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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玄楯(1878~1968)은 1919년 3·1운동을 해외에 알리는데 공헌했고, 대한

민국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여했다. 1920년대부터는 미주 하와

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임시정부 원조를 비롯한 민족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깊은 기독교 신앙심을 지닌 목사이면서도 진보적인 한인운동에 참

여한 특이한 경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초기 연구는 목회활동을 간략히 다루는 수준에서 시작되었

다.1)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3·1운동을 

 * 이 논문은 2015년도 독립기념관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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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외에 알리고 상해 임시사무소 설립을 주도했던 그의 업적이 

다뤄지기 시작했다.2) 특히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한 연구에서 현

순의 임시정부 수립 및 대외 연락 전담과 구미위원부 참여가 서술되었다.3)

이러한 연구들은 1919~1921년간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실체가 없는 ‘대한공화국임시정부’를 유포하고 과감하게 한국공사관을 

개설한 현순의 명과 암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집

중한 나머지 공사관 개설 의도나 국제정세 인식이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나아가 1921년 4월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직에서 해임

당한 후 현순의 활동이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한편 역사적 인물로서 현순을 다룬 몇몇 연구들은 그의 출생부터 하

와이 이주, 교회 활동, 임시정부 참여 및 하와이 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논증했다. 이를 통해 현순을 한국과 상해, 미주를 넘나든 독립

운동가이자 재미한인의 후원자로 규정했다.4) 그러나 이들 연구도 현순

의 신앙과 목회 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30년대 이후 현순의 

활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박대성과 Robert 

Hyung-Chan Kim의 전사적인 연구는 현순의 삶을 1940년대까지 다룬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5) 하지만 현순의 자서전, 문건 등에 나타나는 그의 

 1) 홍석창, ｢현순｣, 監理敎와 歷史 4, 1987; 유동식,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

도연합감리교회, 1988.

 2) 윤대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분화 (1919~1930)｣, 서울大

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김희곤 외,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주독립과 통합 운동의 역사, 지

식산업사, 2009. 

 3)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오 섭, ｢상해임정내 이승만 통신원들의 활동｣,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윤대원, ｢玄楯에게 ‘秘傳’된 임시정부

의 실체와 대한공화국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4) 한규무, ｢玄楯(1878~1968)의 인물과 활동｣, 국사관논총 40, 1992; ｢현순의 기독교 

신앙과 독립운동｣,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2000; ｢玄楯의 신앙과 활동 -3·1운동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2. 

 5) 박대성, ｢현순(玄楯)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05;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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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과 사상 연구에 다소 집중하여, 그와 연동되는 현순의 정치활동 경

로와 1940년대 독립신문사에서의 활동이 세부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점

이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측면들은 재미한인운동의 진보적 움직임과 그 변화 과정을 실

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통해 조금씩 보완되었다.6) 특히 정병준의 연구

는 현순의 딸인 현 앨리스를 통해 현순 일가의 민족운동, 진보운동, 미군 

내 간첩 활동 및 독립 참여를 밝혀낸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7) 하지

만 그 안에서 현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게다가 미주 이

주 한인 1세대에 속하는 현순의 노선이 유년, 청년시절부터 미국 문화와 

교육을 체험한 다른 미주 진보진  운동가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등장한 1930~40년대 재미한인운동 관련 연구들이 해당 

시기 현순의 활동 경로를 밝혀주고 있어 그의 정치 내지는 독립운동 노

선 파악에 도움을 준다.8)

본 연구는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서 1920~1940년대에 걸친 현

순의 하와이 한인 지원활동, 목회활동, 민족운동을 재미 독립운동의 틀 

Movement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ommission”, Acta Koreana 12-2, 2009;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15-1, 2012. 

 6) 최기 ,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연구 11, 1999;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李慶

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20, 2004; 강만길,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003; 고정휴, ｢1930년대 미주 한인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배

경과 초기 특징-시카고의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

구 54, 2010; 박종연, ｢在美韓人 黃思溶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2012; 윤종문, ｢항일투쟁기 郭林大의 在美獨立運動｣, 역사연구 24, 2013; 박준현, 

｢재미한인 卞俊鎬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한국 근현대사 연구 72, 2015; 홍선표, 

｢1930년대 재미한인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7) 정병준, ｢현앨리스 이야기 –어느 진보주의자의 삶과 파국적 종말-｣, 역사비평 99, 

2012;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돌베개, 2015.

 8) 高珽烋, ｢하와이 中韓民衆同盟團(1938~1945)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4, 2005; 

홍선표, ｢자료소개 : 가와도한인단합회규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2009;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

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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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1920년대 중반의 하와이 정착시기 부터 1930~40년대의 시기에 연구를 

집중할 것이다.

 

2. 1920~30년대 해외 독립운동 참여와 하와이 한인 지원

1)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 및 한국공사관 개설9)

 

현순은 조선중기부터 많은 역관을 배출한 중인 집안인 川寧 玄氏 출신

이다. 조선 말 천녕 현씨는 단일 성씨로는 드물게 일족 중 8명이 독립협

회에서 활동했다.10) 현순의 아버지인 玄濟昶도 協成會·獨立協會 등에 

참여한 개화관료 다.11) 1878년 천녕 현씨 27대손으로 태어난 현순은 19

세가 되던 해인 1896년까진 유학을, 이후에는 관립 어학교에 입학해 

어를 익혔다. 그는 이때 造船學校에 재학하던 심비성이란 동료를 통해 

기독교를 접했고 YMCA의 성경모임과도 교류했다.12) 1899년 3월부턴 일

본 유학길에 올랐고, 감리교 선교사인 목사 피셔(Fisher)의 세례를 받아 

감리교 신자가 되기도 했다.13)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02년 4월에 順天中學校를 졸업하고 귀국한 현

 9)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현순의 성장부터 1921년 한국공사관 개설 사건까지를 다룬 정

치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2~4번 각주 참고). 이에 본장에서는 현순의 기본적인 생

애 소개와 독립운동 구상에 한해서만 논지를 전개하겠다.

10) 김양수, ｢조선전환기의 中人집안활동 : 玄德潤 玄采 玄楯등 川寧玄氏 譯官家系를 중

심으로｣, 동방학지 102, 1998, 222~223쪽.

11) 매일신보, 1898년 10월 26일자, ｢[회즁잡보] 지나간 통샹회 유고 으로 권도로 

졍지고 젼 화요일｣; 독립신문, 1898년 12월 1일자, ｢즁츄원 의관｣.

12) 玄楯自史, 267~268쪽.

13) 피터 현 지음·임승준 옮김, 만세! :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이 기억하는 삼일운

동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한울, 2015,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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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생활고를 타개하고자 東西開發會社(East-West Development Company)

의 어통역사로 지원했다.14) 이를 계기로 하와이 이주노동 개척에 뛰

어드는 동시에 1946년까지 이어가는 하와이 한인 운동의 첫발을 내딛었

다. 부임지인 카후쿠(Kahuku) 사탕농장에서 현순은 통역 업무를 수행하

는 동시에 고된 생활에 지친 한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밭

줄파기·관개용 도랑 파기·除草·수수 벗기기 및 절단 등의 노동을 감

내했다. 

또한 청년들이 중심이 된 교회 조직과 윤치봉 목사가 주관하는 주일 

예배, 이주 한인들의 自助會(Self-Ruling Association) 조직에 참여했다.15) 

이러한 성과는 홍승하가 주축이 된 한인감리교회 및 신민회 조직으로 이

어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05년 1월부터 현순은 와드만(Wadman)과 尹

炳九 목사의 요청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호놀룰루의 교회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6) 그를 비롯한 한인들의 노력이 모아진 결과 모쿨

레이아(Mokuleia)와 카후쿠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다. 또한 이 

때 동고동락했던 현순·민찬호·박상하·홍승하 등의 하와이 이주 한인 

1세대 운동가들은 1940년대까지 단결력을 유지해 하와이 한인 운동의 한 

축을 형성 및 유지했다.

동년 4월이 되자 현순은 와드만 목사의 요청에 따라 하와이 부속 카우

아이(Kauai) 섬의 리후에(Lihue)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플랜테이션 농장

주이자 후일 그의 후원자가 되는 윌콕스(George Wilcox)와 아이젠버그

(Hans Isenberg)를 만났고, 카우아이로의 이동과 그에 따른 거주지 및 교

통비 지원을 제안 받아 카우아이 섬에 부임했다.17) 그는 1907년까지 카

우아이 섬의 리후에·하나마울루(Hanamaulu)·카파아(Kapaa)·키알리아

(Kialia)·킬라우에아(Kilauea) 일대에 거주하는 2,000여 명의 한인들에게 복

14) 玄楯自史, 270~271쪽.

15) 玄楯自史, 275쪽.

16) 玄楯自史, 277쪽.

17) 玄楯自史,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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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전파했고 이주 한인들에 대한 편의 및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2년간의 카우아이 섬 생활을 마무리 한 현순은 1907년 5월에 국내 정동

제일감리교회 설교를 제안한 崔昌憲 목사의 초청을 받아들여 귀국했

다.18) 이후 정동교회에서 시무하는 동시에 9월부터 배재학당의 중학교 

교장을 겸임해 교육운동에도 참여했다. 1910년부터는 같은 해에 설립된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해 1911년 12월 20일에 1기생으로 졸업함으로

써 정식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19)

1919년 2월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독립선언을 계기로 현순은 

李昇薰·劉如大·咸台永·申洪植 등의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3·1운동을 

계획했다. 이때 그는 외교 특사에 임명되어 파리평화회의에서 민족자결

주의를 제창한 미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에게 세계개조와 동양평

화유지를 위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서한을 전달하고자 上海로 향했

다.20)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프랑스 조

계지 보창로(寶昌路)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한 결과 현순이 총무로 선임되

었다.21) 그는 국내 3·1운동의 계획 및 진행경과를 원동과 미주를 포함한 

해외 각지의 동포들에게 전파해 독립운동계의 결속을 이끌어 상해 임시

정부 조직의 토대를 마련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발족 후에

는 외무차장, 외무위원에 잇따라 선임되었다.

