대한한국민의 복종과단합을강조하였다. 그 

리고 해외한인사회에 있는 기존 자치단체들의 실체를 인정하겠지만 정부의 권한인 외교권과 재정권에 대해 

서는 자신이 주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승만은동년 7월 14일자로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편지를보내 의정원에 워싱턴에 ‘임시공사관본부 

(Temporary Legation Headquarters)’를 개설했으며 영구적인 공사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 

고 자신의 외교활동과 파리에서 한국통신부를 설립해 운영 종인 김규식의 선전 · 외교활동, 그리고 대한민 

국임시정부의 유지 등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니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즉, 공재를 발행하겠다는 견 

해를 의정원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1919년 8월 13일 집정관 총재의 명의로 ‘국재표에 대한 포 

고문’을 발표하였다. 포고문 발표 직후 이승만은 재정 실무를 담당할 조직 구성에 착수하여, 동년 8월 25일 

김규식을 비롯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 총회에서 각각 추천한 이대위와 

송현주 등 세 사람으로 재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요컨대 이승만이 처음부터 만들려 했던 것은외교를전담할조직이었다기보다외교수행에 필요한독립 

운동 자금의 수합을 위해 ‘재무위원회 (Financial Committee)’를 조직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대한인국민회에서 모집하고 있었던 애국금을 폐지하고 공재금 모집으로 통일하려는 구상을 가졌다. 

그런데 서재필은 미주한인사회의 통합을 위해 재정권을 통합하되 그 자금으로 대미외교와 선전활동에 

주력할 것을 이승만에게 건의하였다. 서재필은 미국사회에 대해 지속적인 선전활동으로 친한(親韓) 여론을 

일으키면 한국의 독립에 유리한 외교적 기회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이승만은 

외교와 선전, 그리고 재정의 확보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재무위원회’가 아닌 ‘구미위원부’의 설 

립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 

구미위원부의 설립은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인 이승만이 1919년 8월 25일자로 발표한 껍정관총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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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 제2호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그 전문(前文)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집정관총재 이승만은자에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외교위원부를성립하노니 기며;) 권 

한과 책임과 실행방법은 하개(下開)한 조관(條軟)과 여(如)함. 

껍정관총재 공포문’은 1919년 9월 12일경부터 미주한인사회에 직접 배포되었고, ‘신한민보' 1919년 9월 

19일자에 ‘임시정부 행정령’ 제2호로 공개되였다. 

구미위원부는 위의 공포문에서도 살피듯이 이승만이 한성임시정부 집정관 총재의 직권으로 설립한 기구 

이다. 당시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의 자격 외에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도 추대되었으나 구미위원부 

를 설립할 때는 상해 임정과의 사전 협의나 사후 승인을 받는 절치를: 갖지 않았다. 이승만은 철저히 한성임 

시정부의 법통성만을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1919년 9월 서울의 한성임시정부와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 

민의회가상해의 임시정부로통합된후탄생한새 임정과이승만간의 갈등이 증폭되자상해 임정에서는구 

미위원부를 이승만의 자의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간주,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이러한 갈등은 결 

국 차후 이승만에 대한 불신과 구미위원부의 폐지령으로까지 이어졌다. 

구미위원부의 설립 목적과 조직 및 지휘체계는 ‘집정관총재 공포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1조. 집정관 총 3인 수에 불하하는 외교위원부를 조직하되 위원은 개(皆) 명망이 유한 한국인으로 택정 

함 

제2조. 본 외교위원부의 책임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구미 각국에 대표하여 임시정부 지휘(단 집정관 총재 

가 당지에 재한 시에는 집정관총재의 지휘를 수함)를 수함. 

제3조. 본 외교위원부는 각항 재정을 수입하기와 지발하는 권리가 유하니, 임시정부의 허가 (단 집정관 총 

재가 당지에 재한 시에는 집정관총재의 허가를 경함)를 경하여 행할 것이며, 재정지출을 소상히 문 

부에 등재하여 매 3개월 일자식 임시정부에 보고 함. 

제4조. 본 외교위원부 각 위원의 임기는 집정관총재가 자의로 함. 

제5조. 본 외교위원부는 위원장과 기타 임원과 보좌위원을 택정하는 권리가 유함. 

제6조. 본 외교위원부는 경상비 용액(用額)을 수시 예산함. 

위의 내용을 볼 때 구미위원부는 외교와 재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철저하게 집정관 총재 

인 이승만의 통제 하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미위원부의 초기 조직은 초대 위원장 김규식을 중심으로 장재 이대위, 서기 송헌주로 구성하였다. 이 

러한 인적 구성은 1919년 9월 23일 이대위가 사임하고, 1920넌 7월 30일 송현주가 해임되였으며, 그해 8월 

7일 김규식이 사직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순이 1920년 9월부터 임 

시위원장과 장재 직임을 맡았고, 그해 8월 30일부터 정한경이 서기를 맡았다. 그런데 현순이 주미공사관 

설립문제로 이승만과 분쟁을 초래하면서 해임되어 1921년 4월 26일부터 서재필이 임시위원장에 임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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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2월까지 구미위원부를맡았다. 이 밖에 3·1 운동당시 오하이오주립대학에 다니던 임병직이 이승만 

의 요청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집정관 총재 비서직을 맡으면서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용 

직은 통신원 직 임을 맡았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변호사 돌프(Fred A. Dolph)는 이승만이 대한공화국의 ‘대 

통령’으로 행사할 때인 1919년 6월에 법률고문으로 기용되어 1926년 사망 때까지 활동하였다. 한국에서 션 

교활동을 했던 헐버트(Homer B. Hulbert)와 벡 (S. A. Beck)은 외교원 또는 선전원의 자격으로 구미위원부 

의 대외 선전활동을활발히 지원하였다. 

구미위원부는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그 아래에 기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던 필라델피아한국통 

신부, 파리한국통신부, 런던외교부(도는 사무소)를 끌어 들였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각 

지역에 지방외교위원부를 설치했는데 미국에 25곳, 하와이에 11곳, 멕시코와 쿠바에 6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외교위원부는 1920년 4월 10일 발표된 ‘지방위원 조례'에서 한인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 

임기 1년의 지방위원 3인(총무, 서기, 회계)을 두기로 하면서 설립되었고, 지방외교위원부는 구미위원부에 

보낼 재정 모금이 주된 역할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와 조직적인 연대를 갖출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 

된 것이 아니였다. 

2) 주요 활동 

(1) 선전 · 외교활동 

구미위원부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교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전부터 미주 한인의 

공식외교는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1920년 10월 돌프(Fred A. Dolph)가 작성한 사업성적보고 

서에 따르면 1919년 7월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였다고 하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립문제를 일본의 내정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던 데다 한인들의 대미외교활동을 처음부터 불관(不 

關)하여 사실상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하면서 내세운 외교권 문제는 

구미위원부 설립을 위한 대외명분용 성격이 강했고 대신 미주한인사회의 재정권 장악이 실제적인 설립 목 

적에 더 가까웠다. 

구미위원부가 공식적인 대(對) 정부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서재필이 설립한 필 

라델피아한국통신부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전활동과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필라델피아 한 

국통신부는 서재필의 주도로 1919넌 6월부터 1922넌 7월까지 Korea Review(한국평론)를 매월 발간하였고 

Independence for Korea, Korea Must be Free, Little Martyrs of Korea Japanese Atrocities in Korea, The 

Renaissance of Korea 등 각종 책자 발간과 강연활동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널리 알렸다. 

그리고 1919년 5월 16일 서재필은 톰킨스(F. W. Tomkins) 목사, 밀러 (H. A. Miler) 교수, 베네딕트(G. 

Benedict) 기자 등과 함께 한국친우회를 결성했다. 한국친우희는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미국 각지에 21개 

가설립되였고 영국과프랑스에도각하나씩 설립되었다. 이를통해 미국국민들을비롯한전세계 국민들에 

게 친한 여론을 조성하며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힌국의 독립문제를 제기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구미위원부자체에서는돌프와정한경이 활발한저술을통해 선전활동을전개하였다. 돌프는 ‘Brief 

for Korea', 'Japanese Stewardship of Korea', 'Balance Debits and Credits in Far East’를 저술하였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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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Korean Treaties', '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e Case of Korea' 등을 출간하여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선전했다. 

(2) 재정모집활동 

구미위원부는 외교활동에 대한 추진보다 사실상 미주한인사회에 대한 재정권 확보를 더 비중있게 다루 

었다.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발족 이전부터 독립운동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무위원부’를 만들려 하 

였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수합하고 였는 애국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재, 즉 공채 발매를 구상, 추진하 

는 등 재정권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였었다. 그리고 구미위원부의 설립을 알리는 ‘신한민보' 1919년 9월 

19일자 임시정부 행정령' 제2호에는 14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 절반인 7개 항목이 재정과 관련되어 였을 

정도로 재정 문제에 집중하고 였었다. 

한편 1910년대부터 미주한인사회를 통할하며 최고의 위상을 누리고 였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입장 

은 구미위원부가 외교적 권한을 갖는 것에는 인정하겠지만 재정권마저 장악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 대한 

인국민회는 1919년 6월 21일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위임을 받아 애국금을 수합하는 등 미주한인사회의 대표 

적인 자치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였었다. 이런 중에 구미위원부의 설립으로 재정권마저 빼앗으려 하자 

대한인국민회 내부에서 기관의 존립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팽배하였다. 

이승만은 구미위원부 설립 이전인 1919년 7월 3일 임시정부 의정원에 전보를 보내 미주에서 국재를 발매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동넌 9월 4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공재권 조례'와공재금 모집에 착수하라는 

‘행정령’을 시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년 9월 12일자로 애국금 수합제도를 폐지하고 자금모집의 창구를 구 

미위원부로 일원화 하겠다는 공포문을 발표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이러한 조처에 대해 다음의 논리로 크게 반발하였다. 첫째, 구미위원부는 정부 

의 일부분으로 외교적 책임외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애국금 수합문제는 상해 임정의 명령에 따 

라 조처할 것이며, 대한인국민회의 자의나 제3자의 요구로 그 돈을 처리할 수 없다. 셋째, 미주와 하와이에 

서 나오는 돈을 모두 워싱턴에 사용하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넷째, 지금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반포되었 

으니 워싱턴외교부와 대통령이 정부라고 하는 것과 정부의 명령은 시비곡직을 불문하고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무식한의사’에 대해 업중히 따질 것이다. 이와함께 상해 임정도중앙총회가계속애국금을수합하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의 조치에 더욱 반발하였다. 그 결과 구미위원부와 

대한인국민회 간에 ‘애국금- 공재금논쟁’이 시작되였다. 

두 기관 간의 논쟁이 깊어가자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중재에 나섰고, 대한인국민회도 중재안을 제 

시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구미위원부가 하와이를 재외한 미주 전역의 한인들로부터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위임한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월 3,000달러를 구미위원부에 지원하겠고, 

하와이 지역에 대해선 구미위원부가 직접 모금할 수 였다고 제안했다. 김규식이 1919년 12월 이 안을 받아 

들임으로써 7월부터 시작한‘공재표―애국금논쟁’은 일단락되였다. 이에 따라구미위원부로서는매월 정기 

적으로 대한인국민희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게 됩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한인국민회 

는 미주 본토의 재정권을 유지함으로써 기관의 위상과 명분을 다질 수 였었다. 

그런데 1920년에 들어서면서 대한인국민회에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였다. 동년 1월 26일 호놀룰루 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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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승룡환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에게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 총회장으로 선임된 이종관이 

국민회의 헌장을불복하였다는이유로탄핵을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이승만의 절대적 신임을받고 있 

던 이종관은 대의원회를 소집해, 하와이지방총회와 중앙총회 간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안을 제출해 맞섭 

으로써 내홍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승룡환, 황사용, 정원명 등 9명을 특별조사위원으 

로 선정하여 조사케 한 뒤 기존의 하와이지방총회를 해산하고 재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하와지방 

총회 측은 중앙총회가 인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고수함으로써 중앙총회 

의 관할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규식의 종재로 합의한 대한인국민회의 재정지원 약속은 

1920년 4월부터 완전히 중단되었다. 

한편상해 임정은 1920년 2월 24일 이시영 재무총장의 명의로재무부훈령 제1호를내려 미주에서 국민희 

종앙총회가 주관하던 애국금을 폐지하라고 지시하였고, 독립공채로 모든 재정을 통일하고 미주에서의 재정 

업무를 구미위원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 내려진 이러한 결정은 

이후 공재모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대한인국민희 중앙총회의 자금수합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구미위원부가 1919년 9월부터 1922년 4월까지 거두어들인 수입은 총 148,563달러였다. 이 중 1919년 12월 

부터 1921넌 8월까지의 지출사항을 보면 총지출 89,321달러 중 임시정부에 16,732달러 (18.7%), 각 통신부에 

24,041달러 (26.9%: 필라델피아한국통신부 15,765달러, 파리통신부 6,977달러, 런던통신부 1,299달러), 냐 

머지 40,773달러 (45.6%）는 구미위원부의 유지경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정 수지(收支) 상황은 당시 미주 

한인사회에서 형편에서 볼 때 막대한 금액이었다. 그렇지만 총 지출 중 미주에서의 선전비 26,9%를 제외하 

고 임시정부에 송금한 액수가 전체의 18.7% 밖에 안 된 것은 구미위원부가 최소한의 자금만 임정에게 지원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이승만 · 구미위원부와 임정 간에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 

인 종 하나가 되었다. 구미위원부는 1921년을 고비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1922년부터 외부활동은 커녕 

워싱턴에서 겨우 명목만 유지한 재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 

3) 현순의 공사관 설립과 내부 침체 

김규식 사임 후 구미위원부의 임시위원장이 된 현순은 1920넌 4월 구미위원부를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 

대표부인 공사관으로 승차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로 떠나기 전 긴박한 외교상의 

필요가 있을 때 현순을 "대한민국 주미외교대행 및 전권대표"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러한 사실이 1921년 3월 7일 드러나게 되자 현순은 이 임명장을 근거로 동넌 4월 14일 워싱턴 DC의 매사추 

세츠가 1325번지에 공사관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5월 11일자로 에반스 휴즈(Charles Evans Hughes)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발송하였다. 

현순의 공사관 설립 추진은 상해 임정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에서 임정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의도 

에서 나온 것이 었다. 그렇지만 상해 임정에서나 여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현순의 행동은 매우 대담하 

고 진취직이었으나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했다. 당시 미국은 새 대통령 하딩 (Warren G. 

Harding)의 취임을 계기로 미일 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상태에 있었으나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일본의 내정문제로 간주해 온 만큼 현순의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 

댜 또한 상해에 가 있던 이승만은 처음에 현순이 추진한 공사관 설립 노력을 승인하는 전문(電文)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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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곧바로 취소하였다. 현순의 섣부른 행동에서 파생될지 모를 외교적 실책의 파장을 이승만은 우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21년 4월 18일자로 현순의 위원직을 해임하고 사무와 재정을 서재필에게 위임한다는 긴 

급 전문을 보냈다. 이승만은 이 전문에서 상해로 떠나기 전에 만들었던 현순의 “대한민국 주미외교 대행 및 

전권대표" 임명장은 긴급할 때 쓰기 위함이며 공관 설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였다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이 

승만의 조치 배경에는 서재필, 정한경, 돌프가 현순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강력히 반대한 것과 연관이 있었 

다. 이에 따라 현순은 모든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의 공사관 설립 도한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데 현순은 이러한 이승만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오히려 공사관 설립을 강행함으로써 워싱턴 DC를 

둘러싼 한인사회는 내홍에 빠지게 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뉴욕에 있던 허정, 임초, 조병옥 등 유학생 

들이 주축이 되어 대한인공동회를 개최하고 워싱턴에 대표를 파견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미·포목원동 각처 동포에게'라는 성명서로 발표되었다. 내용을 보면 첫째, 현순은 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공사 임명장을 자의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대통령의 사직권고와 해임명령에 정면으로 맞섰고, 둘째, 

공사관 설립을 구실로 구미위원부의 공금과 중요 서류를 사사로이 관할하고 불량한 내·외국인으로 더불어 

협의 공모하여 외교상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셋째, 워싱턴을 떠나는 조건으로 여비 1,500달러와 공사관 설 

립에 따른 제 경비 500달러를 구미위원부에 요구했다고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현순은 1921년 5월 말 

사직청원서를 내고 워싱턴을 떠나 하와이로 건너갔다. 

현순의 공사관 설립파동으로 구미위원부의 대내외적 위상은 크게 추락하였다. 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승인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임으로써 스스로 외교상의 결례와 미숙을 

노출시켰다. 내적으로는 구미위원부의 재정 손실이 적지 않았고 내부의 분열상을 그대로 공개시키면서 미 

주 한인들로부터 구미위원부에 대한 신용과 지지를 추락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 

구미위원부는 1922년 워싱턴회의(일명 '워싱턴군축회의’)에서의 외교활동을 끝으로 침체에 빠졌다. 주요 

요인은 대외적으로 볼 때 워싱턴회의 이후 한동안 전 세계가 일시적인 안정기로 돌아섭에 따라 한국문제를 

국제화시켜 재점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점이다. 대내적으로는 먼저 3·1운동 이후 급격히 분출되었 

던 미주한인들의 독립운동의 열기가 워싱턴회의에 대한 외교활동의 결과에 의문을 가지면서 급속히 냉각 

된 점을 들 수 였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한국통신부를 이끌면서 워싱턴회의 한국대표단의 부단장이자 구 

미위원부의 임시위원장으로서 그동안미국 내에서 선전 · 외교활동을사실상주도해 오던 서재필이 본업인 

개인사업에 충실하고자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점이다. 그동안 지탱해 오던 중심축이 빠지면서 구미 

위원부는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되였다. 그런데다 1925년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에 대한 대통령직 면직 처분과 

구미위원부 폐지령을 내리면서 구미위원부의 존재 근거가 더욱 희박하게 되었다. 

구미위원부는 1939넌 3월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떠나기까지 명목상의 이름만 

유지한채 존속했다. 구미위원부가침체기에 빠져 있을동안사무원이나위원으로활동하던사람은주로유 

학생들이었댜 남궁염(1918년 란돌프메이슨대학 졸업, 남궁억의 아들)， 신형호(1922년 노스웨스턴대학 졸 

업, 신규식의 조카)， 이용직, 주영한(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소재 YMCA기술학교 졸업), 허정, 김현구, 윤치 

영, 장기영 등이 근무하였다. 이들은 구미위원부의 사무소에서 대내외의 연락, 재정수납과 지출, 각종 서류 

정리, 통신문 발행 등을 처리하였고, 필요한 경비는 직접 조달해 썼다. 

구미위원부는 비록 이승만의 자의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이것이 임정간의 불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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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워성턴 DC에서 처음으로 활동한 공식적인 정부 외교기관이었다. 자체 조직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 

고 독립운동의 중요한 독립운동 기관으로 활동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 워싱턴 한국친우회의 결성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제 1차 한인회의’ (일명 ‘한인자 

유대회’ 1919.4.14~16)에서 서재필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구상되였다. 서재필의 뜻에 찬동한 톰킨스(F. W. 

Tomkins)목시를 비롯해, 오버린 대학 사회학교수 밀러 (H. A. Miller),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기 

자 베네딕트(G. Benedict) 등이 1919넌 5월 2일 필라델피아 시내 시티클럽에서 각계 저명인사 22명을 초청, 

한국친우회 발기 모임을 가짐으로써 비롯하였다. 이때 발기위원으로는 톰킨스 목사 · 서재필 · 베네딕트 기 

자가 선정되였다. 발기위원들은 1919년 5월 15일 레딩 (Reading)시의 라자(Rajah)극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 

최하였고, 그 다음날인 5월 16일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친우회를 공식 설립하였다. 

