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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1) 운영목적 및 특징
독립기념관은 1987년 충남 천안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
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한다.’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설립목적에 따라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나라사랑·평화공존의 역사의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국난극복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념관을 넘어서서
국내외 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독립운동사 전시 및 교육을 제공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 콘텐츠1) 가 담긴 배움상자를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기획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박물관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독립기념관은 관람객이 전시된 소장품(역사자료)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전시물(object) 기반 학습’을 중요시한다. 전문가들이 역사자료2)를 분석하고
정리한 사실을 교육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역사학자처럼 직접 자료를
보면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탐구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이 역사자료를 살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기념관이 2019년 4월 현재 수집한 역사자료는
99,000여 점 정도로 양도 방대하지만 구성도 전적류, 문서류, 문화예술종교류, 생활류,
군장류, 사진필름류 등으로 다양하다. 사료 자체의 중요도도 고려했지만 학생들이 역사수업
과정에 사진, 선언서, 편지, 음원, 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자료를 탐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역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료를
1) 교
 육 콘텐츠란 교육을 목적으로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공정과 가치를 더해 만든 결과물을 의미하며, 주제별
역사수업을 위해 가공된 교사 자료 및 학생 교구재, 기타 진행물품을 일괄적으로 일컫는다.
2) 역사자료는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재료로 흔히 사료(史料)라고 한다. 1차 사료는 동시대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편지, 자서전, 사진, 유물 등을 말한다. 2차 사료는 후세 사람들이 작성한 연구나 논
문 서적들로 1차 사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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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부분이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학습지도안(교안), 역사자료 해제

있고 찾기가 어려워 사료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용으로 편집된 사료집(교재)이 필요

등으로 구성된 교사자료와 학생이 사용할 교구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역사학습을 용이

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3)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독립기념관의 풍부한 사료를

하도록 했다.
향후 배움상자 내 독립운동사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교사들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재와 교사자료를 만들려 노력했다.

반영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표 1> 독립기념관 소장 역사자료 현황

4)

구분

전적류

문서류

문화예술종교류

생활류

군장류

점수

20,501

43,987

1,026

2,490

641

구분

산업생업류

과학기술류

동영상류

사진필름

총계

점수

2,039

3,505

689

24,188

99,066

2) 배움상자 구성
초등용으로 올해 개발되어 보급되는 상자는 3종이다. 세부 구성과 학생 교구재 내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배움상자 구성

두 번째는 학습자가 재미있게 역사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미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려는 정서상태를
말한다.5)

구분

주제

①안중근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운 대한국인

학습자가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에는 관련성, 친밀감, 만족감,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 기대감, 호기심, 유능감, 자신감, 성취감, 도전성, 창의성, 중독성이 있으며
참여, 팀워크, 과제의 복잡성, 격려와 피드백, 경쟁과 모방, 표현도구, 문화예술활동, 실제적
환경, 시간의 적절성, 과정의 용이성, IT기반 활동, 통합교과, 준비와 연습, 체험활동 같은

②김마리아

조건 하에서 재미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6)

대한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배움상자 콘텐츠 개발 시 체험활동과 역사자료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용 교재의 경우 올해 의거

③헐버트

110주년을 맞이하는 안중근과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삼천만 한국인의
영원한 벗

구성(1상자 기준/1학급용)
교사자료

·수업용 PPT,
수업자료가
담긴 USB
·학습지도안,
역사자료 설명이
있는 책자

학생 교구재
•교재 30권
•의거 및 재판장면 만들기 kit 30개
•안중근 배지 30개(기념품)
•교재 30권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해결하기 kit 30개
•김마리아 배지 30개(기념품)
•교재 30권
•『한국평론』의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kit 30개
•헐버트 배지 30개(기념품)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힘쓴 외국인 헐버트 등으로 교육주제를
선정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역사를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운동사는

<표 3> 학생 교구재 세부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교과서 편제 상 학기 마지막에 배치되어 학습활동이 생략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교재

·내용: 안중근 일생과 활동(1879~1910)
·역사자료활동
① 안중근의 다양한 활동 지역을 확인하고
스티커 붙이기
② ‘장부가’ 읊조려보기
③ 『안응칠역사』에 담긴 의거 당일 모습을
회전판 속 사진과 그림으로 확인하기
④ 이토 히로부미 15가지 죄목 관련 사건
사진 스티커 붙이기
⑤ 순국 전 안중근의 유언 읽어보기