동년 8월이 되자 대한국민의회의 임시정부 통합을 제안하기 위해 金聖

謙과 함께 노령에 특사로 파견되어 李東輝·金立 등이 상해 합류를 이끌

어냈다.22) 그리하여 1919년 9월에 마침내 통합 임시정부수립이 달성되었

다. 그런데 1919년 12월 무렵부터 현순은 이승만에게 渡美와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8) 玄楯自史, 281쪽.

19) 신한민보, 1912년 1월 22일자, ｢四十一인 신학 졸업｣.

20) 玄楯自史, 291~294쪽. 

21)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5, 國家報勳處, 1988, 

823쪽.

22) 玄楯自史, 304~306쪽.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독립운동  11

A-1 : 這間 安(안현경)·柳(유상기)과는 逐日相從하옵고 우리 運動에 

對하야 良好方針이 어디 있는가 상호 討議하 습니다. 11월 22

일에 打電하옵고 또 答電도 接承하 습니다. 弟(현순)가 美洲로 

渡航코저 하는 意味는 安兄과 相議하고 布哇(하와이)에 가서 

우리 運動을 더욱 繼續的으로 周密하게 進行할 結社를 堅確히 

하여 國內 情形을 더욱 詳細히 宣布하며 또 吾兄(이승만)께 까

지 가서 遠東의 모든 事情을 陳告하야 在美施政과 對外宣布 及 

外交 等에 萬一이라도 幇助하야 우리의 目的을 完成코저 함이

오다.

A-2 : 前日 書信에도 말씀하 거니와 弟(현순)가 上海에 駐在하야 무

슨 視務를 할 것 같으면 政府에는 入閣하기 願치 않고 終末까지 

33인의 대표자로 일하겠습니다. 弟도 亦是 畿湖人士들을 聯絡

하며 吾兄(이승만)의 應援團을 國內에 많이 樹立할 計劃이오며 

通信·宣佈·外交·靑年·男女·敎養 等 事業에만 專力하겠사

오니 吾兄께서 財政으로 大幇助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美洲에

서 進行되는 일을 詳細히 弟의게로 通信하여 주시면 국내인사

들에게 直接으로 보내겠사오며 國內消息도 吾兄께로 자주 通信

하겠습니다(현순 ⇨ 이승만, 1919년 12월 24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3,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369~374쪽), 괄호 및 현대어 풀이는 

필자 주).

<A-1>에 따르면 현순은 안현경과 함께 하와이에 독립운동을 위한 결사

를 조직하고 국내 사정을 미주에 알리며,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돕고 싶

어 했다. 임시정부 조직 과정에서 국내외를 오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

던 현순이 갑작스럽게 도미를 희망한 건 임시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회

의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현순은 11월 14일에 이미 임시정부 내무

부 차장을 사임하 다.23) 더불어 이승만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 임시정

부 내각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인 데다가, 

23) 願에 依하여 本官을 免함 內務次長 玄楯 元年 11월 14일(｢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

7號｣, 191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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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방열이 심해져 서북·기호 간의 투쟁이 격렬하다고 비판했다. 그

는 오히려 이러한 분열상을 극복하고 일치단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국

내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승만에게 촉구했다.24) 

이어서 <A-2>에 언급되듯이 만약 본인이 도미하지 못하고 상해에 머무

를지라도 임시정부 요원이 아닌 3·1운동을 계승하는 33인의 대표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기호인사들과의 연계를 통한 국

내 이승만 응원단 조직 제안 등,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국내와 미주를 연

결시키는 독립운동 방략을 계속해서 제시했다. 뒤이은 서신에서도 현순

은 임시정부의 혼란과 안창호를 비롯한 서북계의 전횡 등을 거듭 비판하

고, 임시정부를 신경 쓸 것 없이 본인을 상해방면의 출판과 외교를 전담

할 東方委員으로 삼아달라고 이승만에게 거듭 요청했다.25) 이 같은 임시

정부에 대한 현순의 비판적인 관점과, 그에 따른 독립운동 방략은 향후 

그의 구미위원부 활동 및 한국 공사관 설립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때마침 이승만의 입장에서도 1920년 2월 2일 承龍煥·黃思溶 등이 주

도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이하 국민회) 분쟁사건과26) 구미위원부 위원 

金奎植의 사퇴 등으로 인해 하와이, 미주 방면에 믿을만한 인물을 배치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20년 5월 초 이승만은 현순에게 渡美 여비 500

달러와 구미위원부 위원 및 전권대사 선임의 전보를 보냈다. 이를 수락

한 현순은 안현경과 함께 6월 25일 상해를 떠나 워싱턴으로 출발했다.27) 

8월 24일에 워싱턴에 도착한 현순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구미위원부

의 재정 정상화와 효과적인 외교 및 선전활동의 모색이었다. 그는 우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구미위원부의 재정 절약을 위해 서재필이 발간하던 

24) 현순 ⇨ 이승만, 1919년 12월 24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

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3,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371~372쪽).

25) 현순 ⇨ 이승만, 1920년 1월 17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

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3, 381쪽). 

26) 金 우 ⇨ 李承晩, 1920년 2월 5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

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2,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44~45쪽).

27) 張鵬 ⇨ 李承晩, 1920년 7월 2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

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3,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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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view의 폐간과 필라델피아, 런던사무소의 폐쇄를 이승만에게 

요청해 허가받았다. 또한 구미위원부의 외교 효과를 극대화 하고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외교활동을 이어갈 정식 외교사무소의 설립을 구상했

다. 이승만의 교회 연설이나 미국사람들의 도덕적인 지원에 의존한 한인

모임만으론 외교독립운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28) 

나아가 한국독립을 위해선 미국을 교섭대상으로 삼는 단일화된 공식 

외교기관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1921년 4월 워싱턴 D.C의 

매사추세츠 街 1325번지에 한국공사관(Korean Legation Office)을 정식으

로 개설하는 동시에 한국의 즉각 독립을 요구하는 탄원서인 ｢大韓獨立承

認要求書｣를 미국 국무장관인 휴즈(Charles Evans Hughes)에게 제출했

다.29) 훗날 현순은 자서전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 한국 

독립을 세계에 정식으로 알리려 했던 것으로 한국공사관 설립 이유를 회

상했다.30) 

이처럼 현순의 한국공사관 설립은 단순히 성급한 판단이나 과욕이라

기 보단, 임시정부 성립 직후부터 그가 추구했던 독립운동 노선의 구현 

노력이자 중대 결심의 결과 다.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과 구미위원부의 

사업 분화로 인해 독립운동 역량이 분산된다고 판단한 그는 외교독립운

동 역량의 집중을 추구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상징성 배제와 

구미위원부의 제반사업 정리를 거쳐 한국공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외교독

립운동 역량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실

제적이고 적극적인 운동 방략은 이후 하와이,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활동 

경향으로 이어진다. 

28) David Hyun & Yong Mok Kim edit, My autobiography by the reverend Soon Hyun 
1878-1968 : with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analysis,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p.150. 

29) David Hyun & Yong Mok Kim edit, My autobiography by the reverend Soon Hyun 
1878-1968 : with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analysis, p.152. / 玄楯自史, 

317쪽. 

30) SOON HYUN, WASHINGTON YEARS IN HIS OWN WRITINGS 1920~1921, SOON HYUN 

HISTORICAL COMMITTEE, 192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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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우아이 섬 이주와 大朝鮮獨立團, 가와도한인단합회 활동

현순의 공사관 개설은 그 본의가 무엇이든 간에 이승만을 비롯한 여

러 재미독립운동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야기했다. 그 결과 1921년 4월경 

현순에서 서재필로 구미위원부 대표가 교체되고 구미위원부 건물 열쇠

와 은행 계좌까지 현순이 접근할 수 없게 변경되었다. 이처럼 신속히 

해임된 현순은 1921년 8월에 임시정부와 가족들이 있는 상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31) 이후 1922년 1월 21일에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하

고, 1922년 7월의 時事策進會 활동에 합류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진 못

했다.32) 

1923년에 이르러 재정적 어려움까지 가중된 현순은 중국 신문광고로 

알게 된 국제약회사(English Drug Company)의 판매원으로 지원했고, 얼

마 지나지 않아 만주 판매로를 개척하기 위해 奉天의 長春으로 향했다. 

이때 하와이 호놀룰루의 감리교 주교인 프라이(Fry)로부터 전보가 왔다. 

현순은 그의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프라이가 제시한 호

놀룰루 감리교 목사 취임을 수락했다. 도미 준비를 위해 상해로 돌아온 

그는 먼저 장녀인 앨리스와 함께 1923년 2월 24일에 호놀룰루로 떠났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24년 3월 25일에 뒤이어 그의 자녀인 피터, 엘리자

베스, 데이비드와 마리가, 1년이 더 지난 1925년 5월 4일에는 아내 마리아

와 아들 폴, 조슈아가 잇따라 호놀룰루로 이주했다. 

현순 일가에게 하와이는 결코 낯선 땅이 아니었다. 그들은 1903년 하

와이 노동이민에 참여한 하와이 이주 한인 1세대에 해당했다. 이들은 

1905년까지는 호놀룰루에서, 1907년까지는 카우아이 섬에서 목회 및 한

인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하와이 초기 노동 이민과 하와이 이주 한인들

의 처지에 대한 현순의 애정과 관심은 그의 저작인 布哇遊覽記에서 잘 

나타난다.

31) 玄楯自史, 317쪽. 