설립목적은 첫째, 기독교와 자유독립국가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 민족들에게 미 국민의 동정과 도 

덕적 지원을 보낼 것, 둘째,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받아온 일제의 학정과 부당한 대우가 가능한 더는 재발 

되지 않도록 도덕적 영향력과 호의적인 조정을 사용할 것, 셋째, 한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미 국민들에게 

알릴 것, 넷째, 세계 모든 민족과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 

에 수립되도록 돕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한국친우회 설립을 주도한 서재필은 이러한 설립 목적 외에도 한국친우회가 성공하여 일백만 이 

상의 회원을 얻으면 이들 사람의 힘과 금전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분히 

한국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운동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친우회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순수 

한 민간단체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국 독립을 위한 정치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에서 시작한 한국친우회의 첫 활동은 1919년 6월 6일 매소닉 템플(The Masonic Temple)에서 

치러졌다. 이날 모임에는 찰스 우드(Charles Wood) 목사의 사회로 재한선교사 그리피스(Dr. William Elliot 

Griffis)와 한국친우희 회장 톰킨스 목사가 각각 연설하였고, ‘한국에 남아 있는 미국의 영향' 이라는 제목으 

로 서재필이 연설하였다. 그리고 한국 독립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워싱턴지역에서 친 

한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워싱턴지역의 친한 미국인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친우회 워싱턴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19년 

10월 1일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회장에 보일(G. L. Boyle)상원의원, 부회장 

스턴(G. W. Stearn), 회계 콜린스(M. D. Collins), 서기 오덴버그(L. Ottenberg)이며, 그 밖에 서재필을 비 

롯한 3명의 실행위원과 3명의 위원을 두었다. 워싱턴 한국친우회는 자료미비로 이후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워싱턴 지역이 미국 정치의 종심지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지도자나 단체들을 대상 

으로 친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한국친우회는워싱턴뿐만아니라미국각지에 21개의 조직으로확대되었고, 런던과파리에도각각 

설립되었다. 전체 회원수는 25,000여 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친우회는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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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폐지될 때까지 3·1 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친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잊혀진 나라 한국 민족을 위해 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 

친우희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이루기 힘든 놀라운 성과로 볼 수 있다. 

3. 워싱턴회의에 대한 외교운동 

1) 준비과정 

워싱턴회의(Washington Conference, 또는 워싱턴군축회의)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1921년 11월 12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9개국 대표가 모여 개최한 대회이다. 

개최 배경은 일본의 부상과소련의 동아시아 진출, 한국 · 중국 · 인도등지에서의 식민지 해방운동의 고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였다. 주요 의제로는 동 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해군 군비의 축소, 악화 

된 미일관계의 조정, 영일동맹의 폐기, 중국의 문호개방, 종일문제, 시베리아 질병 등 각종 현안사항들을 다 

루었다. 개 최 장소는 백 악관과 인접한 National Society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이 다. 워싱 턴 

희의는 미국의 신임대통령 하딩 (Warren G. Harding)이 1921년 7월 11일 英 . 日 . 佛 . 伊 등 주요 열강들에 

게 비공식으로 제의한 후 7월 14일 정식으로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워싱턴회의는 한국 대표가 

참가한 파리강화회의 이후 가장 주목받은 세계대회로서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외의 

모든 한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 국제회의였다. 또한 이 회의의 결과 ‘워싱턴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 

서가 형성될 정도로 비중있는 국제대회였다. 

미주한인사회에서 워싱턴회의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은 서재필이었다. 워싱턴회의를 대비해 

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1921. 7. 14)에서 처음으로 밝 

혀졌다. 

"본인은 귀하께 미국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소집하여 원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英 . 日 . 佛 . 伊 및 중 

국까지 청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나이다. （중략) 본인이 귀하와 동포 전체에 대하여 제의하는 바는 이 같 

은 시기와 긴급한 시간을 당한 우리들은 힘과 권세를 다하여 미국에 있는 이 평화회의에 대하여 하고자 하 

는 일을 받들어 양호한 결과를 얻도록 하기를 바라나이다. 한국 독립의 생명이 이에 달렸다 하겠는데 동포 

들이 협력하여 받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효력있게 일하지 못하겠나이다.” 

서재필은 워싱턴회의가 한국 독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한인들이 협력하 

여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재필은 스스로 워싱턴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1921년 7월 

15일에 뉴욕 한인들과 함께 5명의 준비위원을 선정, 미주 한인들에게 워싱턴회의에 대한 여론 환기를 부탁 

하고, 그 중 임초를 수전위원(收錢委員)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번 일에 10만 달러의 재정이 필요함 

을 대외에 밝히고,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최진하에게 임초의 모금활동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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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재필은 이번 워싱턴회의를 대비한모금활동을‘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했다. 여 

기서 정부라함은상해임시정부를의미하는것이 아니라구미위원부를말하며, ‘민간주도’라는것은당시 서 

재필이 맡고 있던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일개 민간인의 신분에서 오직 자신의 신 

용에 의해서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코자 함은 이렇게 함으로 몇 가지 유익이 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나라 일에 직접으로 돕게 하며, 이 일에 성불성 간 책임을 자기들이 지게 하며, 자기들이 자의로 거두 

어 나라 일에 쓰게 하기 위하여 대표들에게 보내는 것을 기뻐함이오, 다소(多小)가 당파 사상에 연연하여 

수전(收錢)하는 일에 영향이 미칠 점을 감하게 함이오, 공재표를 사라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외교위원부에 

서 권하는 것보다 나을지라.” 

여기서 서재필은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한인동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명분으로 내 

세웠으나 실상은 구미위원부의 이름으로 진행될 때 도리어 모금활동에 방해될지 모른다고 우려한 때문이 

였다. 

서재필이 이처럼 구미위원부를 불신했던 것은 당시 재미한인들이 갖고 있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구미위원부는 재미한인사회를 단합시킨 역할보다 분열을 일으켜 이승만 지지세력 외에는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구미위원부는 대한인국민회와 재정권 관할문제로 서로 반목한 이래, 초대 위 

원장인 김규식과 이승만과의 불화, 현순의 무리한 공사관 설립 등으로 재미한인사회에서 심각한 불신을 받 

고 있었다. 그리고 서재필이 이시영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도 ® 북미 · 하와이 · 멕시코지역의 경제가 불황 

이 되어 한인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 @ 구미위원부의 신용부족과 한인들 간의 분열이 심각 

한 상태라는 점, ® 최근에 있은 현순의 유아적 행동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구미위원부 신용마저 소멸되어 

진 상태라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태로 앞으로 구미위원부가 얼마나 더 유지할지 모를 정도이며, 현 

재 3,000달러의 부재마저 갚을 길이 없음을 밝힌 데서도 잘 나타나 있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한 서재필은 재미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분열과 당파심을 배제하고 모든 한인들의 

찹여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주도’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신용에 의한 독자 추진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서재필의 모금활동에 대해 재미한인들은 적극 후원해 주었다. 먼저 ‘신한민보’는 일련의 논설을 통해 이번 

회의의 중요성과 한인동포의 자발적인 찹여를 강조하면서 서재필의 계획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대한인국 

민회는 각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워싱턴회의를 위한 수전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장 최진하는 임초와 함께 직접 모금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협조 분위기는 하와이 · 멕시코 

· 쿠바 둥지까지 확대되였다. 그 결과 9월부터 11월 8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21,219달러에 이르렀는데 이것 

은비록처음목표한 10만달러에는훨씬못미치는것이었지만당시 미주한인사회의 어려운경제사정을감 

안할 때 짧은 기간에 매우 놀라운 금액이었다. 때문에 최진하는 "이번 일은 서박사의 주관이 아니요 신용이 

아니 었던들 이만한 성적을 도저히 얻지 못하였으리라.”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한편 이승만은그동안 1921년 5월 말까지 상해에 머무르면서 임시정부의 현안문제들을수습하려 했으나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시비만 일으킨 재 하와이로 돌아왔다. 하와이에 도착한 1921넌 6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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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도착하는 8월 말까지 그는 하와이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나름대로 워싱턴회의를 대 

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우선 그는 호놀룰루에서 민찬호 · 안현경 · 이종관과 함께 동넌 7월 7일 동지회 조 

직을 계획한 뒤 7월 21일 선포문을 발표해 동지회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임시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임 

을 표명하였으나 실상은 이승만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후원단체로서 여타의 반이승만 세력에 대 

항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왔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돌아온 뒤 장차 개최하게 될 워싱턴회의를 대비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다. 먼 

저 1921년 7월 19일자로 국내에 있는 이상재에게 편지를 보내 장차 있을 군축회의를 위해 국내 한인들의 자 

금지원과함께 3·1 운동과같은대대적인 시위를준비해 국제적인 이목을끌어줄것을당부하였다. 또한상 

해 임정의 국무원 비서장 신익희와 국무총리대리이자 외무총장인 신규식에게도 각각 서신을 보내 한국 독 

립을 위한 이번 막대한기회를 위해 재정모금과국내 및 만주등지에서 대대적인 시위운동을추진해 줄 것 

을지시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워싱턴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서재필의 모금방식에 이의를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센프란 

시스코에 도착한 직후 임초를 통해 서재필의 재정모집 방식을 전해 듣자, 구미위원부에 8월 13일자와 19일 

자로 각각 전보를 보내 공재표 발매를 위한 방침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정한경에게 한인동포의 자금 

을 거두어 구미위원부로 직접 보낼 것을 지시하고, 8월 27일 구미위원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 

하였다. 이에 대해 서재필은 재미한인사회에서 구미위원부의 신용이 크게 추락한 사실을 지적하고, 지금까 

지 해온 모금방식은 시비는 적고 효력이 많지만 이승만의 뜻이 그러하다면 따르겠다고 하여 분란의 소지를 

막았다. 그후이승만은 10월 3일자‘대통령훈유’에서 서재필은외교업무를전담하고, 자신은재정업무를관 

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해 외견상 두 사람 간의 의견 자이를 수습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2) 한국대표단의 활동과 성과 

워싱턴회의를 대비한 서재필의 집요한 준비활동은 미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외 모 

든 한인들에게 거족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켰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는 워싱턴회의를 한국독립을 위한 

중대 외교사업으로 간주하고 이번 회의를 대비해 노력하고 였는 서재필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기로 하였다. 먼저 외무총장 신규식은 1921년 7월 20일자 공문에서 워성턴회의에 대한 모든 준비를 서재필 

에게 위임한다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러한분위기 속에서 1921년 9월 29일 상해 임시의정원은 "군비제한회의에 출석할 대한민국대표단 임명 

안을 동의하는 증서"를 작성해 워싱턴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대표단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 

여 이승만과 서재필을 각각 한국대표단(Korean Mission)의 대표와 부대표로, 정한경과 돌프를 서기와 고문 

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제부터 워싱턴회의에 대한 외교활동은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사업이 되었다. 

그 후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을 중심으로 대태평양외교후원회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외교연구 

회를 각각 조직하여 워싱턴회의를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한중(韓中) 민간단체인 한종호조사(韓中互助社)와 

한중협회(韓中協會)도 이러한 후원에 동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13도 지역대표와 51개 단체 대표 372명 

이 연명 날인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를 작성해 한국대표단에게 보내 주었 

다. 이것은 한국 민족의 독립의 열망을 담은 것으로 한국대표단의 외교활동을 크게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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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단은 워싱톤 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 

력했다. 민저 1921년 10월 1일 미국 대표단 단장인 휴즈에게 한국대표단의 회의 참가를 요구하는 청원서 

발송했다. 10월 중순한국대표단은하딩 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보내 4개조의 요구조건을제시하였 

다. 

1. 한국을 태평양의 일부로 간주할 것. 

2. 한국을 피침략국으로 인정할 것. 

3. 한국의 독립은 세계평화 확보의 기초가 됨을 고려할 것. 

4. 이상의 이유에 의해 한국대표의 워성턴회의 잠가를 허용하고 한국대표단에게 발언권을 줄 것. 

계속해서 한국대표단은 미국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 ‘군축회의에 드리는 한국의 호소'와 1922년 1월 

25일 ‘한국의 호소' 속편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의회의 ‘의사록’에도 수록되면서 대표단을 고무시 

켰댜 

한편 서재필은 현재 2천만 한인들이 정치 · 경제적으로 일본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일본의 불법 

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미국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22넌 1월 22일자로 미대통령 하딩에게 서신을 보 

내 식 민지 한국인의 호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한국대표단의 노력으로 미국 언론에서는 60여 곳의 신문에서 한국인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동시 

에 이번 희의에 한국의 독립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친우회도 한국대표단의 활동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먼저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 회장 톰 

킨스와 레딩시 한국친우회 회장 리빙우드는 각각 휴즈 국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문제의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톰킨스는 1921년 11월 23일 필라델피아의 침례교회에서 토마스 

전 상원의원을 초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힌국-문제를 국제여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미주한인들의 지원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하와이교민단 단장 민찬호는 하와이 한인 6천 명을 대표 

하여 휴즈 미국무장관에게 전보를 보내, 한국의 독립이 없이는 동양에 영구적인 평화가 없을 것임을 알리 

고 한국대표단의 활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뉴바에 있는 대한여자애국단에서도 휴즈 미국무장 

관에게 편지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지배의 찹상을 알리고 한국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적 

극적 인 주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대표단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재 폐회되면서 많은 한인 

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기대를 걸었던 미국 정부가 한국은 국제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1905년부터 한미 간에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다, 오히려 한 

국문제로 일본의 반발을 초래해 이번 희의진행을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한국대표단 활동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회의는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 주였고, 일본의 지위도 크게 상승해 

오히려 서방 열강들로부터 공인 받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3개월간 지속한 워싱턴회의의 주요 결괴를· 보면, 먼저 해군 군비축소는 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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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가 1만 톤 급 이상의 주력함을 5 : 5 : 3 : 1.75 : 1,75의 비율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영일동맹 

을폐기하고 대신 미국과프랑스를포함시켜 태평양지역에 있는조약당사국의 기득권을존중하고공동방 

어하기로 하는 4개국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을 명문화시키는 9개국 조약을 성립시켰고, 

종일 간에는 산동반도를 종국에 반환하고, 미일 간에는 시베리아철병과 압(Yap)도에 관한 양해각서가 각각 

성립되였댜 이에 따라 워싱턴회의 이후 국재질서는 새로운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고, 일본의 국제적 지 

위는더욱공고해 졌다. 이러한모습은한인들에게 결코받아들이기 힘든결과였다. 

워싱턴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서재필은 한인동포들에게 1922년 2월 9일자 서신에서 “이번 회의에 

서 우리가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당장에는 다소 실망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회의로 말 

미암아 상당한 (독립의―필자) 기회를 세운 줄 생각하노라.”고 자위했다. 그는 이번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첫째 한국대표단의 민첩한 활동으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열강대표들까지 한국문제를 이해시킨 점, 둘째, 

비록 공식적으로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비밀회의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됨으로써 한국의 독립운동 

이 전체 한인들의 열망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한 점, 셋째, 영일동맹의 폐기와 중국의 권리인정 등은 장차 

한국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였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소득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서재필의 지적 외에 이번 워싱턴회의에 대한 외교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보면 그동안 내부 

분열로 인해 한국의 독립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던 미주한인사회와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외 모 

든 한인들에게 3·1 운동 이후 처음으로 단합된 힘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한 점을 수 있댜 즉, 한국독립 

위한 민족적 역량을 이번 워싱턴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축적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큰 성 

과가아닐수없었다. 

워싱턴회의 이후 한국독립운동계는 대미외교활동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상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소비에트 러시아로 외교의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대미외교를 전담하던 

구미위원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 존폐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상해 임정은 더는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후 국민대표회를 통한 임정 개조운동으로 이어 

졌다. 

4. 한길수의 외교활동 

1) 초기활동 

한길수는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될 때까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가장 역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이승만의 활동에 

가려져 잊혀진 인물로 오늘날까지 묻혀 왔다. 이러한 한길수를 조명하는 것은 앞으로 그에 대한 관심은 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길수의 대외활동은 1932년 10월 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인국민회의 대외선전활동계획에 의거 

정두옥이 결성한 선전부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1933년 3월 초 한길수는 하와이 국민회장 이 

정근, 선전부장 정두옥과의 공동명의로 ‘하와이 일본인 여론조사’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하와이 육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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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당국에 제출해 미국 연방조사국의 관심을불러일으켰다. 조서보고서의 주요 내용을보면 다음과같다. 

1. 하와이 일본인들은 일미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필승을 믿고 있다. 

2. 하와이 일본인은 남자 50%, 여자 80%가 일본제국에 충성하고 있다. 

3. 일본 해군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으로 하와이와 필리핀의 미국기지에 대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 

4. 하와이에는특공대를포함한 3종의 일본지하조직이 였다. 

5. 한인은 일본인이 아니다. 

1933넌 4월 20일 한길수는 이용직과 함께 40매에 달하는 호소문("Koreans'Appeal"）을 미국 육군장관에 

게 전달해 미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니 향후 반일성향이 강한 한인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할 것임을 주장 

하였다. 

한길수는 1935년 12월 15일 호놀룰루에서 중한민중동맹단(中韓民衆同盟團)을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1933년 김규식의 하와이 방문을 계기로 상해에 있던 중한동맹단 하와이지부의 성격으로 출발했다. 설립 목 

적은 한중(韓中) 두 민족이 단합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각기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 

다. 기본강령은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의 독립국가를 건설함, 둘째, 국민의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신 

앙의 자유와 남녀의 평등권을 확보함, 셋째, 일반 국민의 생활개선과 경제적 복리의 공평을 확보함, 넷째, 

최대한도의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을 국가경비로 실시함, 다섯째, 국내 질서와 외국의 침략을 위해하여 최대 

한도의 국방을 시설하는 데 두었다. 

중한민중동맹단의 조직은 1939년의 경우 단장 차신호, 재무 정운서였고, 1940년은 단장 조경천, 부단장 

김영선, 총무 오창익, 서기 임진오, 재무 차인덕으로 구성하였다. 1943년 3월에는 단장 민찬호, 부단장 검 

영선, 총무 천진화, 서기 자신호, 총간사오창익이 맡았으며, 기밀부를새로 두었는데 그 안에는주석 정두 

옥, 서기 박상하를 비롯해, 위원으로 홍한식 · 홍치범 · 김리제 · 신을로 · 정봉관 · 송승균 · 차영근이 담당 

하였다. 그런데 중한민중동맹단은 1943년 7월 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가 결성된 후 단장인 민찬호를 비롯 

하여 주요 임원들이 민족혁명당 쪽으로 이탈하면서 중한민중동맹단의 조직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후 단 

장은손승균이 맡았다. 한길수는중한민중동맹단의 외교대표를 비롯해 1942년 6월에 결성된 조선민족혁명 

당 미주총지부의 워싱턴 외교대표의 자격으로 대외활동에 전담하였다. 

중한민중동맹단은 한길수의 존재가 미주한인사회에 크게 부상하는 1937넌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 

다.1937년 10월 하와이를 미국의 한주로 편입하기 위해 미연방상하양원합동위원회가호놀룰루에서 공청 

회를 개최할 때, 한길수는 일본 정부가 하와이에 있는 일본계 시민들을 배후조종하여 인종적 분규를 일으 

키려 한다고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한길수는 하와이 내 일본인들로부터 맹 

렬한 비난을 받았고 일본계 신문인 ‘일포시사(日布時事)’로부터는 명예훼손의 고발을 받았다. 한길수와 하 

와이 일본인들과의 재판과정은 미주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한인단체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정과 함께 강 

력한 배일운동을 일으키는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 외교활동의 강화 

한길수는 중한민중동맹단을 대표하여 1938년 9월 30일 하와이를 떠나 외교의 본고장인 워싱턴 DC로 갔 

다. 거기서 그는 미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팽창위협과 전쟁음모를 폭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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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활발한 강연활동과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사무소 위치는 101 D St. N.E. 번지로 미 국회의사당 

바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길수는 이승만에 비해 독립운동의 경륜이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뒤떨어졌지만 그의 활약 

상은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미국 정가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39년 한길수는 워싱턴에서 일 

제 식민통치의 죄상을 폭로하여 미국 내 일본의 선전기관에 심대한 영향을 안겨 주였다. 