교구

안중근의 의거 및 재판 장면 입체적으로 만들기

경우가 빈번하다. 인물과 사건, 단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힘든
3) 이미미,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의 사료 활용 실태 연구」, 『역사교육연구』 29호, 2017, p87~132.
4) 독립기념관 자료부에서 제공한 분류 및 통계를 참고한 것이다. 전적류는 고서, 화보, 일기, 수기, 신문, 지도 등 10분야,
문서류는 공문서, 사문서, 선언서 및 격문, 포스터 등 9분야, 문화예술종교류는 서예, 회화, 영정, 조각 등 9분야, 생활
류는 의식주 및 생활용구 등 9분야, 군장류는 도/검, 총, 포 등 9분야, 산업생업류는 농업, 상업, 임업 등 9분야, 과학기
술류는 인쇄, 통신, 교통 등 9분야, 동영상류에는 레코드 및 비디오, 카세트 등 7분야, 사진필름류는 사진 및 원판, 마이
크로필름 등 9분야로 2차 분류된다.
5) 흔히 재미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즐거움은 활동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 같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정서상
태를 말한다.
6) 정준환, 「PBL에 나타난 재미에 관한 질적 탐구: 3S-Fun」,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83~177.
	본 논문에서는 재미가 ‘맥락(context)’, ‘자기목적(autotelic)’,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13가지
요소와 14가지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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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 김마리아 일생과 활동(1892~1944)
·자료탐구활동
① 『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를 읽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대해 알아보기
② 김마리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
하는 모습 완성하기
③ 김마리아가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 읽어
보기
④ 김마리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살펴
보기

교구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해결하기(이동경로에 따라
활동 스티커를 붙여 지도 완성하기 등 3종)

②김마리아

교재
③헐버트

교구

10

·내용: 헐버트 일생과 활동(1863~1949)
·자료탐구활동
① 헐버트의 관립중학교 교사 당시 사진을
보며 근대 학교의 모습 알아보기
② 『사민필지』를 펼쳐 내용 확인하기
③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4일자를
읽고 헐버트의 미국 순회 연설 내용 알아
보기
④ 헐버트의 「나의 일생」 친필 문서 읽어보기

2

배움상자 속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사자료
1) 학습지도안
2) 역사자료 해제
3) 참고자료

헐버트가 창간한 『한국평론』의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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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움상자 속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사자료

책자에는 USB에 담긴 수업용 PPT를 제외하고 학습지도안과 역사자료 해제 그리고 참고
자료가 담겨있다. 학생용 교구재를 활용하여 역사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와 순서, 내
용 등이 간단하게 학습지도안에 기재되어 있다. 학습지도안의 내용과 예상 소요시간 등은
교사의 수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배움상자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이 역사자료 활용
인 만큼 교재에 있는 자료의 해제도 담겨 있어 수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에
는 학습 시 활용할 만한 동영상과 누리집을 소개하고 있다.

1) 학습지도안
① 안중근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운 대한국인 안중근

학습목표

1. 안중근이 태어났을 때부터 순국할 때까지의 삶을 안다.
2. 안중근의 국내외 독립운동 활동을 이해한다.
3. 역사자료로 안중근 의거를 탐구한다.
4. 역사자료 활동(Activ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안중근의 삶과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한다.

일반자료

학습
자료

동영상
자료

교재 속
역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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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수업을 위한 교사학습자료

총
소요시간

콘텐츠명

75~80분 내외

교수자: 교육자료 PPT,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음원, 배지
학습자: 교재, 의거 및 재판장면 만들기 kit, 필기도구
평화사상가 안중근(5:12)
안중근 의사(2:20)
[만화] 위인극장-안중근(47:10)
[만화] 안중근(4:46)
※51쪽 동영상 목록 참고 할 것
1905~1909년 안중근의 활동 내용 지도, ‘장부가(丈夫歌)’, 『안응칠역사』에 담긴 의거
당일 기록과 사진·그림, 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 15가지 죄목 문서, 순국 전
안중근의 면회 장면 사진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초등용 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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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학)
유의사항: (유)