32) 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韓國三十六年史 6, 探求堂, 1971년, 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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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四千餘年 桃花源裡에서 士人은 吟風弄月로 日을 消하며 農民은 春

耕秋穫로 해서 飮食逸居 하던 我 韓國同胞가 一朝에 棄墳墓難妻子

하고 萬里絶域에 漂泊하니 異風殊俗에 各懐 不禁하여 初次에는 或 

社會를 怨하며 或 通譯人들과 爭詰을 不息하며 勞役을 不堪하는 

弱者들은 尤甚이 思鄕病에 罹하여 安業지 못하고 漂流不政하여 道

路에 一個木箱과 席子를 負하고 彷徨하는 者는 皆 韓人이오.33)

<B>에서 현순은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이국땅에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 

통역들과도 마찰을 빚고, 가혹한 노동과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묘사

했다. 하와이라는 멀고 낯선 이국땅에 맨몸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힘겨운 

정착기를 잘 보여준다. 현순은 그러한 초기 정착을 도우면서 한인들의 

하와이 적응에 따른 어려움과 현실적 궁핍함을 견뎠다. 호놀룰루와 카우

아이 일대의 한인들 또한 현순 일가의 안내와 도움에 크게 의존했다.34) 

현순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1921년 공사관 개설 사건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굳건했다.35) 

현순은 1923~26년의 3년간은 호놀룰루의 한인감리교회에서, 1926년부

터는 리후에로 이동해 카우아이 일대에서 목회 및 한인 지원활동을 이어

갔다. 현순 일가는 카파아 아래에 위치한 목사 관사에 거주했고, 윌콕스

로부터 자동차와 매달 25달러의 재정을 지원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현순

은 섬의 東西 해안을 번갈아 순방했고 한인 가정집에서 직접 예배를 주

33) 玄楯, 布哇遊覽記, 1909, 6~7쪽.

34) 피터 현 지음·임승준 옮김, 만세! :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이 기억하는 삼일운

동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60쪽. 

35) 崔鎭河와 정한경은 1921년 6월 14일~21일간의 서신 교환 내용에서 공사관 개설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현순이 하와이에서 대환 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하와이 한

인들의 현순 지지 현상에 의문을 제기했다(崔鎭河 ⇨ 鄭翰景, 1921년 6월 14일자 서

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1, 연세

대학교출판부, 2009, 342쪽)) / 鄭翰景 ⇨ 崔鎭河, 1921년 6월 21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1, 333쪽)). 서재필도 

현순에 대한 하와이 한인들의 신용에 섭섭함을 토로한 바 있다(李承晩 ⇨ 申圭植, 

1921년 7월 6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譯·校註本 淨書

飜譯校註本 1,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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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성경’을, 어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했다.36) 심

지어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농장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및 심

방 여행을 떠났다.37) 

목회활동 외에도 현순은 하와이 한인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직접 해

결해 주며 타향살이로 고단하기 그지없는 한인들을 위로해 주었다.38) 예

를 들어 1934년 6월에 현순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송혜민이라는 여

성이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부동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직

접 해결하러 나섰다. 국내 감리교회의 梁柱三에게 도움을 요청해39) 그녀

의 양자를 수소문하여 입적시킴으로써 송혜민의 부동산 등 재산을 지켜

주었던 것이다.40) 이처럼 현순은 하와이 감리교 목사이자 뛰어난 어학 

실력을 지닌 후원자로 호놀룰루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지

원했다. 

더불어 현순은 하와이 한인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일찍이 배재

학당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던 그는 1923년부터 감리교 한인부의 어학 교

과서 편찬사업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41) 또한 안원규·이태성·강

각 등의 하와이 한인지도자들과 함께 감리교 한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비를 모금했다.42) 기숙사 완공 후에는 현순이 학생들을 관할하는 총

감독으로 선정되었다.43) 게다가 큰딸인 앨리스와 함께 직접 국어학교 교

36) David Hyun & Yong Mok Kim edit, My autobiography by the reverend Soon Hyun 
1878-1968 : with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analysis, p.323.

37)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p.37~38.

38)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p.38.

39) Hyun, Soon, ｢Case of Song He Min｣, 1934 6월 28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 Libraries, 3~4쪽.

40) Hyun, Soon, ｢Case of Song He Min｣, 1934 6월 28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 Libraries, 17쪽.

41) 신한민보, 1923년 7월 12일자, ｢교과서 편찬위원을 선택｣; 1924년 10월 16일자, ｢속
사판 국어교과서 임시 발간｣.

42) 신한민보, 1923년 8월 16일자, ｢미이미교 학생 기숙소 건축｣. 

43) 신한민보, 1923년 9월 13일자, ｢미이미교 학생 기숙소 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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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44)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교습 야학을 

개설했다.45) 이처럼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에서 큰 시련을 겪었던 현순

은 초기 한인 이주 참여와 이주 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미한인의 목

회자, 후원자, 교육자로 점차 확고히 자리 잡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나아가 1923년부터 현순의 활동 역은 기존의 목회 및 한인 지원을 넘

어 재미한인들의 독립운동 방면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임시정부 활동 시

기부터 하와이를 독립운동의 공급처로 삼아 한인들의 인심을 모으고 언

론으로 민심을 고양시켜 경제·교육·선전활동을 준비해 大業을 완성하

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46) 그런데 현순은 이를 위해 당대의 미주 및 하

와이의 최대 한인단체인 국민회나 同志會에 합류하진 않았다. 1921년의 

공사관 개설 및 독립청원 제출로 인해 재미독립운동계 내의 그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국공사관 개설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으로부터 배척당한 그가 당시 이승만의 향력 하에 운 되던 국

민회와 동지회에서 독립운동 구상을 펼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 같은 맥락에서 현순은 1923년부터 大朝鮮獨立團(이하 독립단)에 참

여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결성된 이후 줄곧 이승만 세력과 경쟁하면

서 한인사회를 이끌던 양대 세력 중 하나 던 독립단은47) 이승만과 반목

하게 된 현순이 그의 하와이 독립운동 구상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 공간

이었다. 나아가 같은 시기 “대조선독립단 33현”의 명의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을 강력히 비판한 점에서 드러나듯이,48) 그는 이승만과 

44) 신한민보, 1924년 2월 21일자, ｢현앨리스여사의 국어 교수｣.

45) 신한민보, 1924년 10월 16일자, ｢한문야학교를 설시하고 한문 교수｣.

46) 우리의 일은 長久한 計策을 세우고 根底를 깊이 박아서 다만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實事에 注力하야 充分한 準備로서 大業을 完成코저 함이 弟의 目的인 故로 布哇에 

渡去하야 人心을 收合하며 正當한 言論으로 民心을 導率하며 經濟·敎育·宣傳 等

事에 籌謀設策하여 遠東事業을 進就케 하는 一大 供給場을 造成코자 하나이다(玄楯 

⇨ 李承晩, 1920년 3월 12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飜譯·

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3, 382쪽)).

47)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210쪽.

48)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梨花莊 所藏) 雩南李承晩文書: 東文編 8, 중앙일보사, 

1998, 33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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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던 독립단 안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을 비판했다.

독립단 결성에 참여한 유력한 한인 집단 중 하나가 현순의 활동 기반

인 카우아이 섬 일대의 한인들인 점49) 또한 그의 독립단 참여를 이끈 것

으로 보인다. 현순은 이를 바탕으로 박용만을 추종하던 독립단 내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특히 이

창규라는 한인이 구미위원부의 申衡浩에게 보낸 하와이 한인 운동 관련 

보고에 따르면 현순은 1923년 3월부터 독립단 내 의회 개설을 추진했

다.50) 카우아이 섬의 한인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현순의 의회 개설 제

안은 독립단 내에서 자세력의 중앙 진출과 박용만에게 집중된 중앙권력

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현순의 독립단 주도권 확보 노력은 3월 내내 이어졌다.51) 그 결과 현순

을 단장으로 추대하려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독립단이 분열

되었고, 북경의 박용만이 개입하고 나서야 상황이 무마될 수 있었다.52) 

그로부터 네 달 후인 1923년 7월에 독립단 임원이 단장 김윤배를 비롯하

여 박용만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교체되면서53) 현순의 독립단 운 의 주

도권 획득 시도는 실패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현순과 독립단 간의 연계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독립단계열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1925년 4월부터 조직된 ‘임시정부 후원

회’에서 현순이 계속 활동한 것이다. 동년 6월부터 현순은 ‘임시정부 후원

회’의 이사부원으로 임명되었다.54) 주목되는 점은 이때부터 현순의 활동 

49) 1919년 3월 3일 하와이의 오아후,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박용만 지지자들이 호놀룰

루의 한인자유교회에 모여 ‘대조선독립단 하와이 지부’를 결성한 것이 대조선독립단 

조직의 시작이다(신한민보, 1919년 5월 1일자, ｢대조선독립단의 예식 거행｣).

50) 이창규 ⇨ 신형호, 1923년 3월 3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

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1, 315쪽).

51) 이창규 ⇨ 신형호, 1923년 3월 24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

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1, 317쪽).

52) 이창규 ⇨ 신형호, 1923년 3월 29일자 서한(柳永益 편, 李承晩 東文 書翰集 : 淨書·

飜譯·校註本 淨書飜譯校註本 1, 318쪽).