한길수는 재미유학생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미국 재류권(在留權)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마침내 그의 

활동으로 한인유학생들의 재류권 문제가 1940넌 4월 18일 미 국회에서 통과되자 미국 정부의 강제추방조치 

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내야 했던 수많은 재미유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한인 

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고 대한인국민회로부터는 재정후원을 얻을 정도가 되었다. 

무엇보다한길수의 명성을미국 전역에 확대시킨 것은 일제의 하와이 침공음모를수차례나 경고하고 이 

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강조한 일이었다. 이러한 그의 예견이 일제의 진주만 공격으로 사실로 밝혀지 

면서 그의 명성은 미 언론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드높아졌다. 

반면 한길수는 그의 과장된 언행 때문에 미주한인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때문에 북미 대한인 

국민회는 전체 한인과 관련될 때는 반드시 국민회와 상의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한길수에 대한 기 대와 

우려가혼재하는모습이었다. 

한길수는 미주 내 진보적인 주요 한인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조선의용대미 

주총연합회 (The League to Aid Korean Volunteers in China, ‘조선의용대후원회’로 약함)는 그를 외교대표 

로 임명하여 중한민중동맹단과 공동으로 후원하였고, 조선의용대후원희의 후신인 조선민족혁명당미주총 

지부(The North Americ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에서도 그를 외교대표로 인 

정하고후원해주었다. 

1941년 4월 20일 호놀룰루에서 9개의 미주한인단체 대표들이 참가한해외한족대회에서 한길수는새로 결 

성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연합회’)의 미 국방공작봉사원(Serviceman to Aid U.S. National Defence)으 

로 임명되였다. 이는 그동안 그의 적극적인 활동상이 미주한인사회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당 

시 해외한족대회에서 한길수를 국방공작봉사원에 추천한 김호는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과거 북미 국민회 

에 대해 해를 끼치기도 했으나 칭찬할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비록 학식은 부족하나 첩보 

수집능력은 경탄할 만하며 그러한 사실은 미국인들도 인정하는 바라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39년부 

터 1941년 4월까지 2년간 32,000마일, 35주 90개 도시를 순회하고 169회의 강연과 7회의 라디오 출현을 했 

다고 할 정도로 한길수는 매우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3) 이승만과의 분쟁과 평가 

한길수는 같은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하던 이승만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 이승만 

은 한길수가 연합회에서 임명한 미국방공작봉사원으로서의 활동보다 외교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한길수와 이승만은 워싱턴 내에서 상호 불신이 가득했고 마 

침내 인신공격으로까지 확대되였다. 이승만은그가돌아다니면서 자신을비방하고 있으며, 서로상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때 공산당원이며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변 한인들과 미국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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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포하였다. 그리고 한길수의 선동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접차 임정승인을 지연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하 

여 그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된 자신의 임정승인활동의 부진을 한길수에게로 떠넘기려 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일전쟁의 발발로 연합회는 한인 동포의 안녕과 미 국방의 후원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올라 

보다 적극적인 외교운동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우선 이승만과 한길수 사이의 알력을 어떤 모 

앙이든 해결하려 하였다. 이 일은 비교적 워싱턴 사정을 잘 알고 였던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가 한길수에 

대해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제안하자, 북미 국민회가 한길수의 해임을 연합회 집행부에 정식 

으로 건의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집행부는 한시대와 송현주를 워싱턴에 파견해 이승만과 

한길수 간의 사무진행과 권한 획정, 그리고 외교방략의 세부계획 등을 상의하게 하였다. 

1942넌 1월 29일 연합회 집행부 특별회에서 한시대, 송현주는 워싱턴 방문보고를 하였는데 거의 모두가 

한길수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길수를 지원하는 중한민중동맹단 대표 차신호가 연합회의 

전체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길수가 연합회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 연합회의 월급을 받고 만 단체의 일을 하며 민족의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합회 내부에서의 불 

만등이 한길수의 입지를불리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한길수가 무척 아쉬워했던 접은 그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승만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 

신을 일제의 밀정이니 공산당원이니 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미국 정가를 비롯한 한인사회에 널리 유포 

한 점이였다. 한길수는 1942넌 1월 14일자로 미국 국방공작봉사원직 사퇴를 위해 김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겨 미주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일본 

인으로 분류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온 것에 대해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의 사퇴를 계기로 이승만 

에 대한 한길수의 감정은 매우 악화되 었다. 

한길수는 연합회 사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승만이 선동하는 것 

처럽 자신은 공산주의자나 반임정주의자仮:臨政主義者)가 아니라는 것과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정책이 한 

국의 독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점을주장하였다. 요컨대 이승만은한미협회와미 국무성과의 서신 

교환에서 임정승인문제를 하나의 흥정거 리로 삼았다는 점과 이승만이 친일미국인을 비롯하여 미국 내 일본 

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대신 반일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인 및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배신자나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였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나친 공산주의 공포증은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 

구다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 하여 이른바 애국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미주 한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또 그는 미국무부 헐(Cordell Hull)장관에게 보낸 편지 (1942.4.20)에서 이승만이 주장하는 것처 

럽 자신은 결코 공산주의가가 아님을 주지시켰다. 

현 중경(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한길수는 김구 · 이승만 측과 김원봉 · 김규식 측을 중심으로 

임정을 재구성하되 김원봉에게 그 대표성을 주어 모든 한인들을 포용할 독립운동의 종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주종(駐中)대사 고스(Clarence E. Gauss)에게 그 가 

능성을 타진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길수의 의도가 와전되어 반임정주의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한 

길수는 임정승인에 반대하지 않았던 증거로 1942넌 5월 25일자 미 국회 의사록을 제시하며 반증仮這f)의 근 

거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연합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에게 편지를 보내 연합회가 이승만을 도울수록 독립 

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하고 연합회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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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수는자신의 활동상과주장들을각종전단에 담아배포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량결집을통해 효과 

적인 독립운동을 바라는 미주한인들에게 큰 반감을 초래했다. 그리고 중경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조선민족 

혁명당 외에는 대체로 그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임정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불만이 

적지 않았다. 김구는 한길수 1인의 방해가 우리 독립운동에 큰 장애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제 

34회 임시의정원회의 (1942.10.31)에선 그를 국제적 제5종대로 비판하였는데, 이 일로 왕통(王通)이 취소요 

구를 하는 등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조소앙이나 임항섭 등 한국독립당측은 한길수가 한 

미협회장 크롬웰과 헐 국무장관간의 편지 내용을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의 활동이 임정정부승인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분위기는 한길수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종경의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혁명당 북미총지부가 1944년 12월 연합회의 가입을 둘러싸고 두 파로 분열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성원 

을계속보냈다. 

한길수에 대한 평가는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극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었다. 때문에 그를 일방적 

으로 매도한다든지 치켜세우는 일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략적인 요소가 많았다. 그의 활동을 가까이서 보 

아온 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백일규는 한길수가 재미한인사회를 빛나게 할지 그르게 할지는 별 

문제이나 그의 배일선전활동이 미국 전국으로 확대되어 미 국회 의사록과 각 신문, 잡지 등에 기록된 것을 

다 모으자면 몇 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이며 이것은 백만 달러의 선전가치가 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 

고 미일전쟁 발발 이후 미주한인사회에 한길수 만큼 활동한 경력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한길수 

를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인물로 보았다. 

1940년대 미주한인사회 최대의 연합기관이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한길수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입 

장이였다. 1944년에 개최한 전체대표대회(10.28~11.5)에서 연합회는 한길수를 새로 개조한 주미외교위원 

부의 서기로 임명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국제연합창설대회 참가를 위해 1945년 4월 1일 개최한 한족대회에 

서 연합회는 그를 외교대표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연합회가 한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5. 주미외교위원부의 조직과 활동 

1) 설립 과정 

1941년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호놀룰루에서 9개의 주요 미주한인단체 대표들은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 

고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을 총괄하기 위한 대표기관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재미한 

족연합위원회의 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주미외교위원부(Korean Commission)를 설립하기로 하 

였다.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치는 워싱턴 DC에 두고 위원은 이승만 

한 사람을 두어 전무케 하며, 시국의 전개와 사무의 증가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였다. 소요경 

비는 재미동포가 부담하되 공식 활동은 임시정부의 법적 승인절차를 얻은 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외 

교사무가 정부 차원의 일이므로 중경의 임정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 

워싱턴 지역 한인사 - 441 



문이었다. 

해외한족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주미외교위원부의 조직과 인선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즉, 

대미외교를 담당할 사람을 1인 도는 3인으로 할 것인지, 도 이와 관련해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이분분했던것이다. 

종경의 임시정부는 대미외교사업에 대해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임 

시정부는 신설될 외교기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로 하되 책임자를 3명 정도 임명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울러 그 책임자의 자격은 무엇보다 순정한 정신과 인격을 갖춘 덕망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요컨대 해외한족대회에서 외교원을 3인으로 두어야한다는 안은 임시정부에서 제시한 것 

으로볼수있다. 

한편, 해외한족대회에 참가한 중한민중동맹단과 동지희는 처음부터 외교사업의 안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미 중한민중동맹단의 한길수는 1938년부터 미국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발히 외교활동을 전 

개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동지회의 이승만이 1939년 3월 명목상으로 남아 있던 구미위원부를 재정비 

한 후 워싱턴 DC로 건너가 외교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들 두 단체의 외교활동은 임시정부로부터 아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임시정부는 

본단의 존재와 한길수의 외교사업을 추인해 달라는 중한민중동맹단의 요청에 대해, 외교의 목표와 선전주 

지(宣傳主旨)가 득당(得當)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정을 지시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또 이승만의 의교활동 

을 위해 동지회에서 요청한 구미위원부 부활건(復活件)에 대해 의정원은 구미위원부를 이미 폐지하였으므 

로 허락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한족대회에서 외교사업을 임시정부의 인준을받아시 

행하겠다고 한 것은 두 단체가 그동안 시도한 외교활동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소속 단체의 대내외적 위상 

문제까지 영향을끼칠수있는중요한사안이었다. 

따라서 동지회나 중한민중동맹단은 이번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의한 대미외교사업에 적극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동지회 대표 이원순은 ‘임시정부와 대미외교‘라는 글에서, 이미 오래 전에 설립한 바 있고 

최근 활동을 재개한 구미위원부와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면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주장하여 동지회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였다. 한편 중한민중동맹단은"외교단을 조직하여 이미 외 

교선전사업을 시작한 인시들이나 새로 증가되는 인원들이라도 이 범위 안에서 일치한 행동을 취케할 것이 

오."하여, 이번 해외한족대회에서 기존의 외교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기대하였다. 

이런 두 단체의 태도를볼 때 종한민중동맹단은외교사무 인원을 3인으로주장했을가능성이 높다. 그 이 

유는 현실적으로 볼 때 중한민중동맹단의 회세(회)는 동지회에 비해 열세였기 때문에 이왕에 전개 중인 한 

길수의 외교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서로 합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동 

지희는이번해외한족대회를주관한세 단체 중의 하나로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승만 1인으로한 

정하여 외교사업을 독점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차이 때문에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았는데 북미 대한인국민회 대표 김호의 절충안으로 해 

결되었다. 즉 그는 우선 1인으로 외교 사무를 전무하되 시국의 전개와 사무의 증가에 따라 인원을 증원시키 

며, 주미외교위원부에 관한 모든 것은 임시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 

리고 그는 외교 사무를 담당할 1인을 이승만으로 추천했는데 그 이유를 첫째, 자격, 신용, 배경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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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40넌의 애국성의를 가진 이승만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과, 둘째, 이승만을 외교의 중심인물로 삼 

아 추진하지 않으면 수십년 동안 그를 추대한 동지회를 배제시키는 셈이니, 이는 이번 대회의 목적인 대동 

단결의 노력을 실패로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 셋째, 이승만에 대한 반대자는 소수의 식자층인 반면 그의 임 

명을 찬성하는 민중은 다수라는 점 때문으로 보았다. 

이 같은 김호의 제안은수용되었으나 임시정부가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비록 외교기관의 명칭은 임 

정이 제시했던 주미외교위원부로 받아들였으나 외교원 1인의 선임은 임시정부의 3인안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임정봉대를 외쳤던 미주한인들이 이해관계 앞에서는 결국 명분보다 현실적인 실리를 따르는 모순 

을보이고있었다. 

외교업무가 이승만 1인으로 결정되자 한길수를 추대하던 중한민중동맹단은 한때 해외한족대회 탈퇴까지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길수를 외교원보다 미국 국방에 대한 봉사원으로 선임하는 쪽 

으로 무마시킴으로써 인선과정을 둘러싼 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해외한족대회 이후 한길수의 활 

동영역이 미 국방의 봉사원보다 외교원으로 더 활동하였음을볼 때, 외교활동을둘러싼 이승만과한길수사 

이의 대립 여지는 이미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었다. 

주미외교위원부는 이승만 1인중심으로운영되었으나미일전쟁이 발발한뒤부터 외교사무가복잡하고 더 

욱 중요해지자 이승만은 정한경과 이원순을 외교원으로 추가하여 자신의 활동을 돕게 했다. 

2) 주요 활동 

주미외교위원부의 주요활동을살펴보면 먼저 활발한임시정부승인활동을들수였다. 이승만은미일전쟁 

개전 이전부터 미 국무부를 상대로 임정승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미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41년 

12월 9일 그는 미 국무부 극동국장 혼벡(Stanley K. Hornbeck)에게 서신을 보내, 한인은 이번 전쟁에 미국 

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린 뒤 비공식적으로 중경 임정의 공한과 함께 자신의 외교대표 신임장 

을제출하였댜 며칠 후그는혼벡의 보좌관히쓰(AlgerHiss)와면담하면서 주중미국대사고스(ClarenceE. 

Gauss)에게 중국정부로 하여금 임정을 승인해 주도록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이것이 이루어 

지면 임시정부가미국의 ‘무기대여 (Lend-Lease)' 원조를받을수 있다고보았다. 그런데 미국은한국을둘러 

싼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국임정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뒤 1942넌 2월 4일 이승만이 

미국무부를 방문했을 때 혼백으로부터 신임장과 임정 서한을 다시 돌려받았다.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으나 주중미대사 고스가 1942년 1월 3일자로 헐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중 

경 거주 한인은 200여 명 이 며 소규모 한인무장부대가 중국군과 활동 중에 있으며 ,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 

의 임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결정된 바 없고 열성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와 아울러 영국외무성은 한 

국의 독립문제에 동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었다. 동년 2월 7일 이승 

만은 미국무장관 혈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였지만 미 국무부는 2월 19일 답변에서 단지 해방을 위한 모든 민 

족의 열망은 동정하지만 독립운동 제 단체에 대한 어떠한 승인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했던 보도 

자료 사본(1941년 12월 10일자)을 주면서 한국 임정의 승인문제도 이러한 원칙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승만은 1942년 3월 24일 헐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모든 한인의 유일한 정부인 한국 임시정부를 한낱 

독립운동의 한 단체로 취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후부터 미국무부는 철저하게 한국문제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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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였다. 그 후에도 이승만은 계속 임정승인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 내 친한 여론을조성하고 미 정부 내에 한국문제를환기시키기 위해 대중집회를추진하였 

다.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 DC 내 라파이엣(Lafayette)호텔의 미러룸(Mirror Room)에서 

한인자유대회(Korean Liberty Conference)를 개최한 것이댜 이 대회는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이 주 

동이 되어 개최한 계1차 한인회의’를 본받은 것으로 한국독립을 위한 대외선전용으로 계획되었다. 연합회 

에서 김호, 김용중을 비롯해 서재필과 재미유학생들을 포함한 미주 각지의 한인 100여 명과 미국 내 주요 

저명인사들이 참가한 성대한 대회로 치러졌다. 대희에서 재택된 결의안을 보면, 첫째, 한국의 자유와 해방 

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유지해 나갈 것, 셋째, 대한민 

국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미 국무부에 요청할 것, 넷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 

구하는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것 등이었다. 

한인자유대회는 결과적으로 이승만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미 정부 측의 

평가는부정적이었다. 대회 마지막날에 방청했던 미 국무부극동국장혼백과극동국관리 랭던(WilliamR. 

Langdon)은 일본에 대한 저항이나 독립에 관한 계획수립에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각 연설에서는 지 

난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 

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미국의 문제이며 한국인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노력과 무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해방 때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없진 않았으나 구체적인 대한국계획끼

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도한 미국 정부는 철저한 임정불승인정책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이승만, 한길수보 

다 연합회의 김호와 전경무 같은 신진인물이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이 미 정 

부를 상대로 효과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미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임정승인활동이 부진해지자 한미협회 회장 크롬웰 

((James H. R. Cromwell)을 통해 미국무장관 헐과의 교섭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1942년 7월 헐 국무장관 

은 미국은 약소 민족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망명 단체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함으로 

써 무마시키려 했다. 

그런데 한미협회장 크롬웰과 헐 국무장관간의 서신(1942.5.5.) 내용이 한길수에 의해 공개되면서 오히려 

한인사회에 공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즉, 크롬웰은 서신에서 이승만의 추종자들은 방화와 같 

은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청사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임정을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하기까지는 그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미정 

부를 협박한 것처럽 비추어지고 한국 독립문제를 상품거래처럽 흥정거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한 일은 1941년 9월부터 미국 군부를 상대로 추진 

한 군사훈련계획이었다. 미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 군부에서는 한인들을 이용한 효과적인 대일무장투 

쟁을 위해 특수전의 전개, 게릴라부대의 창설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군사훈련계획도 이러한 군 

부 내 변화의 조짐에 따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42넌 6월 미국 전략정보국(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으로부터 50명의 한인 입대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연합회에 20~44세 연령 

의 애국적 한인 50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리하여 50명 가운데 12명이 워싱턴DC에 가서 19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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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첫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승만은 이러한 군사훈련계획을 더 확대하고자 미군부와의 접촉을 계속했다. 그는 현재 500명의 추가 

지원자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스틸웰 장군의 지휘하에 25,000명의 한인 게릴라부대와 예비병 

력 5,000명을 포함한 3만명의 부대를 창설할수 있다고 제의했다. 미국이 무기대여법(Land-lease Act)에 따 

라 이 계획을 승인한다면 자신과 한미협회의 크롬웰(James H. R. Cromwell)이 인도의 캘커타와 종국의 중 

경으로 건너가 임정의 김구와 이청천 등과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러한 제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우방국 외국인과 그 지역출신의 미국시민들만 부대를 

만들 수 였다는 미군의 규정상 실현되기 어려웠다. 비록 한인만을 위한 한인자유부대를 창설한다 해도 동원 

가능한 징집 대상자는 6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군 당국은 이승만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후로도 이승만은 50만 달러의 무기대여요청(1943.9.29)과 합참의장에게 태평양심의 노무자를 이용한 

특수작전(1944.7.19.) 등을 제한했지만 미군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인을 이용한 미군부 

의 군사훈련계획은 이후 주미외교위원부를 통하지 않고 소수의 한인들을 모아 훈련시키는 비밀작전 즉, 납 

코작전(Napko Project)과 1944년~45넌까지 중국에서 실시한 독수리작전(Eagle Project)과 화북작전(North 

China Project)등 한인특수부대를 계획,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3) 연합회와의 갈등과 변화 

주미외교위원부는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성한 재미한족연합위원희(이하 ‘연합회’로 생략함)의 외교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였다. 공식적인 대미외교를 위해 연합회는 주미외교위원부의 설립에 대해 중경 임시정부로 

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외교위원부의 위원장인 이승만은 스스로 임정을 대표하는 자로 자임 

하게 되었고 자신을 외교원으로 선임했던 연합회에 대해선 민간단체로 무시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양자의 관계를이해하기 위해 먼저 연합회의 설립 과정 그실체를살펴보기로하자. 연합회는 1941년 

4월 하와이 해외한족대회의 결과로 설립된 미주한인사회 최대의 연합독립운동기관이다. 연합회는 재미한 

인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면서 독립전선의 통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 군사 및 외교운동의 전개, 

미국방공작의 후원, 재정의 수합 등 조국의 독립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합회는 이러한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 북미 및 하와이의 국민회와 동지회,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독립단,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등 9개의 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연합회 

는 1910년 미주한인사회가 처음으로 대한인국민회로 통일된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기관이 되었다. 