<PPT자료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수업하거나, 제시된
동영상자료 중 선택하여 학생들과 같이 시청하고
Activity만 같이 하는 수업 중 선택하여 운영>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 맞춤하기
○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국의 자유와 동양의 평화를
위해 힘쓴 안중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예) 이 글씨는 “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
분)”으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글씨를 본 적이
있나요?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감옥에서 쓴 유묵으로,
참된 군인정신을 보여주는 글귀에요. 그리고 왼쪽
맨 끝에는 안중근의 단지한 손이 찍혀 있지요.
다음으로 이 지도는 안중근의 활동 지역과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중근은 한국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분이에요.
이외에도 학교와 회사를 운영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자 했고,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 한인들과
힘을 모아 싸우기도 했어요.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국의 독립을 넘어서 나라끼리 서로 존중하고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조국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노력
했던 안중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암울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다!
(1단원)(1879~1905)
1879년 황해도 해주부에서 태어남(아명 ‘안응칠’)
1885년 개화기의 혼란스러운 위협을 피해 가족들과
신천군 청계동 산골로 이사함

8분

<1904년 러·일전쟁 전까지 활동>
역사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활쏘기·말타기와 같은 전
통무예와 사냥 기술을 익힘, 청년이 되자 부당한 일을 겪
은 이웃을 보면 앞장서서 해결하려 함

(학)
PPT1~3,
교재3~4쪽

1904년 러
 ·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이 대한제국
까지 위협하자 나라를 걱정함
1905년 나라를 지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으로 떠남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2단원)(1905~1909)
전개

도입

학습주제
제시

조국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노력한 안중근의 삶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2분

(학)
PPT1~3

3분

(학)
PPT4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할 순서 확인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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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단원을 통해 안중근의 삶을 알아보기
2. 단원별로 역사자료활동 해보기
- 1~2단원: 1905~1909년 안중근의 활동 내용
지도를 확인하고 알맞은 스티커 붙이기
- 3단원: ‘장부가’를 조용히 읊조리며 의거를 앞
둔 안중근의 비장한 심정 상상해보기
            『안응칠역사』에 담긴 의거 당일 기록을
읽어보고 해당하는 사진과 그림 확인하기
- 4단원: 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 15가지 죄목
문서를 읽고 알맞은 스티커 붙이기
순국 전 안중근이 남긴 유언을 읽고 조국
과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 느껴보기
3. 안중근의 의거 및 재판장면 입체적으로 만들기

활동1

1905년 프
 랑스 르각 신부의 국내 교육과 산업 발
전을 위해 힘쓰라는 조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옴
1906년 진남포로 이사 후, 재산을 내놓아 삼흥
학교와 돈의학교를 운영함
1907년 평양에서 가족들과 국채보상운동에 참여
하고 석탄회사인 삼합의를 설립함
            국내 독립운동에 한계를 느껴 연해주로 떠남
1908년 일본에 맞설 의병을 모으고 한인사회를
단결시키고자 함
의병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경흥·회령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임
1909년 연추에서 동의단지회(단지동맹)를 결성하여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짐

40
~45분

(학)
PPT5~16,
교재5~14쪽

○ Activity 1 안중근의 다양한 활동 지역을 확인해보자!
- 6쪽을 읽고 안중근의 활동 내용 지도에 교재 가
장 뒷장에서 알맞은 스티커를 골라 붙인다.
		 (지역을 표시한 색깔과 동그라미 점선의 색깔이
일치하는 곳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함)
		
		
		
		

•진남포: 삼흥학교, 돈의학교 운영(1906년)
•평양: 국채보상운동 참여(1907년)
•경흥, 회령: 의병활동(1908년)
•연추: 동의단지회 결성(1909년)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초등용 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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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 3 안중근의 의거 현장을 확인해보자!
- 『안응칠역사』를 간단히 소개한다.

○ 독립과 평화를 향한 총성이 울리다!
(3단원)(1909)
10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만
주 방문 소식 접함
10월 20일 우덕순이 의거에 함께 하기로 함
10월 21일 유동하가 러시아어 통역으로 함께 함
10월 22일 하얼빈에서 숙박함
10월 23일 이발을 하고 우덕순·유동하와 사진을
찍음, 조도선이 의거에 함께 하기로 함,
‘장부가’ 지음
10월 24일 우덕순·조도선과 채가구역으로 이동함,
유동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이동상황을
알림
10월 25일 우덕순·조도선을 채가구역에 남긴 채,
홀로 하얼빈역으로 떠남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후,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됨