53)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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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 임시정부 지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1925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이승만 탄핵·면직 처분

과 구미위원부 폐지령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분위기가 이승만에게 불리하

게 전개되었다.55) 특히 이로 인해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관계가 다소 소

원해졌다. 반면에 ‘임시정부 후원회’를 비롯한 反이승만 세력이 임시정부

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현순 역시 그 같은 경향에 합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만과의 반목으로 인한 국민회 및 동지회 계열과의 대립으로 하와

이 활동에 제한을 받던 현순에게는 이 시기가 임시정부 후원을 통해 한

인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위상과 향력을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또한 당시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라는 큰 진통을 거쳐 어느 정도 

내부 파벌성을 청산하고, 실제적인 독립운동 사업에 매진한 점 또한 임

시정부의 파벌성과 그로 인한 무능력을 질타했던 현순의 태도 변화에 기

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현순이 소속된 임시정부 후원회는 국민회·동지회·구미위원

부 등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임시정부의 재정을 후원했고, 임시정부 대

통령을 지낸 朴殷植 추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56) 그밖에 현순은 개인 

목회에서 동정금을 모아 임시정부의 김구를 지원했고,57)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 프라이와 김이제 목사가 발행 중이던 한인교회보의 주필로 활

동했다.

그러던 중 1930년대가 되자 국내 광주학생운동의 발생 등으로 인한 해

외한인운동 통합의 분위기를 타고 하와이의 임시정부 지원 역량을 통합

한 韓人協會가 조직되었다.58) 이는 하와이 주변 섬의 한인들에게도 향

54) 신한민보, 1925년 6월 11일자, ｢단산시보간행｣.

55) 김도형,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241쪽.

56) 신한민보, 1925년 12월 10일자, ｢하와이, 백암 박선생의 추도회｣.

57)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pp.37~38.

58)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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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고, 그 결과 1930년 3월 1일 카우아이섬 맥부라잇 해변 공원에 모

인 300여 명의 한인들이 가와도한인단합회(이하 단합회)를 조직했다. 카

우아이 섬에서 목회 및 한인 지원 활동을 펼치던 현순은 단합회 조직 과

정 전반을 중재하고59) 조직 후 통신원으로 임명되었다.60) 당시 상해 일

본 총 사관이 조사한 임시정부 후원단 명단에 국민회, 동지회 등과 더

불어 13번째 임시정부 지원 단체로 현순과 카우아이 섬이 등장할 정도

로61) 단합회의 임시정부 지원은 열정적이었다.

단합회는 설립 직후부터 임시정부에 600달러를 송금했고, 윤봉길 의거 

직후에는 300달러를 임시정부에 지원해 한인애국단 활동에 큰 도움을 주

었다.62) 관련 장부에 따르면 단합회는 현순을 포함한 남자부 59명, 여자

부 33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1인당 연간 100달러의 성금을 정기적으

로 납부했다. 이는 조직 유지비와 단합대회 비용, 임시정부 상납금, 임시

정부 주석 김구의 치료비 등으로 쓰 다. 이 과정에서 현순은 단합회 통

신원 자격으로 임시정부 財務長 宋秉祚와 직접 서신 및 수증을 주고받

았다.63) 1938년 4월 20일 임시정부 발의 서신에서는 송병조가 임시정부

의 동북 3성 연락소 설치를 위한 인구세·혈성금 등의 추가 지원을 현순

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매우 컸다.64) 

그 외에 현순의 카우아이 섬 순방을 통한 특별 모금 및 임시정부 지원

59) 신한민보, 1932년 6월 2일자, ｢가우아이후원회｣.

60) 홍선표, ｢자료소개 : 가와도한인단합회규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2009, 

362~363쪽.

61) 1935년 10월 8일 일본 상해 총 사관 보고 ｢재항주 임시정부 독립당 동정에 관한 보

고｣(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1970, 293~295쪽에서 재인용).

62) 홍선표, ｢자료소개 : 가와도한인단합회규정｣, 363쪽.

63) Hyun, Soon, ｢Taehan_Minguk_Imsi_Chongbu_yongsujung__inguse｣, 1936년 7월 4일; 

｢Songgum_e_kwanhan_kon_Imjong_chaebal_no_54｣, 1936년 7월 5일; ｢Inguse_sesu_ui_ 

kon_imjong_chaebal｣, 1937년 7월 22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64) Song, Pyong-jo;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1919-1945), ｢Chaejong tongju minchop 

kido ui gon, imjong chaebal no. 93.｣, 1938 4월 20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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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속되었다.65) 이는 현순의 1936년 하와이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취임66), 1936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의결에 따른 하와

이 군도 선유위원 임명으로 결실을 맺었다.67) 이처럼 현순은 공사관 개

설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재미한인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하와이 및 

카우아이 섬 일대에 대한 목회 및 한인, 임시정부 지원을 통해 점차 회복

했다. 같은 시기 국민회 총회장 趙炳堯에게 국민회 회관의 로스앤젤레스 

이전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다른 단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

력도 병행했다.68)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순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다. 리후에에 

위치해 있던 하와이 감리교 중앙교단 측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1937

년에 감리교단 중앙에서 이루어진 현순의 라나이(Lanai)섬 발령과 이관묵 

목사의 카우아이 섬 부임 결정이 그 발단이었다. 이를 접한 카우아이 섬 

한인들은 1937년 2월 23~25일에 걸쳐 현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이관

묵 목사 부임의 강력 저지를 결의하고 그 결과를 교단 측에 통보했다.69) 

이에 감리교 교단은 현순의 발령을 연기하는 동시에,70) 과다한 성금 

수령을 구실 삼아 현순과 카우아이 섬 한인들을 압박했다. 프라이는 교

단 측에서 매달 현순에게 차량운 비를 포함한 70달러를 지급함에도 불

구하고 그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성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

했다. 이에 현순은 차량 없는 전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피력하

65) 피터 현 지음·임승준 옮김, 만세! :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이 기억하는 삼일운

동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254쪽. 

66) 신한민보, 1936년 3월 26일자, ｢한인 교회 연합회｣.

67) 국민보, 1936년 12월 30일자, ｢국무회의기사｣; 신한민보, 1937년 1월 21일자, ｢大
韓民國臨時政府 公報｣.

68) 국민보, 1937년 1월 20일자, ｢축하문｣.

69) Hyun, Soon, ｢On reassignment of Reverend Soon Hyun to Lanai City｣, 1937 2월 23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쪽; Hyun, Soon, ｢On 

reassignment of Reverend Soon Hyun to Lanai City｣, 1937 2월 25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3쪽.

70) Hyun, Soon, ｢On reassignment of Reverend Soon Hyun to Lanai City｣, 1937 2월 23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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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본인의 재산과 성금 수령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며 교단의 비판에 반발했다.71) 

이후에도 카우아이 섬 한인들의 항의는 지속되었고, 현 앨리스가 직

접 프라이를 찾아가 현순과 그의 후원자들 간의 관계를 해명하고 나서

야 현순의 발령이 취소되고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다.72) 하지만 서로 

간의 갈등이 감정적인 측면까지 격화된 현순과 하와이 감리교 중앙 교

단의 관계는 다시 정상화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교단의 문제제기로 인

해 현순은 기업 및 독지가의 재정 지원 일부를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

했다.

교단과의 갈등 이후 이루어진 현순의 목사직 은퇴와 호놀룰루 이주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73) 감리교단과의 갈등은 현순이 개인적, 정

치적으로 새로운 활동 경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전부

터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온 진보적인 재미한인운동으로의 합류를 이

끌었다. 그는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 활동 시절부터 진보적인 사상 및 운

동 흐름에 관계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한 呂運亨과 함께 임시정부 외무부, 시사책

진회 등에서 활동했었고, 수감 위기에 처한 본인과 현 피터를 구해준 朴

憲永과도 교류한 적이 있다.74) 이에 일제는 현순을 공산당 당원으로, 그

의 거주지를 공산당 본부로 지목하기도 했다.75) 

게다가 그의 자녀인 현 앨리스와 현 피터는 1930년대에 미국공산당 하

와이 지부에 가입하는 등76) 미주의 사회주의 운동에 깊게 참여했다. 먼

71) Hyun, Soon, ｢On reassignment of Reverend Soon Hyun to Lanai City｣, 1937,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9쪽.

72) Hyun, Soon, ｢On reassignment of Reverend Soon Hyun to Lanai City｣, 1937 3월 25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7쪽; 국민보, 1937년 4월 

7일자, ｢현순목사의 유임｣.

73)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p.169.

74) 현 피터 지음·임승준 옮김, 만세! : 현순 목사의 아들 피터 현이 기억하는 삼일운

동과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192쪽.

7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3(임정편Ⅲ), 探求堂, 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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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현 피터의 경우 1934년부터 뉴욕의 급진적 노동 연극을 연출하면서 미

주의 진보적인 운동에 합류했다.77) 나아가 중국의 항일세력 후원을 위해 

1937년 9월 12일경 뉴욕의 한인들이 조직한 뉴욕한인연합중국후원회의 

총무로 선임되고, 1938년 8월 18일부터 개최된 세계청년대회에 한인 대표

로 참가하는 등 미주 본토의 새로운 한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다.78) 현 앨리스 또한 하와이에서 하숙집을 운 하면서 미국 노동조합원

들과 교류하고 진보적인 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 같은 자녀들의 

진보적인 활동 및 적극적인 사회변혁 의지는 현순의 진보진  한인 운동 

경험 및 수용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순이 이론적, 경제적인 측면까지 수용할 정도로 

사회주의를 내재화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가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사상

적으로 결합시키는 이른바 기독교사회주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만한 

분명한 근거나 언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崔文植 목사의 경우

처럼 기독교의 이상인 ‘하느님 나라’를 현실 속에 실현하기 위해 기독교

와 사회주의를 매개로 결합시키려는79) 사상적인 시도가 드러나지 않는

다. 그와 관련해 현순이 1934년에 본인의 종교관과 기도 배경 등을 정리

한 나의 기도라는 텍스트가 주목된다. 

 

C-1 : 나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898년에 일본 동경에 유학한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친구가 나의 숙소에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

다. 그 기도는 이러하다.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제

국은 일본이나 아라사(러시아)에게 먹히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하오리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

76) 정병준, ｢현앨리스 이야기 –어느 진보주의자의 삶과 파국적 종말-｣, 역사비평 99, 

2012, 384쪽. 