연합회는 1948년까지 존속했는데, 그 조직을 보면 하와이의 의사부와 북미의 집행부로 나누어져 있었고 

위원제로 운영되었다. 운영은 두 부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지만 시국의 필요 

에 따라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매년 봄철 전체위원회를 통해 주요 안건과 활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중앙조 

직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한 원칙만 결정되면 각 부서의 운영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이루 

어졌다. 때문에 연합회는 일정한 조직의 틀이 없이 사정에 따라 변형되였고, 회원단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워 연합체로서의 한계를 갖고 출발하였다. 연합회는 참가단체의 회원 수 비례에 따라 

대표자의 수가결정되었기 때문에 회원이 가장많은북미 · 하와이의 두국민회와동지회 중심으로구성, 운 

영되었다. 특별히 집행부의 경우는 여타단체에 비해 압도적인 회세(會勢)를 가졌던 북미 국민회를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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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관행도 1943년 회원 50명당 1인으로 확대한 후 각 단체에서 많은 대표들이 연합회에 

참여하였고, 이후 회원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점차 동등한 참여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연합회의 주요 활동은 먼저 독립운동의 각종 자금을 독립금으로 통일하여 재정모금을 집중하였다. 연합회 

의 예산은 미일전쟁 이후 고조된 독립운동의 열기로 독립금의 수입이 증대하자 처음 2만 달러에서 6만 달러 

로 대폭 증대하였다. 독립금 수입 중 임정에 2/3, 외교위원부에 1/3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연합회는 많은 

재정을 임정과 주미외교위원부로 지원하였다. 연합회는 1941년 5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독립금을 포함한 

각종 특별의연 등의 경비로 총 270,448.19달러를 모금했다. 이 가운데 연합회가 임정에 지원한 금액은 총 

58,201달러였는데 이는 전체 독립금 수입 149,481달러 중 38.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모금된 독립금은 원칙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주요 원인은 1943년부터 일어난 연합회와 이승만 사 

이에 주미외교위원부 사무확대문제로 발생한 분쟁으로 독립금의 수입이 급격히 떨어진 데 있었다. 그리고 

북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의 지지자들이 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승만에게 자금을 송부하면 

서 연합회로의 재정집중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였다. 그결과집행부는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해 1943년 2월 

부터 송금을 중단하였고, 의사부는 그 이듬해 2월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이 분쟁과정에서 임정이 연합회가 요구한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문제에 임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 

자 1944년부터 연합회는 임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급격히 줄여 나갔다. 1944년 10월에 개최된 전체대표대회 

에서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위한 인선결정이 임정에 의해 거부당하자 임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집행부의 

경우 완전히 단절되었다. 반면 의사부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다. 더구나 카이로선언 이후 군사운동에 대 
한 높은 관심으로 연합회는 대대적으로 군사금을 모집하였으나 한국광복군이 실제 활동할 때까지 적립한 

다는 원칙 하에 송금하지 않았다. 결국 이 군사금은 연합회의 자체 활동경비로 전용되었다. 이로 볼 때 연 

합회는 단순히 재정을 모금해 지원하는 후원단체로 안주하지 않았고 재정권을 통해 연합회의 권위와 의도 

를 반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연합회의 초기 대외활동은 주로 주미외교위원부장 이승만과 미국 국방공작봉사원 한길수에 대한 후원으 

로 전개되였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외교활동의 주도권 문제로 알력이 심해지고 미일 간의 전쟁이 발발 

하면서부터 연합회는 1942년 4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제1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한 뒤 적극적 인 외교활동을 추 

진하였다. 즉, 주미외교위원부의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김호와 정한경을 새 위원으로 천거하고 전후계획~ 

준비하기 위한 연구과와 전후계획연구부를 신설하였으며, 중경특파원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였다.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를 미국 수도에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워싱턴사무소는 연 

합회가 중경특파원 파견과 주미외교위원부의 사무확대 노력이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히고, 오히려 이 일로 

심각한분쟁에 빠지자독자적인 외교활동을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연합회는 임정이 주미외교위원 

부 개조문제에 소극적인데다 1944년 10월에 개최한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를 위한 미주한인의 전체대표대희 

에서 결정한 인선내용을 거부하자 워싱턴사무소를 독자적인 외교활동기구로 활용한 것이다. 김원용과 전 

경무로 구성된 워성턴사무소는 한인포로와 재미한인을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나 미국 내 주요 기관 및 단체들에게 한국문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선전 · 외교활동을 전개하였 

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합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상을 제고하였다. 

미일전쟁 발발이후 미국정부에서 미주한인을 적성외국인(敵性外國人)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불식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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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인신분증을 발급하여 한인을 보호하는 한편 강력한 항일민족세력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연합회 

는캘리포니아주정부국방경위군산하비정규의 민병대로한인경위대를조직하여 미국의 국방과대일승리 

를 위해 적극 후원하였다. 연합회는 이러한 한인경위대를 한국광복군의 산하조직으로 만들어 과거 박용만 

과 노백린에 의해 시도되였던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정신을 계승하려 하였다. 도 미국 국방을 후원하기 위해 

국방공채의 발매활동이나 각종 위문활동 등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회가 해방 전까지 미 국 

방공재를발매한금액은의사부의 경우약 65~70만달러에 달했고, 집행부의 경우 55만~60만달러나되었 

다. 아울러 한인칭넌들의 징병을도왔는데, 1944년까지의 집행부의 통계를보면 195명이 미국군대에 자원 

입대하였다. 이러한 미국방후원활동은 재미한인들의 대미(對美) 충성을 표시하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제와 전쟁을 수행하고 였는 미국을 도움으로써 한국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염원이 담겨 였었다.이 

러한 미주한인들의 총의(總意)가 반영된 연합회의 결성과 활동은 미주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 

사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성된 주미외교위원부는 1919년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위원부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 이승만이 외교를 주관하게 된 점은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영문 명칭을 

1919년 당시의 Korean Commission을 그대로 썼다. 그러나 1919년 당시는 이승만이 집정관 총재의 자격으 

로 직접 설립하였지만 1941년에 만들어진 주미외교위원부는 해외한족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외교기 

관이며, 이승만은 단지 이 대회에서 임명된 주미외교위원부의 외교원이었다. 따라서 그 차이는 매우 크다 

고할수였다. 

이승만은 연합회가 자신의 외교활동을 위해 재정지원만 해줄 뿐 외교위원부의 인선이나 사무에 대해서 

까지 관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정의 승인을 받아 임정을 대표하는 합법적 

인 정부기관이지만 연합회는 단지 민간단체이므로 민간단체가 정부기관에 대해 간여할 수 없다는 논리였 

다. 그러나 연합회는 해외한족대회에서 위원은 1인을 두어 전무케 하되 시국의 전개와 사무의 증가에 따라 

인원을보충하기로한다는조항을근거로 외교위원부에 대한 재정지원은물론 인선문제와운영에서까지 간 

여하려 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승만과 연합회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를 자신이 독점하는 독립된 기구로 만들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해방 후 국가건설 

을 대비한 정치단체로 만들려고 주미외교위원부 아래에 협찬부를 조직했다. 이승만이 협찬부의 조직 사실 

을 처음 공개한 것은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73호(1942호 25.）였다. 그러나 이때는 단지 주미외교위원부에 

서 협찬부를 조직한 사실만 알렸을 뿐 본격적인 내용은 "통신’'제75호(1944.6.8)．와 제76호(1944.6.15.）를 통 

해서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러한 공개가 있기 전 1944년 5월 24일자 서신을 각 한인들에게 보냈는데, 이 

때는 이전에 협찬부의 요원으로 미리 선정한 것에 대한 당사자의 사후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주미외교위원부의 협찬부는 1944년 6월 4일 워싱턴 DC에 있는 이원순의 집에서 22명이 모인 가운데 조직되 

었다. 조직 목적은 첫째, 일반 한인들의 사상과 운동을 통일 · 발전시켜서 임정 및 외교위원부에 충성을 다 

하며 전후 한국정부에 봉사할 지도인격을 양성하며, 둘째, 전후 한국의 상공업발전과 노동 · 신용 등에 대 

한 연구와 순서를 준비하며, 셋째, 연합국에 한국의 지위와 목표를 널리 홍보하며, 넷째, 항일전쟁에 한인 

의 조직적 참전을도모하며, 다섯째,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얻도록하기 위함이라하였다. 조직 부서는내 

무부 · 교육부 · 경제부 · 정치부 · 전무부 등 5부에 27명으로 조직했다. 이후 재원방법부가 추가되어 총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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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였으나 이에 대한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승만의 협찬부 조직에 대해 ‘신한민보'는 이승만이 외교위원부 밀에 새로운 정치기관을 설립하여 주미 

외교위원부를 임시정부와같은 지위에 올려놓고 스스로 그 영유(領柚)가 되려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연 이승만의 이번 행동이 중경 임정의 승락을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임정과의 관계를 끊고 주미외교위 

원부를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 그 근본 동기 

도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를 임시정부로 ‘몽상’하거나 아니면 해방 후 한국의 합법적 정부를 ‘몽상'하며 

설립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여 현 종경 임시정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소문에 대해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내에 새로운 정부를 조직한다는 풍문은 근거 없는 것이며 전 

쟁 뒤의 계획을 준비해서 오직 임정과 주미외교위원부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임을 해명하였다. 그러나 계~ 

분란이 일자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그는 1944년 9월경 협찬부 조직을 스스로 해소시켰다. 

연합회는 이미 이승만과 주미외교위원부의 사무확대문제를 갖고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협찬부 조직까지 

나오게 되자 이승만을 외교실무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즉, 임시정부에 이승만의 외교실패를 거론하며 주미 

외교위원부의 개조를 시도한 것이다. 또한 연합회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독자적인 외교사무를 위해 워싱턴사무소를 추진하려 했다. 이러한 연합회의 행동은 이승만과 극한 대립~ 

초래했고마침내 이승만을지지하는동지회가 1943년 12월 23일 연합회를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주미외교위원부는 연합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해방 때까지 동지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승만이 독자적으 

로 운영하는 기구로 남았다. 

6. 워싱턴사무소의 조직과 활동 

1) 설립과 조직 

워성턴사무소(Washington Office, 도는 화부사무소는 연합회가 독자적인 선전, 외교활동을 위해 1944년 

6월 10일 워싱턴 DC에 설립한 외교기관이다. 사무소의 위치는 백악관 인근에 있는 1719 K St. N.W. 에 었 

었다. 

연합회는 이승만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미외교위원부를 중심으로 총분히 외교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미외교위원부 사무확대문제와 종 

경특파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던 김호와 전경무가 이승만과의 협의과정에서 이승만에 대해 상소 

당한불신을갖게 되였다. 그후 이승만의 외교실패와권리남용, 인심소란등의 이유로공개적인 비난을승} 

면서 연합회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자 그동안 지원위주의 외교활동에 대한 연 

합회의 인식은 점차 바뀌어져 갔다. 따라서 워싱턴사무소의 설립계기는 연합회와 주미외교위원부와의 길

등관계가주된요인이었다. 

연합회가 독자적인 외교를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김호와 함께 주미외교위원부 사무확장에 나섰던 전경무 

가 1943년 6월 27일 집행부에 보낸 비망록에서였다. 그는 이 비망록에서 이승만이 주도하고 있는 현 주미외 

교위원부에서 한인들의 실제적인 활동과 계획에 필요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연합회가 자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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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함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사무소의 활동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대해 한국에 관한 연구와 홍 

보, 그리고 미국 내 한인들의 복리문제 등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신설될 사무소에는 

연구부, 선전부, 대외교섭부가 필요하며 인원은 연구위원, 선전위원, 대외교섭위원, 조정위원 등 4명으로 

하고, 예산은 연 3만 달러로 하되 의사부서 2만 달러, 집행부서 1만 달러씩 부담하면 될 것이라 하였다.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전경무의 제안에 대해 연합회 집행부는 1943넌 8월 1일 특별회의에서 참석자 전 

원이 이를 찬성하였다. 그리고 사무소 활동요원으로 연구위원에 유일한을 선임하고, 홍보위원에 김용중, 대 

외교섭위원에 전경무, 조정위원에 김병연과 도진호 중 한 명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인선안과 예 

산분담의 원칙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 집행부는 의사부에 서신을 보내 이승만의 외교실패와 그에 

따른 소환결정 등을 비롯해 워싱턴사무소 설립문제를 정식으로 통고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해 연합회 의사부의 김원용은 동년 10월 6일자로 집행부에 보낸 전보에서, 이승만과 연 

합회는공식 단절이 된상태이지만 임시정부로부터 주미외교위원부재조직에 관한동의를 얻는다면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며, 임정 승인이 없는 독립된 사무소 설립은 있을 수 없을 것임을 통보 

했다. 의사부의 견해는 우선 임정의 동의 하에 외교위원부를 개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며, 연 

합회 단독으로 외교 사무소를 설립 추진하는 것을 유안(留案)시키려 했던 것이다. 

워싱턴사무소의 설립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해 온 전경무는 The 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 
ly 1942년 10월 20일자 ‘금후의 단계(Steps Forwards)’라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그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 목적을 전후 연합국의 한국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 

과 이러한 연구성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전, 외교활동, 그리고 미국 내 한인의 안 

넝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 하였다. 또 그는 The 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 사설에 "Fur— 
ther Elaboration" (1943.10.27.), ‘민KC Washington Office" (1943.11.10.), 'Where is Korea in Confer— 
ence" (1943.11.17.), 'Washington Office" (1943.12.1.) 등의 제목으로 워성턴사무소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합회가 더 이상 새로운 사무소 설립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접을 강력히 주장하였 

다. 

전경무의 이런 주장으로 연합회는 1943년 10월 4일 이승만를 외교고문으로 승차하고 위원부를 새로 조 

직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임정에 통보하였으나 임정은 11월 15일자 답신에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임정에 실망한 연합회는 11월 15일 집행부와 의사부의 합의 하에 장차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으로 결의하였 

댜 그리고 같은 날 사무소의 세부업무와 이에 필요한 인원을 선임해 총괄연구에 도진호, 경제협상에 유진 

석, 선전활동에 김용중, 섭외활동에 전경무, 사무행정 및 한인연락사무에 김원용을 선임하기로 잠정 결정 

하였다. 이러한 인선내용은 김용중을 제외하곤 모두 의사부의 인물들로 구성된 것이였다. 이것은 처음 집 

행부 중심으로 인선안을 계획했던 것과 크게 달랐는데 전체 예산의 2/3를 부담한 의사부의 의견이 크게 반 

영된때문으로보인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이 발표된 후 하와이의 연합회 의사부는 사무소 설립의 당위성과 주변 여건 

이 충족되였다고 보고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와 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 

부는 내부적으로 연합회의 워싱턴사무소 설립을 찬성하기로 하였고, 후자의 경우 사무소 경비를 위한 의연 

으로 3,550달러를 거두기도 하였다. 의사부는 카이로선언 이후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외에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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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완전한 독립을 위해 사무소 설립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주장하고 일반동포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그 

리고 나서 12월 27일 의사부는 위원장 안원규의 명의로 이승만과의 공식 단절을 선언함과 동시에 워싱턴사 

무소의 설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1944년 1월 16일 의사부는 민중대희를 개최한 후 사무소 설립의 당위 

성을 설명하고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연(特損)을 요청하여 당일에 14,000달러의 예약금과 5,000달 

러 이상을 현금을 모금하였다. 

연합회가 워싱턴사무소 설립을 주장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연합회는 임정이 국제적으로 승인받 

지 못한 상황에서 한민족의 대표자격으로 능력있는 인물을 통해 연합국과의 공동 승리와 미국정부에 대한 

협력, 그리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워싱턴사무소 설립이 임정의 

일을 대신해서 민종의 대표가 나서는 것임을 의미하였다.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이 주미외교위원부와 서로 

대치함으로써 향후논쟁거리를만들수 있다는우려에 대해, 연합회는 일에 우선할 것이며 주미외교위원부 

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사무소가 연합회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설립되는 만큼 

외교위원부가 정부기관으로서 독재적으로 운영된다면 연합회는 민간기관으로서 ‘독재의 보무(步武)’를 다 

할 것이라 하여 연합회의 독자외교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를 통해 어떤 정치 

적 야욕이나 무슨 주의(主義)와 당쟁(黨爭)에 빠짐이 없이 오직 한국의 독립과 일제의 패망을 위해 개척해 

나갈 것이라 하여 오직 외교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 볼 때 연합회는 임정의 대미 

외교기관인 주미외교위원부와 완전히 분리해서라도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펴겠다고 구상하고 추진하였음 

을알수있다. 

워싱턴사무소 설립안에 대해 연합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 였다. 이 설립안은 1944년도 연합 

회 제3차 전체위원회(4.4~4.8.)에서 민족혁명당 북미총지부와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 

딪히고 있었다. 민족혁명당 북미총지부와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는 전체위원회에서 설립이 확정되자 이에 

반발하여 회의 종결 하루 전인 4월 7일 연합회를탈퇴하였다. 뒤이어 북미 국민희 내부에서도 워싱턴사무소 

설치통과에 반대하여 집행위원장 송현주를 비롯해 신두식 · 장세운 · 황사선 · 백일규 · 이옥형 등 6명의 집 

행위원들도 사면하였다. 하와이의 가와이단합회에서도 이러한 설립통과에 반발하여 연합회를 탈퇴하면서 

연합회의 입장을어렵게 만들었다. 민족혁명당북미총지부의 반대 이유는민족해방운동의 제일 급선무는군 

사운동이며, 외교는반드시 정부기관을통하여야한다는것이었다.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의 반대입장은 임 

정과 교섭해 주미외교위원부 문제를 끝까지 교섭하되 민간외교의 필요조건이 생길 때까지 연기 또는 무효 

화할 것, 3만 달러의 사무소 예산은 군사운동을 촉진하겠다는 결의와 어긋나는 것이며,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한 사실과 다수 동포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착수한 것 등은 합당치 않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이번 일에 크게 반발한 국민회 집행위원장 송현주는 대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회를 탈퇴하였다. 

그는 워싱턴사무소 설립을 확정한 이번 연합회 전체위원회의 결정은 민중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형식적 

인 통과에 불과하며, 민간단체에서 외교기관을 설립한 것은 연합회가 임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였다. 

여기에 대해 신한민보는 사설에서 주미외교위원부는 임정의 대리기관이지만 위성턴사무소는 외교기관이 

아닌 연합회의 사무기관이며 원칙상 임정을 지원하는 보조기관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번 사무소 설치가 임 

시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미 대한인국민회도 워싱턴사무소는 외교기관이 아 

니므로 임정의 외교기관과 상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이미 독자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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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고 나선 연합회의 원래 의도를 회피한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였다. 

워싱턴사무소는 집행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제3차 전체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확정한 후 

1944년 6월 10일 개소(開所)하였다. 