전개

활동1

<의거 조력자들의 활동>
우덕순: 1908년 안중근과 함께 함경북도 경흥·회령 일대
에서 의병으로 활동함, 안중근의 ‘장부가’에 화답
한 ‘거의가’ 지음, 조도선과 채가구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준비 중 체포됨
조도선: 러시아에서 세탁업과 러시아어 통역에 종사함,
의거 준비에 필요한 통역과 직접적인 실행을
계획함, 우덕순과 채가구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준비 중 체포됨
유동하: 의거 과정 중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함, 이토 히로
부미의 이동상황을 보고함, 의거 이후 체포됨
최재형: 1908년 안중근과 연해주에서 활동함, 의거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함, 의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자들을 구하고자 노력함

○ Activity 2 안중근의 ‘장부가’를 읊조려보자!
- ‘장부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의거 3일 전인 1909년 10월 23일 저녁에 안중근이
직접 지은 시임, 한문본이 먼저 쓰였고 한글본은 이
를 한글로 풀어쓴 것임, 중간의 “쥐도적 ○○” 빈 부
분은 “伊藤(이토 히로부미)”을 의미함

- ‘장부가’를 조용히 읊조려보며 당시 의거를 앞둔
안중근의 비장한 심정을 상상해보도록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8쪽 하단의 낱말풀이를
참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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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이 1909년 12월부터 순국 직전인 1910년 3월
까지 옥중에서 쓴 자서전임

- 10쪽의 『안응칠역사』 속 의거 당일 기록의 도입 부
분과 ㉠~㉣ 부분을 순서대로 읽으며, 11쪽의 회전
판을 돌려 ㉠~㉣ 부분에 대한 사진과 그림을 각각
확인한다.
		
		
		
		
		

•㉠: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
•㉡: 열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
•㉢: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안중근
•㉣: (의거 이후) 체포된 안중근
(㉢의 경우, 의거 당시 사진 및 영상은 현재
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기록화로 대신함)

- 『 안응칠역사』에는 의거 기록 외에도 안중근의
일생과 심정 등이 담겨 있으니 심화학습을 위해
읽어보도록 권장한다.
○ 동양평화를 바라며 옥중에서 삶을 마감하다!
(4단원)(1909~1910)
전개

활동1

1909년
10월 30일
11월 3일
11월 26일
12월 13일

 본 측 검사에게 첫 조사 받음
일
뤼순 감옥으로 수감됨
일본 측 경찰에게 첫 조사 받음
옥중에서 『안응칠역사』 집필 시작함

1910년
1월 26일 일본 측 검사에게 11회차 조사 받음
2월 6일 일본 측 경찰에게 14회차 조사 받음
2월 7일 뤼순 법원에서 첫 재판 받음
2월 14일 6회차 재판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 받음
2월 17일 옥중에서 『동양평화론』 집필 시작함
3월 9~10일 빌렘 신부, 안정근·안공근 형제와
                 면회함
3월 15일 옥중에서 『안응칠역사』 완성함
3월 26일 순국함

○ Activity 4 안중근이 주장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알아보자!
- 자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안중근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일본 측에서 다시 정리한 문서임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초등용 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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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마리아
- ②, ③, ⑥번의 죄목을 읽고 교재 가장 뒷장에서 관련
된 사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②: 을미사변(1895년) → 명성황후 장례식
(자료의 1894년은 오기이거나 안중근의
착오로 추정됨)
		 •③: 을사늑약(1905년) → 을사늑약 체결 문서
		 •⑥: 화폐정리사업(1905년) → 일본 제일은행 지폐
활동1

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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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김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순국할 때까지의 삶을 안다.
2. 김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안다.
3.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4. 역사자료 활동(Activ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김마리아의 삶과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한다.

○ Activity 5 안중근의 조국과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 사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일반자료

학습
자료

- 이 자리에서 안중근이 남긴 유언을 읽고 조국과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껴보도록 한다.

정리

대한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안중근이 옥중에서 빌렘 신부 및 동생 안정근·안공
근과 면회하는 모습의 사진임, 정확한 촬영일자는
알 수 없으나 1910년 3월 9일 혹은 10일로 알려짐

전개

마무리
및
묵념 등

○ 안중근의 의거 및 재판장면 입체적으로 만들기
- 순서에 따라 의거 및 재판장면을 입체적으로 만
든다(PPT 참조).
- 안중근의 의거 및 재판장면 만들기를 완성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도록 유도
한다.