77)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pp.146~148.

78) 홍선표, ｢1930년대 재미한인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254~258쪽.

79) 정태식, ｢基督敎社會主義의 韓國的 受容에 對한 一考察 -崔文植 牧師의 思想과 實踐

을 中心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9, 2006,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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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며 슬피 울었었다. 나는 그의 열렬한 언사(言辭)와 강개한 

느낌에 감동되어 나도 기도를 배웠었다. 동언(東言)에 지극히 아

픈 자는 하늘을 부른다 함과 같이 나는 지극히 아픔을 당할 때마

다 기도하 다. 

C-2 : 1900년 봄에 나의 부친은 국사범으로 몰려 잡히고 나의 모친은 

숙환으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니 천지 아득하여 수일간 식

음을 전폐하고 애곡(哀哭)하 다. 그 때에 나의 가슴에는 2중의 

아픔이 있었다. 일본과 아라사는 한국과 만주를 교환하자는 말

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일아전쟁(러일전쟁) 미래기(未來記)란 책

자가 발간되어 전쟁심을 격려하 다. 전쟁의 성부(成否)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우리 한국은 남에게 먹힐 것을 알았다. 국세(國

勢)의 급업(岌嶪) 함과 가운(家運)을 이기지 못해 공부를 그치고 

귀국하 다. 이때에 나의 배운 기도가 나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나를 인도하여 기도케 하 다.80)

 

현순이 본격적으로 기도 및 기독교 사상에 감응한 시기는 1899년 동경 

유학시절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구원을 기원하는 친구를 보고 감명을 받

고, 그때부터 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 아버지의 국사범 연행 같은 국가적, 

가족적 비극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민족과 개인의 시련 극

복을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사 던 그가 1930~1940년대 진보진  재미한인운동에 

참여한 목적 또한 어디까지나 조국독립이나 한인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동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해방과 재미한인 지원을 위한 전

략과 방법론 차원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사상 및 활동 노선 속에 공존

시켰던 것이다. 실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결합인 기독교사회

주의의 경우에도 화학적·사상적 통일이 아닌, 기독교적 개혁과 사회주의

적 운동의 물리적인 결합을 통해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1) 

80) Hyun, Soon, ｢Manuscripts｣,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4~5쪽.

81) Hans Hermann Holfelder, ｢基督敎와 社會主義｣, 神學 思想 17, 1977,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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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진보진 에 속했을 때도 투철한 계급의식보다는 조국 및 

민족 해방이나 통일 정부 수립과 같은 민족적, 국제적 의제를 주로 내세

웠다. 게다가 그가 참여한 중한민중동맹단은 어디까지나 한길수의 외교 

독립운동 지원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 지원 대상이 달랐을 뿐 임시정부 

및 이승만과 비슷한 외교독립노선을 추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현순이 

참여한 조선민족혁명당 또한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 전선에 나타난 

좌우익 운동의 대립과 전선통일운동의 미숙성 극복, 그리고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좌경화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82) 

3. 1940년대 진보적 재미한인운동 참여

1) 中韓民衆同盟團과 朝鮮民族革命黨 하와이 총 지부 활동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의 자료 중 현순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 

(｢PERSONAL HISTORY DECLARATION｣)가 있다. 이 이력서의 9절에는 그

가 가입했던 정치·사회단체로 ‘Sino-Korean Troops League’와 ‘Hawaii Branch 

of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가 적혀 있다.83) 전자인 中韓民衆同

盟團은 1938년 12월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길수의 외교운동과 순회

강연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한인단체이다.84) 1937년 감리교단과의 갈

82) 강만길,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003, 68~71쪽. 

83) Hyun, Soon, ｢Personal History Declaration filed by Soon Hyun_K3.89-924EnglishPersonal 

History Declaration filed by Soon Hyun, in his own handwriting｣, 1945년 7월 18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84) 一九三八년 十\二月 二日에 하와이 호노루루에서 중한민즁동맹단을 조직하니 그 

목적이 한길수의 외교운동과 순행강연 후원이었으며 그 발기자는 차신호·최선

주·최창덕·서재근·민찬호·권도인·정봉관·리태성·김백수·김경준·오창익·

조경천들이었다(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 혜안, 2004,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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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때문에 카우아이 섬을 떠나 호놀룰루에 머물렀던 현순은 이듬해인 

1938년부터 중한민중동맹단에 합류했다. 

중한민중동맹단의 대표 한길수와 발기자 민찬호는 1920년대부터 하와

이 일대의 목회 활동과 재미한인 지원을 함께한 현순의 동료들이다. 구

체적으로 1925년에는 국내 기근을 돕기 위한 연합구제금 모집위원회에 

민찬호가 연합위원장으로, 현순이 부회장으로, 한길수가 서무부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1925년 7월의 태평양연안 기독교대표회의 준비위원회에

서도 재무부원 민찬호, 위원 현순 및 한길수가 함께 활동을 이어갔다.85) 

중한민중동맹단의 나머지 발기인 중 이태성·조경천 등도 1936년에 현순

과 함께 하와이 한인교회연합 조직에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고, 1937년 

4월에는 韓人基督學生運動이라는 단체에 민찬호·이태성·현순이 각각 

부회장·학생후원위원·고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86) 이 같은 인맥이 현

순의 중한민중동맹단 참여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중한민중동맹단 결성 초기에 현순은 민찬호·홍한식·박상하 등 하와

이 한인 이주 1세대들과 함께 ｢신정부에 대하야｣라는 주제로 강연활동을 

벌이는 등 계몽 강연에 힘썼다.87)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를 

예측한 한길수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1942년부터 현순 또한 민찬호·조경

천·차신호 등과 함께 중한민중동맹단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 

전면에 나섰다.88) 이때 현순을 포함한 민찬호·홍치범·홍한식·박상

하·정두옥 등의 하와이 한인 이주 1세대 운동가들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보고, 그들이 조국

에 헌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중한민중동맹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89) 

85) 한인교회보, 1925년 2월자, 30~31쪽.

86) 국민보, 1937년 4월 28일자, ｢한인기독학생운동｣.

87) 중한민중동맹단 선전문 53호, 1940년 3월 23일자, ｢廣告!! 공동 강연회｣.

88) 高珽烋, ｢하와이 中韓民衆同盟團(1938~1945)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4, 2005, 

168쪽.

89) 高珽烋, ｢하와이 中韓民衆同盟團(1938~1945) 연구｣,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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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현순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끝까지 유지했다. 앞서 인용한 

송병조와의 서신 교환에서 드러나듯이 1937~1938년에도 현순의 임시정부 

지원 및 상호 연락 관계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1938년이 되자 현순은 본

인을 포함한 48명의 한인과 카우아이 동부, 카우아이 단합회, 카우아이 

동아청년회 등의 단체로부터 특연금을 걷는 등90) 임시정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938년에는 1,722.69달러, 1939년에는 

1,697달러 그리고 1940년에는 102.5달러의 독립금을 수합해 임시정부에 

지원했다.91)

다른 재미한인들도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가속화가 한국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환경이라는 인식하에 

본격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지 및 후원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36년 5월

부터 본격화된 재미한인사회의 단체 부흥운동은 국민회의 중흥으로 이

어졌고 1940년대 초반 재미한인단체 통합의 토대가 되었다.92) 현순 또한 

그동안 연대에 다소 소극적이던 동지회와 국민회의 합동 논의에 카우아

이 대표로 참여하는 등 임시정부의 외교, 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

미한인단체 통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D-1 : (一) 대체 혁명이란 것은 인간사회에서 자유발전에 일어나는 자

연의 형세이다. 군주전제 밑에서 압박을 당하던 중에 정치적 압

박을 벗기 위하여 일어나는 혁명은 이를 정치혁명이라 하고 부

호들의 전권 밑에서 압박을 당한 민중이 경제적 압박을 벗기 위

하여 일어나는 혁명은 이를 산업혁명 혹 공산혁명 이라하고, 다

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 치하에서 압박을 당한 민중이 침

략적 압박을 벗기 위하여 일어나는 혁명은 이를 민족혁명이라 

90) Hyun, Soon, ｢Kawado tugyongum : accounting｣, 1938년 1월 1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2쪽.

91)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Acta Koreana 15-1, 2012, 

p.174. 

92)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2004,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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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二) 그런데 우리 한족의 유일한 혁명은 정치혁명보다도 

산업혁명보다도 오직 민족혁명이 이것이다.93)

D-2 : (七) 혁명은 공담허론(空談虛論)에 있지 않고 오직 직접행동에 

있다. 이(李奉昌)·윤(尹奉吉) 양 의사의 정신을 따라 三千萬 민

중이 각개 마음의 품은 칼날을 빼어 왜적의 통치를 개인이나 기

관이나를 모조리 터트려야 하겠다. 그러나 이・윤 양 의사들에

게 절윤(絶倫)의 용(英勇)이 있었으나, 단독으로는 성공치 못

했을 것이다. 조직체의 지휘를 받고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의 

후원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 조직체는 우리 한족의 혁명 대본

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것이요, (중략) 三千萬 민중으로 같이 

살기로 도모하여 죽기로써 기약하면 혁명심이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다. 이 마음으로 혁명의 대본 인 임시정부를 복종하며 후

원하면 우리의 대본 의 위신과 위력이 중외에 떨칠지니 이 어

찌 우리민족의 자유를 얻는 유일의 기본이 아닐까보냐. 하와이

에 우거하는 六千 동포여 혁명심을 살리자. 혁명심만 살아나면 

왜적을 거꾸러트릴 날이 멀지 아니하다. ｢종｣(괄호 및 한자어 

병용, 현대어 표기는 필자 주).94)

현순은 1938년 5월~6월에 국민보에 게재한 <D-1>, <D-2> 논설 내용

을 통해 1938년 당시 국내외 한인들의 당면 ‘혁명’을 정치혁명, 산업혁명

(공산혁명)이 아닌 민족해방운동에 해당하는 민족혁명으로 규정했다. ‘혁

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李奉昌·尹奉吉의 의열투쟁을 제시하고, 이를 

계획 및 지원한 임시정부를 혁명의 大本營으로 평가했다. 그에 따라 임

시정부를 향한 복종과 후원을 하와이의 한인들의 ‘혁명’ 실현 방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순은 중일개전, 미일개전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조건에 부응

해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는 무력투쟁 및 군사 활동을 강조했고, 이에 대

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와이 한인들에게 촉구했다.95) 이로 미

93) 국민보, 1938년 5월 25일자, ｢혁명심을 살리자｣.