2) 주요 활동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의 조직을 위해 제3차 전체위원회에서 의사부에서 김원용 · 도진호 · 전경무 3인과 

집행부에서 김용종 등 총 4인을 선임하였고 예산은 3만달러로 책정하였다. 이 러한 인선은 1943년 11월 15일 

결정한 것에서 유진석만 빠진 셈이었다. 그런데 김용중이 워싱턴에서 개인적으로 설립한 한국사정사(韓國 

事情社, Korean Affairs Institute) 일로 복무하기 어 렵다고 통보하였고, 도진호는 하와이 당국의 조사를 받 

아 하와이를 떠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무소 조직은 한인사회의 연락관계 임무를 맡은 위원장 김원용과 

대외교섭업무를 맡은 선전부장 전경무로만 이루어졌다.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임정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 사 

무소가 연합회의 사무를 원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므로 별도의 외교기구가 아니라는 연합회의 생각 때문 

이었다. 또한 이것은 정부외교를 담당하는 임정과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리 

하여 연합회는 임정에 대해 뒤늦게 개소 사실을 통보하여 사무소 설립의 이유를 설명하고 추인을 요구하 

였다. 그러나 연합회가 단독으로 사무소를 설립한 데 대해 임정의 김구 · 김규식 · 조소앙 등은 깊은 유감 

의 뜻을 표하고 미주한인사회의 통일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역설하였다. 임정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수도 

인 워싱턴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게 될 워싱턴사무소를 연합회의 생각대로 단순히 사무기관으로 간주하기 

는어려웠던 것이다.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임정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 하였다.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계기로 이승만을 임정과 미주한인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합 

회는 임정이 이승만과 연합회 사이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 

다. 이 문제는 임정뿐만 아니라 중경(重慶)에 였는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 

구하였다. 

미주한인사회를 더욱 분열시키는 연합회의 이런 요구는 대미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임정의 입장에서 

볼때 그대로방치할수 없는문제였다. 따라서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은 임정으로하여금 미주한인사회의 분 

란을 조정하고 임정의 지도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한편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은 기존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선전, 외교활동의 효율 

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미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는 기존의 주미외 

교위원부를 비롯하여 중한민중동맹단과 민족혁명당북미총지부의 후원을 받는 한길수가 활동하고 있었고, 

1943년 11월경 김용중이 워싱턴에 설립한한국사정사와 12월경 유일한이 뉴욕에 설립한한국경제회(Korean 

Economic Society) 등이 있어, 복잡한 모습이었다. 이 가운데 유일한과 김용중의 활동은 정부차원의 외교활 

동을 전개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한국문제를 선전 · 홍보하기 위한 것이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활동이 미국사회에 한국문제를 여론화시기고 호응을 얻는 데 유익한 면이 적지 않 

았다. 그렇지만 대미외교를 담당하는 임정과 이승만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모든 선전활동이 정부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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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되지 않은 것은우려할상황이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미외교위원부 산하의 협찬부에서 활동하는 황창하가 워싱턴 내 한인기관 

들의 통합을 위한 모임을 주선하였다. 1944넌 7월 4일에 열린 비공식 회합에서 이승만 · 황창하 · 이원순 · 

황사용 · 김원용 · 전경무 · 김용중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는데, 사실상 연합회 대표 대(對) 외교위원부 대표 

들과의 회합이었다. 워싱턴사무소는 이미 사전에 다음의 5개 조건의 요구서를 이승만에게 전달해 이번 기 

회에 서로 통합하여 외교위원부와 연합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장차 주미외교위원부를 새로 조직해야 할 것 

제안하고있었다. 

1. 모든 회합에는 이승만 · 전경무 · 한길수 · 김용종 · 김원용이 참석할 것. 

2. 이승만은 최근 정치적 조직인 협찬부를 해체하고 이를 대외에 공포할 것. 

3. 연합회 주최로 나성에서 대회를 소집하고 여기에 이승만이 참석해 연합회와 위원부의 과거 관계와 

장래 공동사업을 위한 제안을 공종에 설명할 것. 

4. 통합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승만은 통합을 위한 연구분석을 위해 위원부의 모든 사무서 

이 임시위원희에 넘기도록 할 것 

5. 위원부 재조직을 위한 방식과 인선계획을 작성하여 임정에 제의할 것. 

연합회 측은 이번 모임을 주미외교위원부에서 주선한 것에 대해 이승만이 임정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아 통합을 위한 명분용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보았다. 연합회 측은 이승만이 한인 통합을 절실히 원한다 

면 실질적인 공약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 

하였다. 한편 이승만은 워싱턴사무소의 김원용과 전경무에게 주미외교위원부에 들어와 함께 일할 것을 제 

의함으로써 연합회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이번 회합은 이승만이 분명한 통합을 기 

대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외홈보용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워싱턴사무소의 활동은 전경무에 의해 다방면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전경무는 한인들이 연합국의 대일전 

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전경무가 워싱턴사무소 개소 이전인 1943년 6월 5일부터 

미국과 해외에 산재한 한인들을 연합국의 대일전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국 전쟁부 및 국무부와 교섭해 

왔던 사안이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6월 5일 그는 미전쟁부 서기관보인 존 맥클로이(John J. MaCloy)에게 

''The Use of Koreans and Their Service Who Are Now in American Military Interment" 라는 보고서 를 제 

출해 미국내 한인들과 한인포로들을 연합국의 대일전쟁에 이용할 수 방안을 제시한 이후 계속해서 이 문제 

에 대해 미국 전쟁부와 교섭하였다. 여기에 대해 미국 전쟁부는 한인포로 이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 

할 수 없다는 회신(1945.1.8. ）을 보냈다. 그렇지만 재미한인들을 모아 미군의 대일군사훈련 계획은 약간의 

성괴를 거두어 2명의 한인청년을 미 육군에 참여시켰다. 

전경무는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문제를 널리 선전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44년 9월 15일 개 

회되는 국제연합 구제 · 복구본부(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에 찹 

가하기 위한 교섭 끝에 연합회 대표로 김용중,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임병직이 각각 참관자 자격으로 참 

가하였다. 이 대회는 비정치적인 대회로서 한국의 이익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였지만 미주한인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찹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또 1945년 1월 5일 버지니아 핫 스프링스(Hot Springs)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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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 태평양국제대회(International of Pacific Relation: IPR)의 참가교섭을 주선해 참관자의 자격을 획득하 

였다. 이에 따라 한인대표 선정을 위해 1944년 10월 19일 워싱턴사무소를 비롯한 5개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전경무 · 정한경 · 유일한을 공동대표로 선정하였다. 이 대회는 카이로선언에 나타난 ‘In Due Course' 

문제에 대해 해방 후 한국이 6개월 안에 반드시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공결함으로써 미주한인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전경무는 1944년 8월 16일자로 미 국무부 차관 스데티니우스(Edward R. Stettinius Jr.）에게 보낸 서신에 

서, 덤바톤 옥스(Dumbarton Oaks)에서 열릴 국제연합 수립을 위한 미 ·영 · 중 · 소 4개국 국제회의에서 다 

음과같은방향으로 대한정책이 수립되어질 것을요청하였다. 첫째, 해방된한국의 영토보전은중국과소련 

의 안전과 일본의 비무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들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 의해 한국이 점령 또는 감독 

되면 극동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다. 둘째, 해방된 한국은 대서양현장에 따라 자국의 정부를 스스로 선택 

할수 있어야한다. 셋째, 한국의 완전한주권회복을 위해 중 · 소 정부 사이에 공개적인 양해가 있어야한 

다. 넷쎄 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해방된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무역과 상업의 발 

전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동등한 기 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것은 전후(戰後) 해방된 한국이 일본은 물론 중 

국과 소련 중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였다. 

전경무는 라디오나 미 정부의 교육부 등 주요기관, 그리고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해 방송과 연설로 한국문 

제를 선전하고 미국인들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또 그는 한길수 등과 협력해 미국 우정국(郵政局)의 한국우 

표 발행계획에 참여해 1944년 11월 2일 한국우표를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 독립의 열망을 

알렸다. 이 밖에 전경무는 국제기업인대회와 국제연합통화회의 등 여러 국재희의에 참가교섭을 시도하였 

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이런분주한활동가운데 1945넌에 이르자전경무는워싱턴사무소의 진로에 대해 연합회의 내부방침을새 

로 정립하려 하였다. 연합회의 지원이 없이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힘든 데다, 그동안 같이 활동하 

던 김원용이 워싱턴사무소 위원장의 직임을 사면하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향후 진로를 걱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경무는 한시대에게 보낸 서신(1945.2.5.）에서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에 많은 비판 

이 있었지만 앞으로 연합회가그활동을 계속 지원한다면 다수한인들로부터 신망과협력을 얻을 것이라하 

여 연합회의 지속적 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무소 활동상을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국제 

희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전경무는 1945년 4월 10일자로 

작성한문의서를 연합회에 보내 앞으로 워싱턴사무소를확대 또는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유지나폐지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요구에 대해 연합회는확대하는쪽으로결정하였다. 의사부는 1945년 7월 30일원동대표파견을의 

논하는 회의에서 사무소 인원을 2인으로 증가해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북미 대한인국민회는 8월 18일 

개최한 종앙집행위원회의에서 워성턴사무소 안에 연구부 · 선전부 · 교섭부를 설치하고 상근직으로 5인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결의하는 등 크게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확대조치는 이미 일본의 패망이 현실로 다가온상황에 앞으로 였을 전후국제회의에서 독립된 한국 

의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대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그런데 해방과동시에 전경무가 연합 

회 대표단의 한국방문을추진한것이 성사됨에 따라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워싱턴사무소의 주역인 전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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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방문을 위한 연합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합류함으로써 워싱턴사무소는 자연 해소된 것이다. 

이처럼 연합회는 워싱턴사무소를 통해 독자적인 선전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후원 위주에만 머 

물렀던 과거 미주한인의 독립운동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이 런 적극적 인 외교활동은 동지희의 탈퇴 

이후 위기에 몰린 연합회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그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그렇지만 연 

합회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결행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통일된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교적 혼선을 

초래한 것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지 적할 수 였다. 

7. 한국사정사의 조직과 활동 

1) 설립과 조직 

한국사정사(韓國事情社, Korean Affairs Institute)는 1943년 11월경 김용중이 워싱턴 DC에 설립한 한국문 

제 전문기관으로, 일제시기 한국의 독립문제를 비롯해 해방이후 한국의 통일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중 

심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설립목적을 보면 한국이 해방되기 이전과 이후의 것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먼 

저 해방 전후와 차이가 없는 것은 “지식정보의 교류를 통해 보편적인 션의의 정신, 자유 속의 평등, 정의 

로운평화, 항구적인 민주주의를증진’’ 하는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해방되기 이전의 설립 목적에는이러 

한 것 외에 ‘힌巨f 민족의 능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연합국의 전쟁승리를 지원한다” 라는 내용 

포함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한국사정사는 일제시기에는 한국의 사정을 널리 알려 한국의 독립을 획득 

하는데 주력하였고, 해방이후에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수립을 도모하려 했다. 사무소의 처음 위치는 

1029 Vermont Avenue N.W. 에 였었고 1948년 9월부터 1507 M Street N.W에 있었다. 

조직을 보면 사장 김용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로 활동했고 내부 구성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 (1943.11.23,~1948,8,14.）는 총무 검 재무 송철이 담당했고, 제2기 (1948.8.31,~1951.2.21.）는 총무 김원 

용, 재무 김호, 연구조수 버지니아 세한(Virginia B. Sheahan)이며, 제 3기 (1951.3.31,~1961,3.）는 부사장 김 

형순, 총무 김원용, 재무 김호, 연구조수도로시 앨란(DorothyW. Allan)이였다. 한국사정사는초창기의 송 

철을 비롯해 김형순 · 김호 · 김원용의 재정적 후원으로 유지되였다. 이들 모두는 중가주의 다뉴바와 리들 

리에 거주하면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들이 었다. 

2) 주요 활동 

김용중은 1943넌 11월 23일부터 1961년 3월 제265호까지 반(半) 월간으로 The Voice of Korea(한국의 소 

리)라는 영문잡지를 17년 5개월 동안 발간하여 한국사정사의 중요한 홍보매체로 사용하였다. The Voice of 

Korea는 민족들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한국민족의 희망과 이상, 그리고 목표를 선전하기 위해 

발간되였다. 이 신문을통해 한국사정사는한국문제를세밀히 분석, 평가하거나홍보하면서 민주적이고건 

설적인 국가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넌 7월 당시를 보면 매번 6천 부를 발 

행하여 미국 내 도서관, 대학교 정부기관, 각종 언론사, 선교사 및 선교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The Voice of 

Korea는 1961년 중단되었으나 한국사정사가 발행하는 ‘Bulletin(공보)’은 계속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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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전 김용중은 한국사정사의 사장이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선전부장으로서 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넘하였다. 1944년 1월 3일 미국 전시정보부(Office ofWar Information: OWI)가 주관하는 방송 매체 

를통해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고, 동년 9월 15일 캐나다몬트리올에서 열린 44개국 연합국국제 

연합 구제 · 복구본부 회의에서 임병직과 함께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한국문제를 대변하였다. 1945년 4월 국 

제연합 창설을 위한 센프란시스코회의(1945.4.25.~6.26.）가 개최될 때 김용중은 The Voice of Korea를 대 

표한 언론인으로 방청하며 한국 독립을 위한 선전 ·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이승만 

이 얄타밀약설을 제기하여 미 · 소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자 이를 해명하고 카이로선언에서 나타난 전후 

한국의 독립을 확인받는 데 앞장섰다. 

해방 이후 김용중은 한국사정사를 자주적인 국가수립과 중립화통일운동, 그리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중 

심 단체로 만들었다. 먼저 김용중은 해방 직후 한국이 미 · 소에 의해 분단체체로 들어가려 하자 38선의 즉 

각적인 철폐,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 국가 재건을 위해 미 · 소 측 인시를떠H제한 외국인 고문의 초빙, 미소 

의 한국주권과독립성 및불가침의 보장등을주장하였고새로수립될 임시정부는해외에서 귀국한인사를 

배제하고 일제 하에 국내에 남아 였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용중은 1947년 6월 16일 미국으로 건너간 지 31년 만에 해방된 한국에 개인자격으로 방문했다. 한국 체 

류시 그는 당시 중도노선의 입장에서 좌우합작을 통한 국가건설에 주력하던 여운형과 연합회의 한시대 · 김 

호 등을 만났고 미 군정의 수반이였던 하지 (John R. Hodge)도 만나 독립된 자주국가수립을 위해 힘썼다. 그 

런데 만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던 여운형이 7월 19일 암살되자 살해 위협을 느낀 그는 7월 22일 다시 미 

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주간의 한국 방문은 그에게 해방 정국의 한국 실상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 주었 

댜 그러한 경험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에 돌아온 김용중은 한국문제를 국제화시켜 해결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1953년 4월 9일 국제연합 

중립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북한이 하나가 된 통일정부의 수립과 그 중립권을 보장하며, 미소 양군 

의 철군과 한국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담은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승만 집권시기 김용중은 

반仮)이승만 세력으로 분류되어 공산주의자이자 친북인사로 낙인 찍혔다. 이런 때에 그는 한반도 중립화 

통한 평화적인 통일과 이승만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 4 · 19 혁명으로 한국사회가 일시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자 김용중은 남북의 정부 당국자에 

게 민족 내부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한 중립화 통일론을 촉구하였다. 즉, 남북협상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 

거로 통일정부를 이루어 한반도를 중립화시킬 것을 주장하며 민족 내부의 자주적인 노력을 중시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넌대까지 박정희 정권시기 김용중은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하며 중립화 통 

일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 12월 그는 박정희와 김일성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중립 

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주장은 김용중의 통일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4 · 19혁명 시기 때 이미 

제시한 것이었지만 이전에 제기했던 유엔과 중립국위원단의 역할 조항은 빠지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나 

서서 중립화된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즉, 더 강력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서의 중립화 

통일방식을 제시한 것이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이 회신(1965.1.8. ）을 통해 이를 적극 수용하고 공세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이후부터 김용종은 북한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북한과의 교류는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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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의해 친북공산주의자로 낙인되는 빌미를 제공하여 한국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반공주의 노션 

을 걷고 있던 재미한인사회의 주류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김용중은 자신을 도와 통일운동을 추진해 오던 로광욱과 함께 1972년 조국통일재미촉진위원희 

(Committee in the U.S.A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를 결성했다. 그의 마지막 통일운동 시도였다. 

위원회의 조직은 의장단에 김용종 · 임창영(전 유엔대사) · 전규홍(전 총무처장관) · 강용홀(The Grass Roof, 

East goes West의 작가) · 주영한(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이였고, 위원장은 로광욱이 맡았다. 참가자 모두 

지식인층이자철저한반공주의자요친미적 성향의 인물들이었으나북한이 주장한자주적인 평화통일과주 

체사상을그대로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때에 한국정부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여 남 

북간의 교섭을 시작하자 김용중을 비롯한 재미한인들의 노력은 한국정부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1960넌~70년대 김용중은 중립화 통일운동을 병행하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섰다. 5·16 군사 쿠 

데타가 발생하자 즉각 항의성명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의 처형에 대해 박정희 

와국제언론연맹에 강력히 항의하는서신을보냈다. 이러한그의 노력은한국의 민주화를위해 박정희정권 

의 장기 독재와 반민주적 행위를 격렬히 비판하고 미국정부의 박정희정권에 대한 원조중단과 주한미군철 

수 등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런 그의 신넘은 "미국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라는 글에서 미군을 인질로 삼아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을 더 이상 미국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데서 잘 드 

러나고있었다. 

한국사정사는 김용중의 별세 (1975.9.6.）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의 활동에 대해선 당시 한국의 박정 

희정권을 비롯해 반공 · 친독재 · 반민주(反民主)의 각종 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혹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아 

야 했으므로 정당한 평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2000년 김용중이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 

장 애족장이 추서됨으로써 그의 활동상이 재평가되고 인정받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정사를 통한 김용 

중의 활동은 당시 워싱턴지역을 비롯한 재미한인사회 전체에 조국의 실상을 바로 알게 해 주었을 뿐만 아 

니라 한국현대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맺음말 

일제시기 재미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거론하며 선전 ·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일은 오 

늘의 시대와달리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나라 없는민족으로서 한인 스스로의 안위(安危)마저 보호받을수 

없는 처지인 데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국문제라는 것이 털끝 만큼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한국문제에 대해 관심을갖기 시작한때는 1941년 12월 7일 미일전쟁이 발 

발한이후부터였다. 이때부터 미국정부는그동안일제식민통치에항거하고새로운독립국가를수립하려는 

한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수립 

한 대한(對韓)정책이란 태평얌전쟁 종전 후 미·영·종·소에 의한 신탁통치구상이였고, 오랫동안중국에서 한 

국독립운동을 대표해 온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선 끝까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재 

미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매우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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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를 통해 볼 때 일제시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개한 한인독립운동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그 성패를 떠나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닌 활동이었다. 워싱턴 DC 지역을 둘러싸고 한 

인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추진했거나 혹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간에 이들의 활동 

은 바로 한국 독립을 위한 미주한인들의 피땀 어린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무대 

에서 당당한주권국가로 설 수 있게 된 데는과거 재미한인들의 이런 강인한독립정신과한국독립을 위한 

놀라운현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인식할때 향후더욱정당한평가를축적하기 위한노력이 워싱턴 이 

외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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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권지역 한인 의식 및 실태 조사 
(A Survey of the Washington DC Korean Community: Pre— and Post-Migration Perspectives) 

내용요약 

미국 수도권지역 한인 의식 및 실태 조사는 2002년에 버라이전 전화회사 인명록에 등록된 2만 4천 한인 

가구 중에 1천 2백 가구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영문과 한글 설문지를 우송하고 전화를 

걸어 조사작업에 참여해 줄것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호구조사와 함 

께 이민 전과 이민 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 관한 한인들의 배경을 묻는 70여 개의 질문들로 구 

성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워싱턴지역 한인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동화와 적응도를 보이 

고 있었으며, 2세들은 1세들에 비해 더 높은 동화와 적응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1세들도 미국에서 생활하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동화와 적응도를 보였다. 1세와 2세가 

모두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높은 동화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 문화, 사회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화와 적응도를 보여주였다. 