○ 교육의 의미 되새기며 마무리
- 안중근을 비롯하여 그의 나라사랑정신을 이어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생각한다.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안 중근을 비롯한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PPT 묵념 페이지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음악이 나옴)
○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의미로 배지 배부
○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15~
20분

(학)
PPT17~18,
의거 및 재판장면
만들기 kit,
필기도구

총
소요시간

콘텐츠명

동영상
자료

교재 속
역사자료
학습
단계

학습요소

75~85분 내외

교수자: 교육자료 PPT,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음원, 배지
학습자: 교재, 필기도구,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kit, 동전, 풀, 나무막대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27:28)
대한 독립의 별, 김마리아(13:05)
김마리아, 여성항일독립투쟁의 표상(4:32)
※ 51~52쪽 동영상 목록 참고할 것
『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 「대한청년외교단(大韓靑年外交團)과 대한애국부인단
(大韓愛國婦人團)의 제1회(第一回) 공판(公判) 방청(傍聽) 속기록(速記錄)」, 김마리아
가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1932. 7. 12.)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학)
유의사항: (유)

8분

(학)
PPT1~2,
교재3~4쪽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 맞춤하기
○ 학생들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학생들과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확인한다.
- 그 중 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성 독립운동가들
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2분

(학)
PPT19,
배지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예)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여성 독립운
동가는 2018년 11월 기준 357명으로, 전체 15,511명
중 약 2.3% 수준이에요. 독립운동 활동을 한 분들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거나 독
립운동가들을 돌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분
들이 많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요.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이혜련_남편 안창호를
지원, 유관순_3·1운동, 최용신_농촌계몽운동, 남
자현_의열활동)
묵묵히 독립운동을 지원했든, 앞장서 일본에 대항해
독립을 위해 싸웠든 자신의 능력과 상황 안에서 나라
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모든 분들을 기억해야해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여성 독립운동가는 김마리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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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제시

대한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
아에 대해 알아보고, 나라사랑 정신을 느껴보자.

2분

(학)
PPT1~2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여성의원으로, 여성 독립운동
가로 조국을 위해 활동하다!
(2단원)(1921~1932)
1921년 중국에서 임시정부에 힘을 보태기로 함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0회 임시의정원 황
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함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독립운동 방향을 두고
나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자 함
미국으로 유학을 떠남
1924년	미국 미주리에 위치한 파크대학에 입학함
1928년	뉴욕에서 여성 유학생들과 근화회를 조직함
1929년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에 228단우로 입단함
193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학생기독교연
맹대회에서 선교사 맥컬리에게 마르타윌슨
여자신학원 교수부임을 권유 받음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할 순서 확인
도입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1. 3단원을 통해 김마리아의 삶 알아보기
2. 단원별로 자료탐구활동 해보기
- 1단원: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대해 알아보기
- 2단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김마
리아의 모습을 인형으로 완성하기
		
김마리아가 쓴 편지 읽어보기
- 3단원: 김마리아에 대한 증언 읽어보기
3.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해결하기

3분

(학)
PPT3

<PPT자료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수업하거나, 제시된
동영상자료 중 선택하여 학생들과 같이 시청하고
Activity만 같이 하는 수업 중 선택하여 운영>
○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의 길로 뛰어들다!
(1단원)(1892~1921)

전개

활동1

1892년	황해도 장연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남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인재를 기르려면 교육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함
1913년	일본에서 1년 유학 후 돌아와, 정신여학교
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1915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감
1919년	2월 - 유학생들과 2·8독립선언에 참여
후 2·8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귀국함
	3월 - 3·1운동을 독려하다 배후자로 지목
되어 서대문 감옥에 갇힘
	9월 - 출소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이
되어 조직을 확대함
	11월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활동이 발각
되어 감옥에 갇힘
1920~21년 공판을 받고 항소를 이어가던 중에 중국
으로 망명함

○ Activity 1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기사의 확대된 부분을 읽으며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했던 활동을 확인한다.
- 대 한민국애국부인회 임원들 사진을 열어보며
이름과 직책 등을 읽어본다. 김마리아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20

전개

(학)
PPT4~12,
교재5~12쪽,
필기도구
40~
45분

(유)
수업 시간
및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Activity는
선택하여 운영

활동1

○ Activity 2 김마리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
하는 모습을 완성해보자!
- 8 쪽의 그림은 제10회 임시의정원에서 황해도
대의원이 된 김마리아의 모습이며, 9쪽의 그림은
김마리아가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모이당 앞에 있
음을 알린다.
- 각 그림에 어울리는 김마리아 인형, 관련된 인물
인형, 말풍선을 10쪽의 봉투에서 꺼내 꽂을 수 있
도록 한다.
- 각 그림마다 김마리아의 모습과 함께했던 인물, 말
풍선을 같이 확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0회 임시의정원에서 황해도
대의원이 된 장면에는 주먹을 쥐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의 김마리아를 배치, 김마리아의 오른쪽에는
열심히 한다는 말풍선을, 함께 대의원으로 선출된
김구를 배치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마리아를 가운데
배치, 김마리아의 왼쪽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이어가자는 말풍선을, 오른쪽에는 개막 연설을
한 안창호를 배치