94) 국민보, 1938년 6월 1일자, ｢혁명심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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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볼 때 과거 사회주의자들과의 교류와 당시 진보적인 재미한인운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현순은 한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가장 중시한 민족

운동가로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분열과 무능력에 대한 회의감에 내무차장까지 사임하며 떠났던 

임시정부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 과정은 임시정부가 1930~40년대 민족해

방운동의 중앙 기관으로 부상한 흐름에 부합된다. 민족해방과 한국독립

에 대한 그의 열망 앞에 과거 임시정부와의 갈등이나 중한민중동맹단의 

정치적 성향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 시기에 이르러 현순이 朝鮮民族革命黨과 

朝鮮義勇隊를 이끄는 중국의 金元鳳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 현순은 1942년부터 중국의 조선의용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주에서 조

직된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에 합류했다. 나아가 3월부터 한길수, 김원

봉과 계속해서 전보를 교환하며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에 관해 논의하고 

그에 소요되는 독립금을 지속적으로 수합 및 전달했다.96) 또한 김원봉과 

김구 측 모두에게 상호간의 통합을 촉구하는 전보를 보내 조선민족혁명

당(조선의용대)측과 임시정부(한국광복군)의 통합을 유도했다.97) 

하지만 1942년 1월에 이승만과의 대립 끝에 한길수가 재미한족연합위

원회를 이탈하는 등 한길수와 이승만 간의 경쟁이 미국정부로 하여금 한

인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강한 경계와 불신감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시

작했다.98) 그 같은 한계에 직면한 현순은 민찬호, 박상하 등 그의 하와이 

이주 1세대 동료들과 함께 중한민중동맹단을 떠나 조선민족혁명당 하와

이 총 지부 결성에 참여했다.99) 먼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지부 조직의 

95) 국민보, 1938년 6월 15일자, ｢혁명정신을 태우자｣.

96)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pp.174~175.

97) Robert Hyung-Chan Kim, “Soon Hyun and His Leadership in the Hawaiian Branch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uring World War II”, pp.176~177.

98) 김도훈, ｢한길수, 그는 정녕 국제적 제5열인가?｣, 한국역사연구회회보 27, 1996, 37쪽.

99) 高珽烋, ｢하와이 中韓民衆同盟團(1938~1945) 연구｣,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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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계기는 1943년 8월 조선민족혁명당 주석 김규식 명의로 통보된 

미주 지부 관할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특별결의안 통과 다.100) 이에 

1944년 2월에 변준호를 회장으로 하는 미주 총 지부가, 한 달 후인 3월에 

민찬호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하와이 총 지부가 각각 설립되었다. 하와이 

총 지부에는 중한민중동맹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찬호·현순·홍한

식·박상하 등 하와이 이주 1세대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현순은 

총서기 및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101)

동시에 현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예비 단체적 성격을 지닌 연합

한인위원회에 1940년부터 참여해 조사부 의원에 임명되는 등 미주 한인

단체 통합운동에도 계속해서 관여했다.102) 이때도 그는 연합위원회의 목

사임시회의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을 선언하는 등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견지했다.103) 1944년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 개

조 명령에 따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전체대표회의에는 현순이 박상하, 

홍한식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회의 

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선전부 위원에 보선되었고104), 조

직 및 임원 개편 때 선전부 위원에 선임되었다.105)

이 같은 활동 경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순은 1923년부터 LA로 이주

하게 되는 1946년까지 카우아이 섬을 비롯한 하와이 지역에 집중된 목회 

및 독립운동을 벌 다. 게다가 그의 부임을 결정한 감리교 교단에게 한

인들이 정면으로 항의할 정도로, 카우아이 섬 일대 한인들의 강력한 지

지를 받았다. 이는 현순이 카우아이 섬을 중심으로 하와이 한인사회 일

부에 지속적인 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배경으로 그는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민찬호·한길수·박상하 등 하와이 이주 1세대 동료들

100) 독립, 1943년 10월 6일자, ｢조선은 반드시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

101) 독립, 1944년 3월 15일자,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위원 제씨｣.

102)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29일자, ｢각단체 대표대회｣.

103) 국민보, 1942년 5월 20일자, ｢임시목사회의 성황｣.

104)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211쪽.

105) 국민보, 1944년 12월 6일자, ｢해외한족연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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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하와이를 지역 단위로 삼아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하

와이 총 지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해방 직전인 1944년에

는 현순과 그의 한인 이주 1세대 동료들인 민찬호·박상하·홍치범·홍

한식·문도라 등이 모두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 집행위원에 선

임되기에 이르렀다.106)

이 같은 현순의 활동 방식과 그에 따른 하와이 일대 한인 사회에 대한 

향력 재고는 미군 정보문서를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1943년 6월 9일 한

길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전략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및 미군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OSS의 조지 매큔(George 

M. McCune)은 한길수가 재미 한인 좌익 그룹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했

다고 단정한다. 그는 오히려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의 한인 좌익 그룹

의 실질적인 리더로 李慶善과 현순을 각각 지목했다.107) 즉 로스앤젤레

스의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총 지부와 호놀룰루의 조선민족혁명당 하와

이 총 지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이경선과 현순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한민중동맹단은 한길수 후원이 목적이었고, 당시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의 공식 단장은 민찬호 다.108) 그럼에도 

현순이 실질적인 리더로 규정된 것은 하와이의 한인운동 일부를 주도한 

그의 위상을 반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23~1946년까지 현순의 활동은 

카우아이 섬과 하와이라는 지역 단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는 국민

회와 동지회로부터 이탈했거나 그들과 구별되는 한인들로 구성된 제3의 

한인단체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민찬호·한길수·박상하와 같은 하

와이 이주 1세대 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재미독립운동 단체의 조직 및 

활동을 주도했던 것이다. 

106) 국민보, 1944년 1월 26일자, ｢반포서｣.

107) ｢DOCUMENTS ON KILSOO HAAN - Conference on Koreans and the Korean situation 

held at the Navy Building on Monday afternoon June 7 1943｣( 국가보훈처,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美州篇(8)OSS재미한인자료, 2005, 493쪽).

108) 홍선표,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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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뉴욕의 변준호 등이 속한 미주 본토의 진보

진  한인 운동가들과 연계했다. 그 결과 중한민중동맹단·조선의용대 미

주 후원회 및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지부로 대표되는 진보적 흐름이 형성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 내부의 해방 전후 인식의 차

이로 인해 이경선, 신두식 등 舊 간부파와 곽림대 등이 속한 新 간부파 간

의 분열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총 지부는 1946년 5

월 6일에, 하와이 총 지부는 1947년 8월에 각각 해산되고 만다.109) 이후 현

순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진보 진  재미한인운동가들은 로스앤젤레스

에 모여 독립지를 간행하여 언론분야에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했다.

2) 독립신문에서의 언론활동

독립은 1943년 10월 6일에 김강·곽림대·변준호 등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총 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진보진  한인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

간한 한글 신문이다.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했고, 

비교적 진보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른 

당 이념과 활동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신한민보의 문란 주필이었던 

박상엽을 입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 던 민족전선을 확대 및 

재편해 1943년 10월 6일부터 발간되었다.110) 

현순은 1944년부터 조선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의 서기이자 집행위원장

으로 재직하는 동시에,111) 발기인회 및 사우회에 참여했던 독립에서 

문필 활동을 시작했다. 1944년 5월 3일에는 이전부터 함께 활동해 온 김

이제 목사와 오창익을 각각 독립신문사 하와이 지국의 서기 겸 통신원

과 재무부장으로 임명했고, 본인은 지국장에 취임했다.112) 이때도 현순

109)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 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2015, 202~204쪽.

110) 강만길, (증보)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306쪽. 

111) 독립, 1944년 2월 3일자, ｢조선민족혁명당｣.

112) 독립, 1944년 5월 3일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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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제목 주요 내용

1944년 

5월 17일

조선은 오직 

조선 민중의 것

- 조선은 일개 단체, 양반 등이 아닌 민중의 것.

-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통해 국내 민중까지 모두 일어나 自

由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 부자연스러운 임시정부를 바로잡아 독립을 위한 대규모

의 自由戰을 일으키자.

1944년 

6월 28일
혁명

-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을 위해 정치적 혁명을 목적으로 

둔 모든 단체는 혁명운동 단체이다.

- 전면적인 혁명을 위한 정신적 파괴 및 건설과 뒤이은 물

질적 파괴 및 건설이 요구된다.

- 미국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조선인이 단결하여 극복

할 수 있다.

1944년 

7월 26일

새 조선에 

새사람

- 조선 全 민중에 의한 정부기관 및 제도가 세워져야 한다.

- 새 생명으로 건설되는 새 조선은 조선 전 민중의 행복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요구한다.

1944년 

8월 26일
민중의 정부

- 민중이 지지할 정부는 자치할 줄 아는 정부여야 한다.

- 정부는 민중의 번 을 지도하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조선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강대국들의 회의 결

과는 민중에 의해 민중의 정부가 조직되지 못한 탓이다.