머리말 

미국 수도권지역 한인 의식 및 실태조사는 이 지역 이민 100주년 기넘사업회의 10대 기넘사업 중 하나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실시되였다. 이 조사 사업은 이민 100주넌 기넘사업회가 한미동포재단으 

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2세 

포함한 이 지역 한인들의 이민 전 생활 여건과이민 후 미국생활적응정도와동화상태를파악하여 한 

인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과자료수집 

조사탑 지난 2002년 9월 한인이민 백주년 기넘회 수도권지역 부회장 재영창의 발기로 활동을 시작한 조사 

팀은 사회학자 권오균이 기술적인 부분을, 재영창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을,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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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이상민과 임성우가 자료수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네 명의 

조력자들이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독려진희를- 걸어 조사작업의 진행을 도왔다. 

응답자 표본: 조사에 필요한 수도권지역 한인거주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은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화회사(버라이전)의 가입자 명부를 참고하였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 지역 전화가입자 명단을 

확보한 다음, 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100여 개의 고유 성씨를 이용하여 2002년 10월 현재 2만 4천여 가구 

의 한인가구주 명단을 뽑았댜 버라이전사에 의하면 이 명부에 등록되어 였는 가입자의 수는 이 지역 가구 

수의 약 95% 이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명부에 수록된 한인 가구 수 2만 4천 가구에 가구당 평균 거주 

자 3.7명을곱해 이 지역에 한인들이 약 8만 9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음을추정할수 있었다. 또한명부에 누 

락되었다고 추정되는 5%(4,700명)를 합하여 93,700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 

였다. 이렇게 추정된 한인 인구 수를 2000년 미국 센서스 결과(85,529명)와 이 지역 한인 인명록(한인록)에 

나타난 한인들 인구 수(약 92,000)를 교차 비교한 결과, 버라이전사 명부에 등록된 한인의 수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버라이전사 명부에 등록되었던 8만 9천 명 중에 1,200명(이 지 

역 전체 한인 수의 약 1,4%）을 워싱턴 DC,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인구에 

비 례하게 무작위로 추촐하여 응답대상자 명단(표본)을 뽑았다. 

응답률: 조사팀은 선발된 1200명 중에 약 50%(600명)의 응답률 확보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03년 11월 말 현재 303명 (25,3%）의 응답지를훌E보했다. 이들 1200명의 조사대상자들 중에 주소이전 및 전 

회불통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150명 (12,5%）을 뺀 나머지 대상자들만을 조사에 포함시 켜 응답률을 계 

산하면 약 29%에 달한다. 전체 응답률이 50%를 넘 지는 않으나, 응답자의 수(303명)가 통계처 리를 하는 데 

적지 않은수이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확보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한인 인구 및 호구 구성과 센서스 누락률 

호구 구성: 수도권지역 한인 의식 및 실태 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지역 한인의 인구 규모와 

호구 구조를 알아보는 일과, 미국 정부가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인구조사작업(센써스: census)에 

한인인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교차 점검해 보는 일이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한인 한 가구당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구 규모)는 3.7명으로 집계됐다(가구 주의 평균 연령은 48세). 이 

결과는 지난 2000년 미국 인구조사결과에 나타난 한인들의 가구당 규모(3.4명)에 비해 약간 큼을 알 수 있 

었다(차트 1-1). 

미국 인구조사 누락률: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많은 한인들이 지난 2000년 실시한 미국인구 

워싱턴지역 한인사 - 459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응답자의 약 2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미국인 

구조사가 실시될 당시 워싱턴지역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인구조사에 찹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고 대답해 이 지역의 많은 한인들(약 23,425명 정도)이 미국 인구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댜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누락률(21.5%）을 적용해서 2000년 3월 미국인구조사가 실시됐던 당 

시 이지역의 실제한인인구를추산해 보면 적어도 108,954명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추정할수 있 

다(워성턴DC 지역의 한인인구 누락률 적용 공식: X - 0,215x = 85,529: X(실제 이 지역 한인인구 추정치) = 

108,954). 한인들의 미국 인구조사누락률이 이처럼 높다면,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한인들이 비슷한 

인구조사 누락률을 보인다면,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지난 2000넌 실시된 미국 인구조 

사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전국 한인인구 누락률 적용공식 : x — 0.215x = 1,070,000: X(실제 미전 

역 한인인구 추정치) = 1,360,000). 이 누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0년 미국 인구조 

사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인구는 107만 명을 훨씬 넘는 약 136만 명 이상이 었음을 알 수 있다(차트 

1-2). 여기에 모든 인구 및 호구조사에 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서류미비자(센서스국 추산 한인 서류미비자 

수: 약 18만 명)를 합하면 지난 2000년 3월 센서스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미국 내 한인인구는 154만 명 정 

도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표 1-1). 

평균 이민연령과 이민 전 거주지역 미국 수도권지역 한인들의 평균 미국 거주 기간은 약 17년 정도 

로아직은상대적으로젊은이민자들임을말해 주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대부분의 한인들은 

(약 96% 이상) 이민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도시에 거주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한 웅답자들 중 약 70% 

정도는 이민을 오기 전에 한국의 수도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대답해 이 지역의 대부분 한인들은 한국의 

도심지역에서 이주해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거주 신분: 이번 조사에 의하면 또한 워싱턴 DC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중에 미국시민 비율은 한 

인 전체인구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58.1%로 나타났다. 즉,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미국시민이 된 비율은 지난 

2000년 미국 센서스에 나타난 전(全) 미국 거주 한인의 시민권자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수를 15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약 8만 7천 명 정도만이 잠정권이 

주어지는 미국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은 한인들의 대다수(비시민 

권자의 69.8%: 전체 응답자의 29%）는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당수의 응답자들 

(비시민권자의 24.6%: 전체 응답자의 10,2%）도 합법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들(비 

시 민자의 5.6%, 전체 응답자의 2,3%）은 기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 역 한인들의 거주 신분 

보면 참정권이 주어지는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는 였지만 전체 한인사회의 규모가 작 

어 아직은 미국의 주류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표 1-3 와 1-4), 

교육수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민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한인들의 교육수 

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들 중에 33.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전체 응답자의 25,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마쳤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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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중에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결과는 또한 이 지 역 한 

인들의 교육수준이 미국인 전체의 교육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 

에 비하면 그리 탁월하게 높은수준도아니다. 예를들어 지난 2000넌 미국센서스는중국계 미국인들의 약 

52% 그리고 인도계 미국인들의 약 64% 정도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였다고 밝히고 있다(표 1-5), 

1세와 2세의 비율: 한인들의 비교적 짧은 거주 기간을 반영하듯 아직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고 였는 2세와 

1.5세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3년 현재 2세나 1.5세로 독립된 가장을 이루고 있는 응답자의 비 

율이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12.2% 정도 되었다. 한인 2세들의 비율은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유입정도와 

이민역사의 길이에 따라달라질 전망이지만상대적으로낮은 2세의 비율은한인사회가아직도 1세 위주의 

이민사회임을 말해주고 있다(표 1-6). 

표 1—1. 2000년 미국 센서스 참여 여부 

2000년도 인구조사 참여비율 응답자수 비율(%) I 
조사대상에 해당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 I 224 73,9 

II 조사대상에 해당되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I 
65 21.5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2000넌 이후 이민) 14 
I’ 

4.6 

합계 303 I 100 i 

표 1—2. 이민오기 전 거주지역 표 1-3. 미국시민자 비율 

1이민 전 거주지역 
I 

1서울 
! 

I 
경기도 

응답자수 I 비율(%) 
189 69.5 

I 미국시민자 비율 I 응답자 수 
미국시민 

비시민 

I 합계 

비율(%) 

176 58.1 

127 41.9 

303 100 

비율(%) i 전제설문참여자대비(%) 

69.s I 
24 6 I 

’ 

5,6 I 

29.0 

10.2 

。。。
1 

天
,
'

7 

126 

표 1—4. 비시민권자들의 거주 신분 
I ; 1 
미시민의 거주선분「응답자수1 
영주권소유자 I 88 I 

I ' 
합법비자소유자 31 I , 

기타 

합계 

2.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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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교육을 받은 정도 

교육을받은정도 응답자수 비율(%) 

초등학교졸업 I 2 0.7 

I 중학교졸업 13 4.5 I 
’ 고등학교졸업 I 67 23.4 

전문대학교졸업 33 11.5 

4년제 대학교졸업 97 33,9 

1 대학원(석사)졸업 31 I 10.8 I 

I 대학원(박사) 졸업 43 15.0 

합계 I 286 100.0 

표 1-6. 1세와 2세의 비율 

응답자의세대별분류 I 응답자 수 | 비율(%) 
1세 대 (1st Generation) 266 I 87.8 

: 2세나 1.5세대 (2nd or 1.5세) 37 12.2 

l 합계 303 100.0 

2. 정치적 적응과 동향 

낮은 정치참여도: 미국 수도권지역 한인들의 정치찹여정도는 대체로 낮았다. 한인들의 낮은 정치참여도 

는참정권이 주어지는시민권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낮은데 주원인이 있기도하지만, 조사결과에 의하 

면 미국 시민이 된 한인들의 정치참여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시민이 된 응답자들 중에 과반수 

에 못미치는 46%만이 선거에 항상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시민이 된 한 

국계 미국인들도 미국의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리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표 2—1). 

선별적 정치참여: 하지만 이 지역 한인들은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익과직결되는부분에 관해서는적극 

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 

여는 대다수의 응답자(77%）들이 찬성하고 있었고(차트 2-2와 표 2-2), 또한 현재 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 

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꽤 많은 응답자들(36%）이 미국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56%）은 우리 문회를- 보전하고 모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주 

류사회에 진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결국 한인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모 

국에 대한 관심과 미국사회에 대한 관심을 함께 양립하여 가지고 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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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와 미국사회에 관한 관심과 견해: 대다수의 한인들은 또한 미국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한인회’와같은민족중심의 정치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었다. 이는한인들이 미국주류사회의 정치 

조직에 직접 가담하기가 어렵고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인회와 같은 민족중심의 정 

치기구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한인들이 미국 안에서 민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조 

직되는 정치기구들의 대표성과 효율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중심의 정치조직을 통해서 주류 

사회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2—4). 한국과 미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정치와미국의 정치 중어느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라고묻는질문에는약 3분의 1에 해당하는응 

답자들(30.4%）이 양국의 정치에 모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5분의 1(22.4%) 정도의 응답자들은 한 

국정치에, 그리고 약 3분의 1(31.4%）정도의 응답자들은 미국정치에 더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표 2-5). 

모국통일에 관한 견해: 모국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91.4%）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중에 "즉각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통일희망 

자들은 10명 중 4명 (39.7%) 정도였고, "통일을 희망할 뿐"이라고 소극적으로 통일을 주장하는 응답자들이 

과반수를 넘 었다(51.7%). 적지 않은 응답자들(8.6%）은 현재의 분단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 아직 

도 모국의 통일에 대한 한인들의 견해는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6). 

통일방법과 북한에 대한 견해: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80.3%）이 자유민 

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원하고 있었으나, 약 10분의 1에 해당 

하는 응답자들(10%）은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들(9.3%）은 체제를 논 

하기 이 전에 남북이 먼저 결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통일문제와 아울러 북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에는 대다수(84.9%）의 응답자들이 공산경제체제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은 반대하지만 복 

한 국민들에게는 한겨례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해 많은 한인들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연대감을 더 보여주고 였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이상(11.7%）은 북한을 적국(敵國)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2一8).

선호하는 정치정당: 놀랍게도 4분의 3 정도의 많은 응답자들(75.5%）이 한국의 정치정당 중에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약 3분의 1 정도의 응답자들(35.1%）이 미국의 정치정당 중에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양국에 선호하는 정당이 였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는 설문조사가 진행 

되던당시에 야당이지만가장세가크며 보수주의적 성향을보이고 있던한나라당(15.2%）을, 그리고미국에 

서는 민주당(39.9%）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표 2_9 와표 2一10). 이 결과는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에 

서만볼수 있는특이한 현상인지 모르나 지금까지 알려졌던 한인을 비롯한아시안들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 

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였었다. 응답자들 중에 실제로 지난 2000년에 

실시한선거에서 지지했던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비율을보면, 현재 직무를수행하고 있는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 (28.9%）보다 민주당의 앨 고어 당시 부통령 (46.6%）을 더 지지했다고 밝혔다(표 2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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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민권자 중 선거참여 비율 

시민권자종선거참여 비율 I 응답자 
: 
I 비율(%) 
I 

항상참여함 78 45,6 

I 종종참여함 41 24.0 

잘참여하지 않음 22 12.9 

전혀 참여하지 않음 30 17.5 I 

I 합계 171 100.0 

표 2-2. 이중국적에 관한 견해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응답자수 비율(%) 

긍정적으로수용할것 230 I 76.7 

수용하기 어렵거나부정적임 26 I 8.7 

잘 모르겠음, 아직 확실한 견해를 가지 기 어 려움 44 14,7 I 
합계 300 100.0 I 

{ 

표 2-3. 한인사회의 당면과제 

i I 현재 한인사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응답자수 I 비율(%) 

미국문희를 익히고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일 106 35.6 

[ 한국문화를 잘 보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일 17 5.7 

I 모국의 통일을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 4 1.3 
§ 

위의 세 가지 사항모두동일하게 중요함 166 55.7 

:기타 5 1.7 

I 합계 298 100.0 

표 2-4. 한인회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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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과 미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비교 

표 2-6. 모국의 통일에 대한 견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계 

표 2구. 선호하는 통일방식 

표 2—8. 북한에 대한 견해 

표 2-9. 선호하는 한국의 정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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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선호하는 미국의 정치정당 

선호하는 미국의 정치정당 응답자수 I 비율(%) 
공화당 67 23.3 

민주당 115 39,9 

기타(제3정당) 5 1,7 

선호하는정당이 없음 101 35.1 

합계 288 100.0 

표 2-11.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한 후보 

미국의 지난대통령선거 때 지지한후보는? 응답자수 i 80 1 I 조지 부시 현 대통령 

앨고어 

I 랄프네이더 

지지한후보가없었음 

합계 

3. 경제적 적응과 동향 

i 129 

3 

65 

277 

비율(%) I 

28.9 

46.6 

l.1 
I 

23.5 I 

100.0 

비교적 높은 개인및 가구당 종합소득: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민생활에 있어 가장 중 

요하다고 할수 있는 경제적적응을 비교적 잘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경제적 적응도의 기본지표가 되는 연간 

개인소득과가구당종합소득에 있어서 이 지역 한인들은미국의 전체평균보다월등히 높았으며, 타아시안 

이민자들의 평균소득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303명 중에 280명만이 개 인소득과 가구당 종합소득을 밝혔는데 그들의 연간 개인소득 중 

간값(median)은 47,500불로 나타났고, 가구당 종합소득 중간값(median)은 80,000불로 나타났다. 이는 지 

냔 2000년 미국센서스에 나타난 미국인 전체의 연간 개인소득 중간값($26,000)과 가구당 종합소득 종간값 

($51,200)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다. 

이 번 조사에 나타난 한인들의 연간 소득은 동양계 이 민자들의 연간 개 인 및 가구당 종합소득수준에 비해 

서도높았다(표 3―1과표 3一2). 예를들어 동양계 이민자들중에 개인 및 가구당종합소득이 가장높은 인 

도계 미국인들의 연간 소득(연간 개인소득 중간값: $30,000, 연간 가구당 종합소득 중간값: $75,000)보다 

도 이 지역 한인들의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 이 지역 한인들의 평균소득이 타 지역 한인들의 평균소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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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지난 2000년 센서스에 나타난 한인들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음 

을짐작하게했다. 

세대 간의 소득비교: 세대 간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1세 응답자들보다는 2세 응답자들이 훨씬 더 높은 소 

득을 올리고 있었다. 2세 세대주들의 연평균 개인소득과 가구당 종합소득은 1세에 비해 약 20,000불 가량 

이 높았다. 또한 이 지역의 1세와 2세 세대주들의 연간 개인 및 가구당 종합소득은 공히 지난 2000년 센서 

스 결과에 나타난 한인들의 연간 개인 및 가구당 종합소득에 비해 훨씬 높았다(쎈서스에 나타난 한인들의 

중간값: 개인 $20,000, 가구당 $50,000, 표 3-3과 표 3一4),

직업의 종류: 직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미국수도지역의 특성을반영하듯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많이 가지 

고 였었으며 전문직 종사율도 상당히 높았다(1세의 전문직 종시율-: 34%, 2세 : 49%, 표 3一6).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에 비해 자영업비율이 높은한인들의 직업형태는수도권지역에서도 예외가아니었다. 

1세의 4할 이상(41%）이 그리고 2세의 2할 이상(24%）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한인들의 높은 자영업종사비율은 이민 전에 비교적 낮았던 자영업종사비율(11.8%）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음을 알수 있었다(표 3_5 와 3-6). 이는 다른 말로 한인들은 자영 업종사에 종사함으로 미국사회 

에서 경제적 적응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직 업 만족도: 대부분의 응답자들(83.5%）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였었고, 1세보다는 2세들이 더 현재의 직 

업에 만족하고 였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역사가 길어지고 세대가 넘어갈수록 후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안정도도 높아짐을 말해 주었다(차트 3—7). 

사회계층 소속감: 한인들의 경제적 적응에 였어서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36%）이 

이민 오기 전부터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다(표 3-5). 그들의 이민전 직업이 말해주고 있듯이 사회경제적 계 

층의 소속감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81.9%）은 이민오기 전에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었 

다고응답했다. 이러한사실은또한근래 한인들의 이민경향이 가난한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이민을오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였던 사람들이 더 높은 경제적 기회와 정신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 이 

민을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표 3—8). 

이민 오기 전에 누리던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 이민 후에도 지속되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응답 

자들(68.4%）이 이민 온 후에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중산층 이상에 속한다고 대답했다(표 3-9). 이 

러한 현상은 도한 최근에 이민 오는 한인들이 비교적 빠른 경제적 적응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민을오기 전에 이미 이민후정착을할준비가어느정도되어 있었음을말해주고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이민 오기 전의 중산층 소속 비율에 비 

해 낮았다(이민 후: 68.4%; 이민 전: 79.1%). 이민 온 이후에 자신의 사회계층 소속감을 상류층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이민 전의 4.2%에 비해 2.4%로 낮았다(표 3-8 과 3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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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 두고온 재산과 송금율 및 저축율 : 조사결과는 또한 4할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한국에 정기적 

으로 송금을 하고 있으며, 약 2할 이상(2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어 경제적 활동 면에서 두 나라를 넘나드는 현상(transnationalism) 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였음을 말 

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울러 이민을 오면 모국을 등지게 된다는 전통적인 이민생활이나 모국관에도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표 3—10 와 3—11). 

연평균 개인/가구당 수입대비 저축율과 주당 노동시간: 지금까지 보아온 매우 긍정적인 경제활동 

지표들과는 달리 이 지역 한인들은 소득에 비해 저축율이 상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평균 7.5%) 주당 일하 

는 시간도 미국의 보통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평균 5시간이나 많았다. 이는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당 종합소득을 올리고 였더라도 미국의 주류사회 노동조건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한인들의 제반 노동조건 및 노후대책 등의 혜택을 감안해 보면 한인들의 소득이 그리 높은 것만 

은 아님을 알 수 있다(표 3—12). 