○ Activity 3 김마리아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자!
-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펼친 후, 읽는 순서대로 정
리한다.
- 김마리아가 흥사단 김병연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
며, 김마리아의 미국 생활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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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헐버트
질문 하나의 답: ㉠ 작년과 금년에는 일을 하지 못해
대단히 어려웠음
질문 둘의 답: ㉡ 원산에 있는 여자신학원에서 당분간
일할 예정

활동1

학습목표

1. 한국의 독립을 도왔던 외국인들이 있었음을 안다.
2. 헐버트가 태어날 때부터 순국할 때까지의 삶을 확인한다.
3. 역사자료로 헐버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탐구한다.
4. 역사자료 활동(Activ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헐버트의 삶과 활동을 통해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마음을 함양한다.

전개

활동2

정리

22

일반자료

○ Activity 4 김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
기를 들어보자!
- 김마리아에 대한 김구와 안창호의 증언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김마리아는 어떤 분인지 짧게 말
해본다.

마무리
및
묵념 등

○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해결하기
- 임무봉투를 열어 임무종이를 읽는다(PPT참조).
- 임무 하나. 스티커를 붙여 김마리아의 활동 지도를
완성한다.
- 임무 둘. 동전으로 긁어 제목을 확인하고 유학생
들의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는 글을 크게 읽는다.
- 임무 셋. 3·1운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태극
기를 완성하고 준비한 막대를 붙여 고정한다.

ㅇ 교육의 의미 되새기며 마무리
- 나라의 독립을 위해 직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ㅇ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김마리아를 비롯하여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PPT 묵념 페이지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음악이 나옴)
ㅇ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의미로 배지 배부
ㅇ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학습
자료

동영상
자료

교재 속
역사자료

20~
25분

(학)
PPT13~18,
김마리아가 보낸
임무 kit, 동전, 풀,
나무막대

60~65분 내외
(kit활동 제외)

삼천만 한국인의 영원한 벗 헐버트

○ 한국으로 돌아와 눈을 감다!(3단원) (1932~1944)
1932~33년	한국으로 돌아와 원산 마르타윌슨 여신
학원 교수로 부임함
1938년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를 끝까지 거부함
1943~44년	집에서 쓰러져 입원했으나 52세의 나이
로 순국함

총
소요시간

콘텐츠명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수자: 교육자료 PPT,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음원, 배지
학습자: 교재, 『한국평론』의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kit, 필기도구
한글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헐버트(2:49)
고종의 밀사 헐버트(2:04)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독립운동가, 헐버트(1:35)
‘아리랑’ 최초로 서양에 알린 헐버트 박사(0:47)
※ 52쪽 동영상 목록 참고할 것
관립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헐버트의 사진, 『사민필지』,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4
일자 「헐버트 씨의 연설」, 1934년 헐버트의 「나의 일생」 친필 문서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학)
유의사항: (유)

8분

(학)
PPT1~2,
교재3~4쪽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 맞춤하기
○ 외국인 독립운동가 헐버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2분

(학)
PPT19,
배지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예) 이 기사는 『신한민보』 1924년 1월 3일자의 「헐
버트 박사는 한국을 위하여 순회강연」이라는 내용이
에요. 기사의 맨 끝을 보면 “당신의 진정한 친구, 에취
비 헐 ”이 쓰여 있어요. “헐 ”은 헐버트 박사를 의미
해요. 헐버트라는 인물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위해
순회강연을 다니고, 본인 스스로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
라고 소개했을까요?
미국인이었던 헐버트는 개항 이후 한국의 교육 발전과
한글 알리기에 힘쓰고,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에 참여
하며 언제나 한국인의 곁을 지켜준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외국인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중 오늘은 한국에서 훈장을
2번이나 추서 받았던 헐버트의 일생과 활동을 알아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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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제시

한글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헐버
트의 삶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2분