-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이 조선 동포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

한 과제이다.

1944년 

9월 6일
독립의 사명

-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았음에도 재미한족연합회와 

주미위원부는 무능했다.

- 연합국이 피해 없이 일본을 이기면 일본을 대신해 조선

을 지배할 것임으로 해방 후 1년간은 완전한 독립을 위한 

조선전민중의 총 동원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행한 외교가 아닌 사활을 건 투쟁이 혁명의 정

곡(正鵠)이다.

- 연합국 인민에게 조선인의 진정한 요구를 알려줘야 한다.

<표 1> 해방 전 독립에 실린 현순 논설 모음

은 신문사의 본거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는 

하와이 지부를 별도로 조직하는 운동 방식을 견지했다.

또한 1944년부터 1945년 한국 광복 전까지 독립 지면에 5편에 이르

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방 후 건설될 통일 정부에 대한 본인의 견해

와 방법론 피력이 주된 내용이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순은 한국의 해방이 다가오는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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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여 조선 전 민중이 총동원되는 自由戰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루

어진 외교위주의 독립운동이 일제의 패망이라는 시대적 호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된 

조선인의 끝없는 투쟁을 요구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민중의 요구가 수

렴되는 임시정부, 자치정부를 수립해 연합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배의 

도래를 막자는 것이 현순의 주장이다. 이처럼 현순은 외세의 개입을 배

제하고 민중의 뜻을 반 한 조국 해방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적, 

국제적 의제에 집중했다.

이는 1943년 창간 때부터 1945년 8월 한국 해방 전까지 유지되던 독
립신문의 전체적인 논조이기도 하다. 해방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열

강의 위임통치 및 국제관리에 대한 경계나113), 1943년 11월의 카이로 회

담에서의 ｢적당한 시기｣의 언급과 같은 모호함에 대한 비판 등114) 외세

의 간섭이 배제된 한국의 즉각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현순은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중경의 김원봉과 전보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독립지면을 통해 공개했다. 김원봉은 현순에게 

국내와 중국 관내를 비롯한 미주 이외 지역의 정세와 독립운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115) 현순은 갑작스러운 해방에 대비하여 국

내와 만주의 정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원봉에게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116) 이처럼 현순의 초기 독립신문 활동은 가시화된 

조국 해방에 대한 준비와 주변 독립운동 세력의 정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비슷한 시기 독립에서 활동한 진보진  재미한인운

113) 독립, 1943년 10월 6일자, ｢창간호를 내여 보내면서｣. 

114) 독립, 1943년 12월 8일자, ｢카이로 회의의 협정과 우리의 태도｣; 독립, 1944년 

3월 8일자, ｢카이로 회의와 우리의 책임｣.

115) 독립, 1944년 5월 3일자, ｢김약산씨의 국내정세 보고｣; 독립, 1944년 6월 21일자, 

｢하와이 소식｣. 

116) 1945년 8월 15일자 서신(HYUN SOON ⇨ KIUSIN KIIM, YAKS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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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인 李慶善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해진다. 목사 던 이경선은 흥

사단,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총 지부 등에서 활동하다가 기독교와 결별할 

정도로 점차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117) 그는 독립 1947년 11월 12일자

에서부터 ｢변증법적 사적 유물론｣이라는 제목으로 엥겔스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唯物辨證法 원리118) 강의를 3달간 게재했다.119) 현순과는 달

리 사회주의에 깊게 경도되고 이론적,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내재

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비로소 광복

이 도래했다. 이에 이듬해인 1946년 현순은 조선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 사령관에게 서신을 보내 국내의 김규식·김원봉과 

만나기 위한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120) 하지만 김강 등 다른 진보진  운

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귀국 요구는 거절되었다. 

같은 시기 현 피터과 현 앨리스는 미군에 입대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

었다. 입국 후 그들은 남한의 좌익 세력을 위한 정보수집 및 간첩활동에 

주력했다. 현 피터의 경우 남한 내의 좌익계열 문인단체인 朝鮮文化建設

中央協議會와 접촉하고, 南勞黨 비서인 박헌 을 만나 그와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는 등121) 남한 내 좌익세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시도했다. 

현 앨리스 또한 미군 정보부에 복무하면서 비  공산당 요인들과 회동하

는 등 간첩 활동을 벌 다.122) 이 같은 활동이 발각되면서 결국 현 피터

117) 최기 ,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2004, 57쪽.

118) 우리는 현실적인 사물을 그런 절대 개념의 어느 단계의 模像으로 해석하는 대신,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개념을 또 다시 유물론적으로, 현실사물의 

模像으로서 파악한다. 이로써 변증법은 운동-외부세계 및 인간사유-의 일반적인 법

칙에 관한 학문으로 환원된다(극동문제연구소, 原典共産主義大系 -理論과 批判-, 

1984, 16쪽).

119) 독립, 1947년 11월 12일자, ｢변증법적 사적 유물론｣. ~ 1948년 2월 4일자, ｢변증법

적 사적 유물론 九｣.

120) Hyun, Soon, ｢Soon Hyun to Commanding General, U.S. Army Force, Middle Pacific｣, 

1946년 2월 12일,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21) Hyun, Peter, In the New World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1995,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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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 앨리스 모두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로 인해 현순의 조국 방문 또

한 더욱 요원해졌을 것이다.

1923년에 하와이에 정착한 이래 현순은 국내 감리교 종단과 연락을 유

지하고, 임시정부 및 조선민족혁명당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그 관심과 

활동 방향이 항상 조국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고대하던 조국의 광복을 

목격하면서도, 먼 타국에서 남북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고 있어야

만 하는 무력한 상황이 해방 전후 현순이 처한 현실이었다.123) 독립에
서 나타나는 조국, 민중에 대한 현순의 애정과 임시정부 수립 열망에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 반 되어 있다.

한편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및 미소공동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끝나면

서 남북 분단은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은 1946년부터 이미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 설치와 급진적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여기에 미국의 소극

적인 남한정책이 더해져 남북, 좌우분열이 심화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협상마저도 실패로 끝나자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124)

남북 분단은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 정부 수립을 고대하던 재미한인사

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1947년부터 독립간행에 서기 및 이사원

으로 참여했던 현 앨리스, 현 피터 등의 현순 일가를 비롯한 진보적 재재

미독립운동가들은 미국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을 옹호

하는 견해를 계속해서 피력했다. 같은 해 현순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로

122) File 4-44-390 reveals a metting betwee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mmunist Party 

in Korea and HYUN, Alice, KLONSKY, Robert, ZEFELIN, Harold, FRISCH, Norman, and 

CHUNG and KIM, not further identified. Files of this office show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nel are active cumunists of friends of communists(美軍 CIC 情報 報

告書2 : 단체활동조사보고서(1),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58쪽).

123) even though he wanted to return to the land of his birth, the Reverend Soon Hyun was 

fated never to return home. Worse still, he was fated to be denounced a traitor th both 

Korea and America – a Communist traitor(David Hyun & Yong Mok Kim edit, My 
autobiography by the reverend Soon Hyun 1878-1968 : with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analysis, p.203).

124)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143~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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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앤젤레스로 이사한 후,125) 백호당이라는 약국을 운 하는 등126) 평범

한 생활을 잠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충격은 현순을 다시

금 운동 진 으로 이끌었다. 이는 크게 재미조선인민주전선에서의 선전 

활동과 월레스와 신진당을 지지하는 언론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순은 1948년 1월에 재미조선인민주전선의 위원장(6월부터 의장

으로 변경)에 취임했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재미조선인민주전선은 국

내의 좌익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미국 지부를 표방했으나 실제론 

현순(위원장), 최능익(재무), 현 앨리스(서기), 곽림대(총무), 김강·현 피

터·김성권(총무부원) 등 독립신문 참여원들이 조직한 선전단체에 가

까웠다.127) 

즉 1945년 10월경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박헌 이 월

북하고 국내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진 이후의 재미조선

인민주전선의 역할은 독립지면을 활용한 언론 및 선전활동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주제는 남한의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와 김구·김규식

의 남북협상에 대한 지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128) 이는 이승만의 견

제와 주미총 사의 여권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진보진 , 특히 진보적

인 재미한인의 귀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황 탓에129) 독립 발

간 그룹 내에서 반등한 북한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표출된 결과 다. 

이와 관련하여 현순이 당시 미국의 대선 및 총선 결과와 국내 정치상

황을 연동시킨 점이 주목된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자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 때 부통령을 지낸 헨리 월레스(Henry Wallace)는 제33대 선

거에 진보 진 을 대표하는 후보로 출마했다. 현순은 그의 진보적 강령, 

무엇보다도 트루먼(Harry S. Truman)의 단호한 對蘇 정책에 반대하는130) 

125) 독립, 1947년 10월 12일자, ｢인사소식-현순목사와 동부인 라성에 이주｣.

126) 독립, 1947년 12월 24일자, ｢백호당｣.

127) 독립, 1948년 1월 7일자, ｢재미조선인민주전선 명년도 신위원 위원 七인｣.

128) 독립, 1948년 5월 12일자, ｢민전 시국 회담｣.

129) 박준현, ｢재미한인 卞俊鎬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72, 2015,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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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정책 기조에 큰 기대를 걸었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과 

미·소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남북, 좌우대립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조국의 위기 타개를 위한 미국의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것이다. 