표 3—1. 연평균 개인수입 

i 연평균개인수입 
I (응답자또는가구주) 

25,000불 미만 

25,001불 ~ 40,000불 

40,001불 ~ 55,000불 

70, 001불 ~ 85, 000불 

85,001불 ~ 100,000불 

100,001불 ~ 150,000불 

150, 001불 ~ 200, 000불 

* 종간값: 47, 500불 

표 3-2. 연평균 가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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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응답자 수 | 비율(%) 
43 ! 15.4 

61 I 21.s 

53 ! 18.9 

32 

25 

11.4 

8.9 



표 3_3. 세대별 연평균 개인수입비교 

1 세대 $25,000 $25,000~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50,000~ $200,000 합계 I 

미만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50,000 $200,000 이상 

II 1세 41(16.7) 56(22,9) 51(20,8) 34(13.9) 12(4.9) 24(9,8) 19(7,8) 4(1,6) 4(1.6) 245(100.0) 

2세 2(5. 7) 5(14,3) 2(5.7) 4 (11.4) 5(14.3) 8(22,9) 6(17,1) 1(2. 9) 2(5,7) 35(100,0) 

합계 43(15.4) 61(21.8) 53(18,9) 38(13.6) 17(6.1) 32(11,4) 25(8,9) 5(1.8) 6(2.1) 280 (100,0) 

표 3-4. 세대별 연평균 가구수입 비교 

세대 $25,000 $25,000~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50,000~ $200,000 합계 

미만 $40,000 $55,000 $70,000 $85,000 $100,000 $150,000 $200,000 이상 I 
1세 18(7,2) 33(13.2) 46(18,4) 38(15.2) 29(11.6) 27(10.8) 33(13.2) 17(6.8) 9(3.6) 250(100. 0) I 

2세 。 1(2.8) 1(2.8) 5(13.9) 4(11.1) 10(27,8) 4(11.1) 7(19.4) 4(11.1) 36(100.0) I 

합계 18(6.3) 34(11.9) 47(16,4) 43(15.0) 33(11.5) 37(12,9) 37(12.9) 24(8.4) 13(4.5) 2s6(100.o) I 

표 3—5. 이 민 전 직 업분류 (기능별) 

정밀, 제조, 공예, 수선 

口又1
干켜 

4 
1.4 

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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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세대 간 직업 분류 (직업형태별) (%) 

i 세대 

1세 

2세 

합계 

샐러리맨 1 지방정부 I 
I 

직원 1 

I 

I 4(1.6) 

1(2.7) 

5(1. 7) 

73(29. 3) 

20(54.1) 

93(32.5) 

주정부 

직원 

6(2.4) 

。

6(2.1) 

연방정부 

직원 1 

21(8. 4) j 102(41. 0) 5:I 
26(9.1) I 111(38. 8) 

자영업 
n"0 

人학
 

부
 
주
 

어
口
 

저
」
 

기타 

l4(5 6) I 7(2 8) I 11(4 4) I11(4 4) I 249(100 O) 

1(2. 7) 11(2. 7) i 0 O 37(100. 0) 

15(5.2) 8(2.8) 1 11(3.8) 111(3.門 286(100.0) 

口지 
干디 합계 

표 3-7. 직업 만족도 

\ \ 
134 I I \ I 

i 11 

L~73 J 100.0 

I 직업만족도 
I 매우만족함 

만족함 

만족하지못함 

전혀 만족하지 못함 

I 
i 합계 

天
天

劍
( 

율
 

· 
닙
 

34,4 

49.1 

12.5 

4.0 

표 3-8. 이민 전 사회계층 소속감 

1 이민 오기 전 사회계층소속감 I 응답자수 
: 하류층 

중하류층 

>근노츠 
건「7To 

I 비율(%) 
9 

53 

155 

3.0 

17,9 

51.2 

표 3-9. 미국에서 사회계층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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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연간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수 

연간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수 I 응답자수 
전혀없음 

500불 미만 I 
I 

501불 ~ 1, 000불 
I 

; 1, 001불 ~ 3, 000불 

I 3,001불 ~ 5,000불 

5,001불 ~ 10,000불 I 

10,001불 이상 

1 합계 

표 3기1. 한국에 두고온 재산의 유무 

三] 있는(도는 두고온) 재산의 유무 

I 있음 
어 0 
닌古 

합계 

표 3-12, 연간 가구당 저축율 

174 

28 

29 

23 

17 

8 

3 

282 

연간 가구당 소득대비 저축율 응답자수 

전혀 없음 55 

5% 미만 64 

5% ~ 10% 
\ 

69 

10% ~ 15% 33 

II 15% ~ 20% I 20 

I 20% 이상 40 

합계 281 

*중간값 : 7.5% 

4. 사회적 동화와 적응정도 

I 

비율(%) 

61.7 

9.9 

10.3 

8.2 

6.0 

I 2.8 I 
l.1 

100.0 

65 

228 

293 

비율(%) 

19,6 

22,8 

24,6 

11,7 

7.1 

14.2 

100.0 

i 

' 
I 

I 

I 

한인들의 사회적 동화와 적응정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 스스로 판단한 영어실력, 비한국 

계 미국인 친구의 유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하는 언론매체, 한국 TV프로그램 시청시 

간, 그리고 지역사회활동 참여여부등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지역 한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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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동화와 적응정도는 짧은 이민연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적응의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이민경륜이 오래된 사람들과 2세에 가까운 한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동 

화와 적응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민경륜이 짧은 많은 1세들은 비교적 낮은 사회적 동화와 적응을 보이 

고있었다. 

이민경로와동기: 우선 한인들의 미국 내 사회적 동화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줄수 있는 이민경로 

와 이민의 동기를 알아보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한인들의 대다수는 가족초 

청 (35,3%）과 취업 (29,4%）을 통하여 이민을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유학(16.5%), 결혼 

(7.3%), 그리고 여행 및 방문(6,3%）등 일시적 체류비자를 가지고 우선 입국했다가 영구정착의 과정을 밟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지역 한인들은 가족초청, 취업, 유학등과같이 미국사회에 비교 

적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이민경로를 밟고 있어 사회적 적응과 동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 

였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주로 택하고 있는 이들 이민경로들은 이민을 오기 전에 미국사회에 대한 기본지 

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표 4—1). 

이민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동기: "자녀에게 더 나은교육의 기회를주기 위해서”(16,8%）, 도는"더 나 

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 (15.2%), 또는 자신들의 "더 나은 성장과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서” (21.5%) 

등, 흔히 알려 진 이유로 이 민을 결정했다고 답하고 있었으나, 응답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24,6%）은 "외 

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펄처보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민을 결정했다고 대답해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새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였는 한인들은 미국에 이민을 온 후에도 자신들이 설정 

해 놓은 동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거나 미국 주류사회의 이넘을 빨리 받아들여 사회적 적응 

이 상대적으로 빠름을 알수 있었다(표 4-2). 

이민생활 만족도와 영구귀국에 대한 생각: 이러한 현상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대다수 한인들은 자신이 결 

정한 이민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거나(39,3%） 고런대로 만족하며 (51,8%）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의 높은 이 

민생활 만족도가 말해주듯이 대부분 한인들(71,6%）은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영구히 미국에서 살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응답자들(28,4%）도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계획(6,6%）을 가지고 있거나 영구 

귀국을 고려하고(21.8%)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1세가 보여주는 심리적 불안과 경계성 (marginality)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영주를 하더라도 모국의 문화를 잊지 못하는 1세들의 심리상태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표 4-3과 4—4). 또한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민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난 후에는 모 

국에서 여생을 즐기 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집계들에 의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 역이민을하는사람들의 수가한해에 약 5,000명 정도가되고 있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정도: 이민생활의 어두운 부분인 인종자별 문제에 관해서는 약 4분의 1(24.1%）에 해 

당하는 응답자들은 전혀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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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했거나(57.2%), 확실치 않다(18.4%）고 대답하여 한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 

은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살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표 4-5). 

모국 텔레비젼 프로그램 시청률: 지난 90년대부터 급속히 확대된 모국 TV방송프로그램의 보급은 미국 

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명암을 동시에 안겨주는 선물과도 같다. 한국어로 된 모국방송프로를 시청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미국생 

활에 필요한 언어와 미국문화 습득을 어렵게 해 동화를 늦추고 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약 4분의 1(23.6%）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전혀 모국방송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하는 응 

답자들은 적게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까지 모국방송을 시청하고 였었다(표 4-6). 

이 결과는 대다수의 한인들이 한국어 방송매체를 통해 모국의 문화를 접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이중적인 삶 

을 영위하고 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였다. 

지역사회 참여도: 한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물어보았다. 대다수 

의 응답자들(84%）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였지 않았다. 하지만 꽤 많은 한인들(78.3%）은 적게는 50불에서 

많게는 5,000불 이상까지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해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회출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출석교회에 하고 

있는 현금이 포함되어 였어 한인사회 이외의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나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지를 알기는 힘든 상태다. 자원봉사에 찹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46명 (16%）의 한 주 평균 봉사시간은 11시간 

38분 정도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였는 응답자들의 수는 적은 대신 봉사참여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에 찹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7과 4—8). 

학부모-교사회 (PTA) 참여율: 또 다른 사회참여 척도의 하나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215명에게 

학부모-교사회의(PTA)에 참여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들 중에 PTA에 적극 참여하고 였는 사람들의 비 

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46%). 이는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한인들의 이미지와는 다르지 

만, 영어구사능력이 낮고 자영업 종사율이 높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찹여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표 4—9). 

영어구사능력과 미국친구의 유무: 미국사회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사 

회참여와 동화정도가 그들의 영어구사능력과 어느 정도 직결되어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약 4분 

의 1에 조금 못미치는 응답자들만(23%）이 영어 사용에 문계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었고, 집에서 주로 영어만 

사용하고 였는 응답자의 비율도 14%에 지나지 않아,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영어구사능력이 낮음을 알 수 있 

였다(표 4一10).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친구들이 거의 한국사람들이며, 한국사람이 아닌 미국친구들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9,4%）은 매우 낮았다(표 4-11). 

자신과 자녀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녀들의 한글습득에 관한 견해: 한인들의 동화정도를 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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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 하나의 좋은 지표는 갈수록 다문화적 (multicultural)색채가 짙어가는 미국사회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 

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들과그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민족적 정체성을가 

지고 있는지를 물어 한인들이 얼마나 미국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설문 응답자들 중에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46.8%）은 자신들을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50.8%）도 한국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한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보 

전하려는 의식이 비교적 강함을 알 수 있었다(표 4—12).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76.1%）은 자녀들이 “한국 

계 미국인(Korean-American)” 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표 4一14). 자녀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알아본 자녀들의 한글습득에 대한 견해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96.8%) 한글을 습득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미국에서 살게 될 자녀들이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도 모국어를 배우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표4一15). 

생활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하는 뉴스매체의 종류: 미국사회 동화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척 

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활용 능력과는 비례하지 않게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36,7%）이 미국 TV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신문(31.7%), 한국TV(8.3%), 미국신문(7.3%), 그리고 

인터넷(3.7%)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표 4—16). 이 같은 사실은 또한 한인들이 언어구사능력은 상 

대적으로 약하나 청취능력은 그리 나쁘지 않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매스미디어를 일상생활에서 쉽 

게 그리고많이 접하고 였음을알수 있다. 그리고응답자들중에 조사당시 인터넷을 정기적으로사용하고 

였는 사람들은 약 68,8%에 달해 많은 한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였었다(표 4—17). 

표 4—1. 이민경로 

이민경로 응답자수 비율(%) 

가족초청 107 35.3 

직업이민 89 29,4 

결혼 22 7.3 

교육(유학) I 50 16.5 

여하0 단 六1 바 0 亡口 I I 19 6,3 

I 기타 I 
15 

I 
5 

’ 합계 I so2 100 

표 4—2, 이 민을 결정한 주된 이유 

이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 ! 응답자수 비율(%) I II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갖기 위해 I 45 15.2 I 

자녀들에게 더 나은교육의 기희를주기 위해 I 50 16.8 

가족친지들과 함께 살기 위해 I 24 
\I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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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개인의 성장 및 교육의 기회를 위해 64 21,5 

1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21 7.1 

I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73 24.6 

부모를따라왔음 12 4.0 

기타 8 2.7 

합계 297 100,0 

표 4군. 이민생활의 만족도 

I 생활의만족도 1 응답자 A 
: 干 비율(%) 

매우만족함 119 I 39.3 I 

그런대로만족함 157 I 51,8 

만족하지못함 27 8,9 

합계 I 303 100.0 I 

표 4-4. 영구귀국할 계획 

I I 영구귀국계획 응답자수 닙]율(%) 

귀국할계획임 I 20 6.6 
I 

귀국할계획이 없음 
} 

217 II 71.6 

잘 모르거나 결정하지 못했음 66 21.8 

합계 303 100 

표 4—5. 인종차별적 행위를 당한 경험 

인종차별 경험 여부 I 응답자 수 I 비율(%) I 
! 

경험한적이 있음 
I 171 I 57.2 

경험한적이 없음 72 I 24_1 

잘모르겠음 55 18,4 

느끼고 의식할 수 있음 II 

I I 1 
I 

0.3 

합계 299 \ 100.0 

표 4-6. 한국TV 프로그램 시청 시간 

호무 프로그램 시청시간 (매주) I 응답자 수 I 비율(%) 
' 

二\\＼않음 I 107: 

23.6 I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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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서 5시간사이 

5시간에서 10시간사이 

10시간 이상 

' 합계 

72 

37 

18 

301 

23,9 

12,3 

6,0 

100,0 

표 4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 여부 응답자 수 I 비율(%) 

하고있음 46 16.0 

\ 안하고 있음 242 84.0 

I 합계 288 100.0 

표 4-8.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 (작년 한해) 

작넌 한 해 동안 지 역사회에 기부한 액수(한인사회 포함) 응답자수 비율(%) 

전혀 없음 62 21,7 

100불 미만 86 30.1 

100불에 서 1000불 사이 104 36.4 

1000불에 서 5000불 사이 30 10.5 

표 4—9. 학부모―교사회의 참여도 

학부모크고사회의 참여도 
III 응답 3자4 수 비율(%) 

항상참여 15.8 

1 종종참여 65 30,2 

간혹(어쩌다한 번씩) 참여 68 31.6 

전혀 찹여하지 않음 48 22,3 

표 4-10.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I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1 응답자 수 1 비율(%) 
거의영어를모름 I 11 1 3.7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한 정도 

일상 대화에 불편이 없는 정도 1 

117 

104 

96 
.. 
8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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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 | 64 I 21.s 

二: I1 30\ \\ 
표 4—11, 미국인 친구의 유무 

미국인친구유무 응답자수 비율(%) 

없음(모두한국친구) 98 32.7 

조금 있음(거 의 다 한국친구) 174 58.0 

거의 다미국친구들뿐임 23 7.7 

미국친구와 한국친구가 동일한 비율로 있음 I 5 1.7 I 
합계 

I 
300 100.0 

표 4-12. 개인의 민족적 정체성 

본인의 민족적 정체성 I 응답자수 비율(%)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 I 138 46.8 

힌국인(Korean) 150 50.8 i 

III 미 국인(American) 4 1.4 

I 기타 3 1.0 

I 합계 295 100.0 

표 4—13, 자녀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정체성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의 정체성 응답자수 비율(%) 

한국계 미국인 (Korean-American) 217 I 76.1 

한국인 (Korean) 58 20.4 

미국인 7 2.5 I 
기타 3 I 1.1 I 
합계 285 Ii 100.0 

표 4-14,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1 집에서 사용하는언어 I 응답자수 비율(%) 
영어만사용 I 9 3,3 

주로영어사용 29 10.7 
’ 

영어와한국어를섞어사용 I 6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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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로한국어 사용 
I 
I 한국어만사용 
: 

[ 합계 

98 

72 

272 

36.0 

26.5 

100,0 

표 4—15. 자녀들의 한글학습에 대한 견해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I 응답자 수 I 비율(%) I 

배워야한다 238 84.4 

I 어느정도동의한다 35 12,4 
I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한다 6 2.1 

확실한생각이 없다 3 1.1 I 

합계 I 
282 I 100.0 1I 

표 4—16. 가장 많이 사용하는 뉴스 미디어 
I 

첫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뉴스미디어 응답자수 비율(%) 

110 

한국TV 25 8,3 

I 미국신문 22 7.3 

[ 한국신문 95 31.7 

I 미국라디오 6 2.0 

한국라디오 10 3.3 

II{ 영어 인터넷 11 3.7 」!한국어 인터넷 21 7.0 

합계 300 100.0 

표 4—17. 인터넷 사용여부 

정기적인 인터넷 사용여부 응답자수 비율(%) 
’ 

정기적으로사용 205 68.8 I 

사용하지 않음 93 31.2 

합계 2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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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적 적응도와 동향 

한인들의 미국내 정착과장에서 가장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은경제활동 면에서는자영업 종사율이 타민 

족 이민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문화활동 면에서는 종교활동 참여도가 매우 높은 점이다. 따라서 한인들 

의 높은 종교활동이 미국문화에 대한 적응과 한국문화의 보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 이 번 설문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 

종교활동 참여율과 종교단체 소속감: 실제로 응답자들 중에 대다수(85%)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으 

며(표 5一1), 종교활동을 하고 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78.7%）는 개신교 신자였고, 나머지 약 2할에 해당하 

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17.4%）이거나 불교신자들(3.5%）이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수의 응답자(0.4%）들이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표 5—2). 

개신교 신자들의 교파 소속감 : 또한 개신교신자들 중에 약 절반 가량(49.5%）은 장로회에, 약 4분의 1가 

량은 침례회(24.5%）에, 그리고 10할이 조금 넘는 신자들(12.3%）은 감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표 5—3). 

종교활동 빈도: 한인들의 종교활동 빈도도 매우 높아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72.8%）는 일 

주일에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표 5—4). 

이민과 종교활동의 관계: 이민생활이 종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 

온 후에 종교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들(62.7%）이 

"더 열심히 찹여"하고 있다고 대답해 한인이 이민 온 이후에 종교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표 5一5),

교회의 단일민족적 성향: 하지만 이 지역 한인들은종교활동을 거의 한인끼리만하고 였어 한인들이 종 

교활동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동화하기보다는 같은 민족끼리 고립된 종교활동을 하고 였음을 알 수 였었다. 

종교활동 참여자들 중에 거의 모두(94.7%）는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표 5-6), 약 4분의 3에 가까운 사 

람들(66.8%）는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한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이민을 오고 있으며, 이민 오기 전에도 과반수 이상(57%）이 이미 

기독교(천주교 포함)를 믿고 였었음을 말해 주었다. 

조상에 대한 예(제사) 보전율: 또한 응답자들 중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56,4%）은 이민 오기 전에 차 

례나 계사를 지냈었다고 대답했는데(표 5-7), 이들 중에 이민 후에 전통적인 방법의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13,9%로 급격하게 하락했다(표 5-8). 하지만 이민 온 이후에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 

(51.6%）은 아직도 수정된 방법으로 조상에 대한 예를 지내고 있다고 응답해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이 이민 

과 함께 약화는 되었지만 사라지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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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종교활동 비율: 마지막으로 자녀가 였는 응답자들 중에 자녀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였다고 웅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분의 4를 넘 어 (81.6%) 2세들의 종교 활동 참여도가 1세보다는 조금 약하나 대다수의 

2세들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9). 

결론적으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에 소속되어 열심히 종교활~ 

을 하고 였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문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배타적일 정도로 

한민족만의 회중을 형성하고 한민족끼리만 종교활동에 찹여하고 있어 문화적 적응 정도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보이고 였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한국 전통의 민속종교를 이민 후에도 수정된 형태로 보 

전하고 있어 한인들의 민족문화보전이 낮지만은 않음을 알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와 동일한 종교에 소속감을 갖고 있어도, 한인들만의 종교활동을 통하여 민족적 유대를 강화시키 

고 있어 미국사회에 동화하는 것을오히려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할수 였다. 