(학)
PPT1~2

○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글을 세계에 알리다!
(2단원)(1886~1905)
1886년 육영공원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침
1891년 한국 최초의 한글교과서이자 세계지리서인
『사민필지』를 출간함
1895년 영문 월간지 『한국소식』의 운영과 편집을
담당함
1896년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채보함
1900년 관립중학교 교사로 재직함
1901년 영문 월간지 『한국평론』을 창간함
1905년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 『한국사』를 출간함

○ 학습목표 제시
○ 학습할 순서 확인

도입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1. 4단원을 통해 헐버트의 삶을 알아보기
2. 단원별로 역사자료활동 해보기
- 1~2단원: 관립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헐버트의
사진을 보고 당시 근대 학교 및 한국
인의 생활 모습 조사해보기
『사민필지』를 펼쳐 내용 확인하기
- 3단원: 헐버트의 미국 순회 연설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가짐 알아보기
- 4단원: 헐버트의 친필 문서를 읽고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 살펴보기
3. 『한국평론』을 펼쳐 헐버트처럼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3분

(학)
PPT3

전개
<PPT자료 내용대로 아래와 같이 수업하거나, 제시된
동영상자료 중 선택하여 학생들과 같이 시청하고
Activity만 같이 하는 수업 중 선택하여 운영>
○ 호기심을 품고 낯선 나라 조선으로 향하다!
(1단원)(1863~1886)

전개

활동1

1863년 미국 버몬트 주 뉴헤이븐 시에서 태어남
1880년 다트머스 대학에 입학함
1884년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가 되길
희망하던 중, 조선의 육영공원 교사 제안
을 받고 수락함
1886년 2년의 준비 끝에 조선으로 향함
개항 이후 신식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조선 정부는
1884년 ‘육영공원’이라는 근대 학교를 설립하기로 함, 조
선 정부는 조·미수호통상조약국이었던 미국에 학생을
가르칠 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헐버트에게 그
제안이 들어오게 됨, 그러나 1884년 조선에 갑신정변이
발발해 정국의 수습으로 2년이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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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0분

(학)
PPT4~11,
교재 5~15쪽,
필기도구

활동1

○ Activity 1 당시 근대 학교의 모습을 알아보자!
- 헐버트가 1900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던 관립중
학교의 수업 모습 사진을 보며 헐버트를 찾아 동그
라미(◯) 표시를 하도록 한다.
(칠판 좌측 앞에 서있는 서양인이 헐버트임)
- 사진 속 칠판을 보고 무슨 과목의 수업인지 적어
보도록 한다.
(이차방정식의 내용을 통해 산술(수학) 과목 시간
으로 추정됨)
- 헐버트와 학생들의 옷차림을 비교해보고, 학교를
비롯해 당시 근대화가 진행되던 한국인의 생활
모습을 조사해보도록 한다.
헐버트는 서양식 양복을 입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복
차림에 대부분 상투를 틀고 갓을 착용함
개항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서양식 교육이 중요
해지면서 정부와 민간에 의해 근대 학교들이 세워짐,
1883년 원산학사, 동문학, 1885년 배재학당, 1886년
육영공원, 이화학당 등이 설립됨,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및 외국어학교 등 많은 관립학교가 세워짐
당시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서양식 제복과 양복이 보급되고 한복이 간소화됨,
커피와 케이크 등이 고위층을 중심으로 유행되었고,
한성에 서양식 건축물들이 세워짐, 개항장 및 일본인
거류지에는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기도 함
근대 문물은 당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반면, 전통
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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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 2 『사민필지』를 펼쳐 내용을 확인해보자!
- 『사민필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1919년 3
 ·1운동에 대한 일본의 폭력적 진압을 비
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헐버트가 1891년 처음으로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최초의 한글교과서이자 세계지리서임, ‘양반과
평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임, 세계
각국의 지리·기후·산업·종교·국가 형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1919년 이후 활동>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 및 강연회를 진행함

- 9쪽의 『사민필지』를 오른쪽으로 넘기며 ㉠, ㉡, ㉢
부분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읽기 어려워할 경우에는 8쪽의 해석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함, 당시 세계지도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함)
- ㉠ 부분에서 헐버트가 생각한 한글의 우수한 점을
찾아 적어보도록 한다.