현순은 미국의 민주당 후보인 트루먼이나 공화당 후보 듀이 모두를 비

판하고, 새로운 진보적 이념을 표방한 월레스에게 투표해야만 미국 인민

과 세계가 구적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131) 1948년 11월 2일 

미국 대선에서 트루먼이 당선된 후에는 월레스의 신진당 창립이 성황을 

누리도록 기도한다고 밝히고, 트루먼이 제시했던 진보적인 공약의 준수

를 희망했다.132) 무엇보다도 월레스의 신진당의 조직과 번성을 냉전체제 

해체, 나아가 국내 정세 완화와 연결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E : 자연의 법칙은 역리를 통해 순조로(이) 진보되어 가는 것이다. 세

인의 안목에는 실패로도 보이며 미약한 소수 불평분자들의 집단으

로 보이는 월레스의 신진당은 기리온의 정병 같은 1백 25만의 진

을 더욱 결속하며, 자유, 번 , 평화의 정강을 더욱 진취하기 위

하여 11월 14일에 시카고에서 신진당(의) 전국적 대표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중략) 끝으로 우리 조선 민족은 미국의 재벌 침략자들

과 부동하여 동족상잔의 참화를 더 보겠는가? 밖으로 냉전을 막으

며 안으로 혈전을 그치게 하고, 세계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도

모코자 하는 신진 정략을 가진 미국의 평민들과 휴수병견(携手竝

肩 : 서로 손잡고 같이 일을 해냄) 하겠는가? 이제 나는 우리 조선 

민족의 양심에 호소할 뿐이다.133) 

<E>논설에서 현순은 신진당을 자유·번 ·평화를 진취할 수 있는 신

진 평민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냉전과 국내 남북대립

의 극복을 주장했다. 실제로 현순은 신진당의 대표위원회에도 참가했고 

130) 윤용희, ｢미국 제3정당의 실태와 발전의 제약요인｣, 社會科學 13, 2001, 8쪽.

131) 독립, 1948년 10월 27일자, ｢평화냐 전쟁이냐｣.

132) 독립, 1948년 11월 10일자, ｢나의 기도｣.

133) 독립, 1948년 11월 24일자, ｢신진당의 대활약에 대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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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조선인민주전선 차원에서 월레스 및 신진당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후 1950년부터 남북 갈등이 더욱 심화되자 남한의 좌익 세력 소

탕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이상 추구와 각성을 부

르짖는 그의 논조도 점차 과격해졌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1월 25일부터 독립신문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현순은134) 1950

년 8월 22일 진보진  재미독립운동가이자 목사인 황사용과 공동 명의로 

｢미국 형제자매에 대한 호소(An Appeal To Th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라는 논설을 게재해 교회와 미국 시민들에게 남한 공습 및 전쟁 

중지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현순은 이 논설에서 남북한 내전에 미군

이 군대를 투입한 것이 부당하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한국 기독교 복

음의 성지, 평양의 파괴를 비판했다. 나아가 이를 막기 위한 전쟁 중지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135) 

특히 이 논설에서 현순과 황사용은 퇴직 목사 신분으로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평양을 한국 기독교 성지

로 강조하고 기독교 원리적 사랑을 촉구하며, 미국 기독교들에 대한 협

력 요청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현순은 反美·親사회주의적인 정치사상

과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공존시켰다.136) 즉 이때까지도 한인 민중에 대

한 애정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反美·親사회주의적인 정치사상과 기독

교 신앙의 공존이 가능했다.

134) 독립, 1950년 1월 25일자, ｢취임 인사｣; 독립, 1951년 1월 10일자, ｢신임 사장 리

사장을 마지함｣.

135) Hyun, Soon, ｢An Appeal to th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by Soon Hyun and Sa 

Yang Whang｣, The Reverend Soon Hyun Collected Works, USCLibraries, 1950년 8월 

22일.

136) 현순은 말년에 집필한 자서전인 玄楯自史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유지

를 이야기 했다 : 孔子는 人倫, 政治, 道德을 가리켰다. 佛敎에서는 人生의 三世 卽 

前生, 現生, 後生을 가리킨다. 基督敎는 人間의 永遠한 生을 가리킨다. 그래서 余는 

基督敎信仰에 깊은 뿌리를 두었다. 余는 오늘에도 每日같이 聖經을 읽는다( David 

Hyun & Yong Mok Kim edit, My autobiography by the reverend Soon Hyun 1878-1968 
: with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analysis,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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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고대한 현순의 염원과는 달리 6·25전쟁은 

갈수록 격렬해져 휴전의 고착화로 막을 내렸다. 1950년에 이미 70대의 고

령에 접어든 현순 또한 전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딸인 현 앨

리스의 죽음이나 아들 현 피터의 청문회 출두와 같은 시련이 현순 일가

에게 계속되었다. 그나마 1963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국민

장을 수여받음으로서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137)

4. 맺음말 

공훈 수여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에 현순은 자서전 玄楯自史 집필을 

마무리 한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8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 했던 생을 마감했

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포레스트 론 공원묘지(Forest Lawn Memorial-Park)

에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부인 마리아와 함께 묻혔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인 1975년에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정부가 실시한 해외 애

국지사의 한국 국립묘지로의 이장계획에 따른 이장 대상으로 선정되었

다. 그에 따라 유해가 1975년 8월 3일 국내의 국립묘지선열묘역에 이장

되었다.138)

현순은 1923년 호놀룰루로 이주한 이래 20년 넘게 카우아이 섬 및 하와

이 일대에 머물렀고, 1902~1903년에 이주한 하와이 이주 한인 1세대 운동

가들과의 결속 및 단합을 유지해 재미 독립운동의 유력한 축을 형성했

다. 이처럼 1920~40년대 현순의 재미 독립운동은 카우아이 섬과 하와이

라는 지역 단위를 공간적 기반으로, 초기 하와이 이주 한인들의 지지와 

이주 1세대 운동가들과의 연대를 인적 기반으로 삼아 이루어졌다는 점에

137) 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5, 國家報勳處, 1988

년, 823~825쪽.

138) 한국일보, 1975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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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현순, 김원봉, 월레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조선독립단, 가와도한

인단합회, 중한민중동맹단, 조선민족혁명당

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안창호의 국민회나 이승만의 동지회와 같은 

재미한인운동계의 거대 인물, 단체와는 구별되는 제3의 운동 흐름과 진

보진  구축은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지닌 역동성과 다양성을 재평

가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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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20~40년대 玄楯의 재미 독립운동

박 순 섭

조선 중기부터 역관을 배출한 중인 가계 출신인 현순은 東西開發會社 

취직을 계기로 1903년 1세대 하와이 한인 이주 노동에 참여했다. 그는 통

역관으로 한인의 고단한 노동과 교회 건설 등을 함께하는 동시에, 하와

이 민족운동의 동료가 되는 이주 한인 1세대 운동가들을 만났다. 

1907년 5월 귀국 후에는 교육과 목회 활동에 매진하던 중 1919년 기독

교 인사들과 3·1운동을 계획하고 상해로 이동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의 토대를 조성했다. 1920년 8월 31일에는 이승만의 지원을 받아 渡美하

여 구미위원부 위원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다소 과감하게 한국공사관 개

설 및 독립청원서 제출을 감행한 결과 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미한

인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에 큰 손실을 입었다.

하와이 감리교단의 요청에 따라 1923년경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한 

현순은 하와이를 기반삼아 카우아이 섬 및 하와이 한인들의 목회자이자 

후원자, 교육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대조선독립단·가와도한인단합회·

중한민중동맹단·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 지부 등에서 임시정부 지원 

등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이때 현순이 진보적인 재미독립운동에 동참

한 이유는 이론적, 경제적인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체계화보다는 애국

심에 기반을 둔 진보적 민족운동의 전략적, 방법론적 측면의 수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47년부터 현순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현 피터, 현 앨리스 등의 일

가와 함께 독립신문의 간행에 참여하고 신문지상을 통한 언론활동을 

벌 다. 조국 해방 전에는 외세에 간섭을 배제한 즉각적인 자주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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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에는 남북통일정부 수립과 냉전 체제의 해체를 주장했다. 특히 

미국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진보세력을 표방한 월레스와 신진당을 지지

하고 그에 따른 국내 정세 완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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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요약

Hyun, Soon(玄楯)’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20’s 

to the 1940’s

Park, Sun-sub

Rev. Soon Hyun, who was born in the lineages of the middle class at 

Joseon Dynasty, participated in the first-generation Hawaiian Korean migrant 

labor in 1903 with the getting a job at East-West Development Company. As 

an interpreter, he met the Korean immigrant first generation activists who will 

work together with the Hawaiian national movement while working hard on 

labouring and building churches in Korean societ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May 1907, Soon Hyun devoted to education 

and ministry activities. Then, in 1919, he planned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with christians and moved to Shanghai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31, 

1920, with the support of Syngman Rhee,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s to America and Europe. 

However, he was somewhat quickly deprived of his chairmanship as a result 

of the boldly establishment of a Korean Legation and the submission of an 

independent petition. After all, he suffered a great loss in his status as 

Korean society activist in United States.

In 1923, he moved to Honolulu, Hawaii, at the request of the Methodist 

church of Hawaii. And based on Hawaii, he became a pastor, patr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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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or of Kauai Island and Hawaiian Koreans. In addition, he continued 

the independence movement at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League, The 

Kauai Korean Association, Sino-Korean People's League,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of Korea Hawaii Branch. The reason for Soon Hyun 

participating in the progressive Korean American Movement at this time was 

focused on the acceptance of the strategic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 

progressive national movement based on patriotism rather than the 

theoretical and economic socialist ideological reception and systematization.

Since 1947, Soon Hyun moved to Los Angeles, where he participated in 

the publishing of Independent newspapers along with his family including 

Peter Hyun and Alice Hyun. Prior to the liberation of Korea, he claim an 

immediate independence, which excluded interference in foreign affairs, and 

after lib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Korean government and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ystem. In particular, he supported the Henry 

Wallace and the Progressive Party who advocated for the new progressive 

forc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ultimately pursued the relaxation of 

domestic situation.

Key Words : Hyun, Soon, Kim, Won-bong, Henry Wallac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League, Kauai Korean Association, Sino-Korean 

People's League, The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