표 5—1. 종교활동 참여율 

종교활동 응답자수 비율(%) 

’ 하고있음 256 I 85 

않하고있음 45 I 15 
I I l 합계 301 100.0 

표 5—2. 소속 종교 비율 

[ 소속종교 응답자수 I 비율(%) 전체설문응답자 대비(%) I 

개신교 203 I 78.7 67.0 I 
천주교 45 I 17.4 14.9 I 

불교 9 3,5 3,0 
i 

1 기타 1 I 0.4 0.3 

표 5—3. 종교활동 참여 횟수(1주간) 

종교활동참석빈도 응답자수 비율(%) 

I 일주일에 2회 이상 124 45.6 

어쩌다한번씩 참석함(매우드믈게) 1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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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一4. 이민 이후 종교활동 참여도 변화 

이민온이후종교활동참여 I 응답자수 

I 더 열심히 참여 

广첼샬三여하지않음 
’ 잘모르겠음 \ 
표 5—5, 회중의 인종분포 

168 

70 

30 

268 

표 5-6. 이민 이후 종교소속감 변화 

표 5-7. 이민전 차례나 제사를 지냈였는지? 

비율(%) 

62,7 

26.1 

11,2 

100,0 

표 5-8. 이민이후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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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수정된 방법의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지? 

이민 온 후 수정된 방법으로 차례나 제사를 드림 응답자수 1 비율(%) 
예 130 I 51.6 

’ 아니오 122 48,4 

합계 I 252 I 100.0 

I 미응답자 수 : 51명 (17%) I 

표 5—10. 자녀들의 종교활동 참여 여부 

1 자녀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I 응답자 수 I 비율(%) 자녀 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 

네 I 213 70.3 81.6 

아니오 I 48 I 15.8 18.4 

해당이 안됨(자녀 가 없음) I 42 13.9 
\ 

합계 I 303 100.0 100.0 I 

6. 연평균 가구수입과 세대별, 이민생활연도, 교육정도, 이민 전 생활배경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한인들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면의 적응과동화정도는한인들이 이민을온 이후에 미 

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편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였는 반면 아래에서 살펴볼 세대별, 이민생활연도, 교육" 

정도, 이민 전 생활배경과 경제적 적응정도의 관계는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동화 및 적응하는 정도가 

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워싱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민 세대가 더해 갈수록, 이민생활을 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교육을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민 전의 사회경제적 생활배경이 좋을수록 연 

간 평균 가구수입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6—1 참조). 

세대별 연간 평균가구수입의 차이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상당히 많은 1세(61,2%）와 2세 (94.4%) 가구 

들이 높은 연간 평균 종합수입($55,000)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였는데 , 1세 가구와 2세 가구 중에 높은 수 

입을올리고 있는 가구들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세 가구들이 무려 33% 정도나 더 많음을 알수 있다. 이 결 

과는 개인차는 있을지라도 이민세대가 진전해 갈수록 한인가구들의 연평균 종합수입이 많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민생활의 기간과 교육을 받은 정도 그리고 이민을 오기 전 사회경제적 생활배경의 차이 

에 따라 연평균 가구당 종합수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생김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사회경제적 특성 

들도 세대차이의 특성에 못지 않게 한인들의 가구당 연간 평균 종합수입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있는 좋 

은 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도표는 또한 이 네 가지 지표들 중에 이민 전 사회경제적 생활배경의 차이가 가구당 종합수입을 측 

정하는 데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고 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즉, 미국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한인들에 

게 연평균 가구수입을 결정해 주는 주 요소로 이민 전 생활수준이 중요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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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으며, 세대의 흐름과 이민생활의 길이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정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표 6크 연평균 가구수입과 세대별 이민생활연도, 교육정도, 이민전 생활배겅의 관계 

연평균가구수입 정도 I 
I 
I 

구별 
나六古0 

I 높음 I 합계 

세대 1세 ! 97 (38.8%) 153 (61.2%) 250 (100%) 

2세 I 2 (5.6%) 34 (94.4%) 36 (100%) 

이민생활연도 15년 이하 68 (54.0%) 58 (46. 0%) . 126 (100%) 

15년 이상 24 (16. 3%) I 123 (s3. 7%) 147 (100%) 

교육정도 I 고교졸업 이하 44 (40.4%) 65 (59.6%) 109 (100%) 

대학졸업 이상 I 48 (29.6%) 114 (70.4%) 162 (100%) 

’이민전생활배경 중산층이하 25 (41.7%) 35 (58.3%) 60 (100%) I 

중산층이상 74 (33.6%) 146 (66.4%) 220 (100%)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미국 수도권지역 한인사회의 인구는 지난 2000년 센서스에 약 

21.5%정도가누락되었고, 이 지역 한인들은경제활동영역에서는높은동화와적응를보이고 있으나,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화와 적응를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 내부에서는 동화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대별되어 있는데, 이민세대가 진전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이민 전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한 햇수가 길어질수록 연간 평균가구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사회에 동화 및 적응하는 정도가 이들 네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 

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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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WHSINGTON 

January 6, 2006 

I send greetings to all those celebrating Korean American Day. 

Our Nation is blessed by the diversity of our citizens. For more than 

a century, Americans of Korean heritage have strengthened our Nation 

through their achievements in all walks of life, including science, business, 

education, community service, athletics, and the arts. Korean Americans 

have also been a valuable part of our military, defending peace and liberty 

around the world. Through hard work, values, and devotion to community, 

Korean Americans set a positive example for others and advance the vitality 

of America. This observance i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Korean culture 

and the contributions Korea Americans have made to the United States. 

I applaud Korean Americans for sharing your history and heritage. Your 

efforts remind us all of the unique fabric that makes up our country and 

ensure that your values and traditions ar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Laura and I send our best wishes on this special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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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th CONGRESS 
1st Session 

S. RES. 283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and encouraging the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Day."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ctober 20, 2005 

Mr. ALLEN (for himself and Mr. DURBIN)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refen-ed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RESOLUTION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 to the United States and 

encouraging the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Day." 

卿屈詞 on January 13, 1903, the arrival of 102 pioneer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itiated the first chapter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as members of the early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conflict in Korea; 

獅恥r.euz in the early 1950s, thousands of Koreans, fleeing from war, poverty, 

and desolation, came to the United States seeking opportunities; 

顯.er.eaz Korean Americans, like waves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m, have taken root and thrived as a result of strong family ties, 

robust community support, and countless hours of har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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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ErE라z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invention of the first beating heart operation for coronary artery heart disease, 

development of the nectarine, a 4-time Olympic gold medalist, and achieve 

ments in engineering, architecture, medicine, acting, singing, sculpture, and 

writing; 

顯눕nz Korean Americans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Korean partnership; 

卿硏詞 the centennial year of 2003 marked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now more than 100-year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and 

顯.er.eus the Centennial Committees of Korean Immigration and Korean 

Americans have designated January 13th of each year as "Korean American 

Day' to memorialize the more than 100-year journey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Senate—-

(1) supports the goals and ideals of a "Korean American Day"; 

(2) commemorates the 103rd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

grants to the United States; and 

(3) encourages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A) share in such commemoration in order to greater appreciate the 

valuable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the United States ; 

and 

(B) to observe "Korean American Day" with appropriate programs, 

ceremonies,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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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山仙n빵뚜 
1st Session 

H. RES. 487 In the House ofRepresentatives 
December 13, 2005 

Mr. TOM DAVIS of Virginia (for himself, MR. RANGEL, MR. CAPUANO, and MR. ROYCE)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Government Relations 

Whereas the influence of Korean Americans may be observed in all facets ofAmerican life, including 
entrepreneurship, the arts, and education; 

Whereas on January 13, 1903, 102 pioneer Korean immigrants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initiating the 
first chapter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Whereas the centennial year of 2003 marked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Whereas Korean Americans, like other groups of immigrants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m, 
have settled and thriv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trong family ties, community support, and h詞
work; 

Whereas Korean Americans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marketplace; 

Whereas Korean Americans have invigorated business, churches, and academic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Korean Americans have made enormous contributions to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ted 
States; 

Whereas today, at least 4,000 Korean Americans serve in the Armed Forced of the United States, with 
approximately 25 percent of them currently serving in Iraq; and 

Whereas the Centennial Committees of Korean Immigration and Korean Americans have designated 
January 13 of each year as 'Korean American Day' to commemorate the first step of the long and 
prosperous journey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supports the goals and Ideals of a Korean American Day; 
(2) urges all Americans to observe Korean American Day so as to have a 
야eater appreciation of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the 
United States; and 
(3) honors and recognizes the 103rd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ttest: 

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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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D . C. 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건물 

◄ 1949년 10만 볼에 구입한 

첫주미한국대사관건물 

(현재 , 총영사판으로 사용) 

1950년 주마대사관 직원 기념사진 

(왼쪽부터 장지량 , 장성환 공군 무관 , 임명진 서기관 , 

한표욱 공사, 민영구 해군 무관, 박동진 서기관 , 장창국 육군 무관 

이성범 구매관) 



¢• .̀  · ` ’ 
·‘d 

、·̀ .d 

"- 1986년 8월 13일 워싱톤한인회관 

개관 기념 촬영 

(왼쪽부터 조한용 회장 , 오석봉 회장 

신필영 회장 , 박동진 대사, 이도영 회장 

계은순회장) 



... 
1988년 12월 30일 3,000여 명의 한인들이 워싱턴 D.C. ARMORY에서 송년잔치를 하는 모습 

(워싱톤한인회 주최:회장오석봉) 

w 



1989년 7월 4일 워싱턴 D . C . 에서 거행된 

D|국 독립기념 축하 행진 광경 

워싱톤한인회는한국전통문화(부채춤 , 농악 , 태권도등)를 

소개했으며 , 120여 개국의 각 단체들이 참여한 퍼레이드에서 

종합우수상을수상함 . 

(사진 맨 위 : 윤학재 , 홍은희 부부가 왕과 왕비로 분장, 

전통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과 함께 꽃차를 타고 

퍼레이드에 참여함) 



"' 1991 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거행된 제72회 대한민국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전주 공설운동장에 

워싱턴 축구 대표팀이 미주대표로 입장하고 있다. 

~ 제 8회 전미주한인체전 워싱턴 대회 개막식(1995년 6월30일) 



輯人史』 出版紀念

► 영문판 워싱톤한인사 출판 기념회에서 

최병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95년 10월 20일) 

... 첫 한글판 워싱톤한인사 출판 기념회 

(1994년 9월 7일 우래옥에서) 

◄ 영문판 워싱톤한인사 출판 기념회에서 

정세권 회장이 인사알을 하고 있다. 

(1995년 9월 18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 

► 정신대로 끌려갔던 김유신(가운데)을 

GEORGETOWN 대학에서 초청 , 

실상 설명회와 사진전을 가짐 

(1996년 9월30일) 

^ 워싱톤 지구 한인연합회의 최병근 회장과 임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WASHINGTON 대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 

(1995년 10월 일본 대사관 앞) 



~ 워싱턴 통합한인학교 초창가 학생들과 교사들(1974년 6월) 

◄ 워싱턴중앙복지상조회 창립식 



"- 1995년 완공된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 

~ 워싱턴 D.C.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변수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 (2003년 5월 10일) 

◄◄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인 변수(1861-1891)의 

무덤이 프린스죠지 카운티 루트 1 부근의 아엠데일 

카톨릭 공동묘지 한쪽에 외로이 서있다. 

1883년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는 

변수는 1887년 다시 워싱턴에 와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팍 

캠퍼스농과대학에 입학, 4년 후인 1891 년 졸업했으며, 

불행히도그 해 10월 열차사고로사망했다 . 

◄ 이만 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박윤수)가 1 년 6개월에 
거쳐 완공한 변수의 새 비석 



~ 워싱톤 지구 한인연합회와 한인교회 

협의회가 공동으로 모금한 카트리 나 

재해 성금 전달하고 있다. 

(우로부터 김영근 회장, 적십자 대표 

신동수 목사 , 조삼래 회장 

2006년 5월) 

► 2001 년 9 . 11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워싱턴 한인사회도 피해자 돕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문홍택 워싱톤한인 

연합회 회장이 성금율 미 적십자사에 

전달하고있다. 

W 우리 만족 서로돕기운동 

WASHINGTON D . C 

NATIONAL PRESS CLUB에서 

성금을 전달하는 초|제창 박사와 

유진벨 대표(1999 녀) 



-" 2003년 KOREAN FESTIVAL 에서 한승주 주미 한국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T 1995년 한국전 50주년 기념 공연 후 클린턴 대통령 , 이홍구 주미대사와 함께 한 한국예술원 단원들 



◄ 1890년대 초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 

(당시 2만 5천 불에 구입했으며 , 후에 일본 정부에 

단돈 5불에 빼았겼다.) 

T2002년 10월 구공사관 재매입 추진을 위해 

양성철 주미대사와 면담 후 공사관 건물 앞에서 

(좌 : 최제창고문 , 우 : 정세권 회장) 

◄ 재미대한부인회-워싱턴에서 

공사관 건물 재매입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열어 모금한 

금액을 미주한인재단에 전달함. 

(2004년 2월 11 일) 



~ 워싱턴지역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광경(제퍼슨 기념관 앞) 

1971 년 4월 4일 첫 예배가 시작된 이래 매년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a. 1952년 크리스마스에 와싱톤한인교회에 모인 한인들 



편집후기 

편찬위원장강웅조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워싱턴지역 한인사(1883~2005)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계 

획했던 시일을넘기고 연기 끝에 출간의 고고성을울리게 됩에 대하여, 편찬책임을맡았던 사람으로서 좋 

은워싱턴지역 한인사가되도록성원과격려와건설적 비평과총고를아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많은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편찬의 책임을 맡은 2004년 10월 이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의 편찬 경과는: 

* 2005년 9월 말까지 한인사 공람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초고 한인사 기술 

* 2005년 10월 2주간 초고 한인사 공람 -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한국일보, 종앙일보, 조선일보, 지구 

촌교회, 1310 기쁜소리방송 등에 비치해 공람 받음. 

* 2005넌 11월 이후 교정, 수정, 보완 작업 一 극히 제한된 일부 송고된 원고는 편찬위원회의 재량으로 

2006년 초·중반기까지 기술된 것도 있음. 

* 2006년 12월 26일 인쇄회부 

오늘까지도 한인사에 등재를 원하는 분들이나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인사에 대한 관심을 반 

영하는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시간을더는늦출수 없는상황에 이르렀고여러모로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는 이제는 인쇄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추스르면서 발간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인사 편찬을 위해 시종 헌신하신 편찬위원님들, 편찬간사님들, 감수위원님들과 그 외에 비편찬위원 

으로본한인사기술에 참여하신 집필진들에게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본한인사의 출간을위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격려 성원해주신 공동발행인,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김영근 회장님과 미주 

한인재단一워싱턴 정세권 회장님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한인사가 우리의 선조 선배들과 우리들의 삶을 조명 보존하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그 

들의 선조 선배들의 삶을 보여주며 교훈을 주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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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위원장: 강웅조 

위원: 담당분야 

훔선표: 워싱턴지역 한인독립운동 

권오균: 워싱턴지역 한인들의 종교 활동과 의식 및 실태조사 

김행자:문화예술 

이종국:한인타운 

박성균: 미국사회 

최호택: 뿌리교육 

정영만: 개신교 

정갑진: 천주교 

윤학재, 배용대, 육종호: 한인단체 

김훔:체육 

워싱턴 지역 한인사 

볼티모어: 허인욱, 박기찬 

웨스트 버지니아: 방기문 

타이드워터: 유영규 

편찬실 간사: 최엘렌(교열 교정), 김옥희(인명 확인) 

감수위원: 유석희, 박현국 



워싱턴지역한인사 후원금 기부자 

강 만 식 $500 

강복희, 강은희, 강선희, 강귀희, 강성조 $1,000 

강 웅 조 $1,100 

강호관 $260 

고 대 현 $100 

고 병 주 $100 

고 유 경 $100 

고 응 표 $100 

공 석 영 $300 

곽노 은 $500 

권 태 경 $200 

곽 태 조 $100 

김 갑 석 $100 

김 경 열 $200 

김 금 례 $200 

김 동준 $400 

김 명 호 $200 

김 문환 $100 

김 민 수 $100 

김 병 춘 $100 

김 상 태 $100 

김 성 래 $300 

김 성 찬 $200 

김 양 일 $7,700 

김 영 근 $1,500 

김 옥순 $100 

김 옥 태 $200 

김 용욱 $700 

김 웅수 $100 

김 윤 수 $100 

김 은동 $100 

김 은 호 $100 

김 일 남 $100 

김 재 국 $100 

김 재 욱 $200 

김 정 태 $100 

김 한옥 $100 

김 홍 $400 

김 홍 기 $100 

김홍배 

나각수 

노세웅 

대한부인회 

이승길 

목련희 

문효택 

문흥택 

정일수 

박관빈 

박광신 

박만출 
비·서 之
겨 0 T 

박영희 

박윤수 
바· 펴 0l 
기 0 근 

박흥선 

방기문 

변종서 

북버지니아한인회 

삼보레스토랑 

서진호 

석균욱 

선우찬호 

설악가든 

손목자 

손영환 

손지언 

송재성 

송주섭 

신정석 

신천성 

신현웅 

심부택 

안용구 

오석봉 

오인환 

우태창 

워싱턴여성회 

$100 

$100 

$100 

$200 

$2,000 

$800 

$100 

$1,200 

$300 

$100 

$100 

$200 

$100 

$100 

$500 

$200 

$100 

$100 

$100 

$500 

$100 

$200 

$100 

$100 

$300 

$100 

$100 

$40 

$200 

$100 

$100 

$200 

$100 

$100 

$100 

$300 

$100 

$100 

S:l1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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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의 $100 저0 조 0.lJ1 卜 $100 

윤인배 $5,000 조경진 $300 

견Or 文oL 기己 $100 조삼래 $100 

윤학재 $200 --'-又혀0T츠 $100 

이길용 $200 진성가든 $100 

이대우 $300 재영창 $5,000 

이도영 $100 최종현 $100 

이동길 $100 최화식 $100 

이동희 $200 한미여성재단 $500 

이문형 $200 한미화 $500 

이민희 $100 한성옥식당 $300 

이범 $200 한인섭 $100 

이병희 $200 허용익 $100 

이상하 $200 홍희경 $500 

이순철 $100 호O 지 L- 서 口 $100 

이원희 $100 황명희 $100 

이영길 $500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3,500 

이영묵 $200 와성톤중앙장로교회 $1,000 

이영기, 이영진 $300 서울장로교회 $1,000 

이윤주 $100 패어팩스한인교희 $1,000 

이정화 $5,000 애덴장로교회 $1,000 

이종연 $100 세계로장로교회 $500 

이필재 $200 맥클린장로교회 $500 

이항열 $100 성광교회 $500 

이형석 $100 워싱턴한인성결교회 $500 

이호성, 정기화 $1,500 큰무리교회 $500 

임성빈 $100 지구촌교회 $300 

임주 $100 워싱튼한인장로교회 $200 

임창현 $100 한우리침례교회 $200 

장미호 $100 한빛지구촌교회 $200 

재외동포재단 $5,000 웨슬리교회 $200 

제주도민회 $100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200 

전경숙 $600 중앙그리스도교회 $100 

전순애 $100 American Data Research Services $100 

정갑진 $500 .AXA Advisors $500 

정규섭 $800 Hi Saeng DuBusc $100 

정상대 $100 Kay Moir $200 

정세권 $5,500 June Yun $100 

정영만 $100 VA Commerce Bank $200 

저0 亡0 O 켜l $100 

정의경 $500 

정의백.상옥영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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