○Activity 3 헐버트의 미국 순회 연설 내용을 알아보자!
- 『대한매일신보』와 해당 기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다.
1904년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과 함께 창간하여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임, 1907년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함, 해당 기사는 1907년 헐버트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해 한인들에게 연설한 내용임

한글은 조선의 문자일뿐더러 한자보다 빨리 배울 수
있고 선비·백성·남녀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보다 요긴하게 여김, 관료 및 양반들이
한글을 하층민의 글자라 무시하는 세태를 안타깝게
생각함

전개

활동1

(제시된 내용 외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한글의 우수한 점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함)
- ㉡ 부분에서 ‘통령, 49도, 워슁던’ 등을 강조하여
해당 나라가 ‘합 국(미국)’임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
한다. (‘합 국’에 색칠하도록 함)
- ㉢ 부분에서 ‘캥거루’를 강조하여 해당 나라가 ‘오스
드 랴(호주)’임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오스
드 랴’에 색칠하도록 함)
○ 한국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3단원)(1905~1945)
1905년 을
 사늑약 체결과 같은 일본의 위협을 막고자
고종의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함
1906년 한국의 역사·문화·풍속 등을 연구한 『대한
제국멸망사』를 출간함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국에 요청하는
특사로 임명됨
1907년 이준·이상설·이위종으로 구성된 헤이그
특사를 지원함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미국으로
돌아감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과 언론 회견을 통해
세계가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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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쪽의 확대된 기사 중 ㉠, ㉡ 부분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한다.
(㉠ 부분은 “사람이 남을 칠 때에 모래를 …”과 같이
직접 읽어주며, 학생들 스스로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함)
- ㉠ 부분을 연설문처럼 큰 소리로 읽고 ‘모래’가 당시
한인사회에 전하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한다.
전개

활동1

‘모래’는 당시 미주 내 분산된 한인 조직단체들을 의미
함, 모래를 모아 견고하게 다지면 강한 응집력이 생기
듯이 헐버트는 흩어진 한인 조직단체들의 통합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강조함

- ㉡ 부분을 연설문처럼 큰 소리로 읽고 헐버트의 한국
독립을 위한 다짐을 느껴보도록 한다.
한인들과 함께 헐버트 또한 몸을 잊어버릴 만큼, 즉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한국의 독립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다짐함

○ 그리웠던 한국에서 삶을 마감하다!
(4단원)(1945~1949)
1949년
7월 29일 이
 승만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함
8월 5일 노환으로 인해 86세의 나이로 순국함
유언에 따라 한국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힘
1950년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로 외국인 최초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현 독립장)’을 추서 받음
2014년 한글 발전에 대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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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자료 해제
○ Activity 4 헐버트가 바랐던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 「나의 일생」 문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① 안중근

1934년 헐버트가 모교인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제출
한 『졸업 후 신상기록부』 중, 「나의 일생」을 기록한 친
필 문서임

활동1

전개

* Activity 1 관련자료_1905~1909년 안중근의 활동 내용 지도
  르각 신부는 상하이에서 만난 안중근에게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①교육의 발달
②사회의 확장 ③민심의 단합 ④실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조언을 받아들인 안중근은

- 문서 하단 부분에 대한 한글 해석본을 읽고, 헐버
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2개를 찾아 동그라
미(◯) 표시를 해보도록 한다.
(글 의 핵심단어인 ‘인권’과 ‘자유’에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함)
- 헐버트가 바랐던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인권’과 ‘자유’의 가치와 연관지어 설명해보도록
한다.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인권과 자유
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보장받길 바람)

국내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결심하고, 1905년 12월 중국에서 귀국 후 민중계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진남포로 이주한 안중근은 재산을 기부해 ‘士興
(사흥), 民興(민흥), 國興(국흥)’의 뜻을 지닌 삼흥(三興)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어 프랑스인
신부가 운영하던 돈의(敦義)학교도 인수하였다. 안중근은 두 학교를 통해 나라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고, 학문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도 포함시켜 상무정신을 강조하였다.
  1907년 안중근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
제국이 일본에게 빚진 국채 1,300만 원을 상환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국민들 스스로
모금 활동을 벌였던 운동이었다. 안중근은 1907년 2월 평양의 명륜당에서 선비들로부터

활동2

○ 『한국평론』의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 『한국평론』을 펼쳐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헐버트가 한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한국평론』에
많이 실었음을 알려준다.
- 제 시된 주제 중,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
해 헐버트처럼 조사해보도록 한다. 조사한 결과
는 조사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제시된 주제 이외에 한글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해도 됨)
- 조사 보고서 양식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연금을 모으고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 설치를 주도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안중근의 어머니와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도 패물을 내놓았고, 삼흥학교의 교직
원과 학생들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였다.
별도

(학)
PPT12,
『한국평론』의
한글 조사 보고서
완성하기 kit

  이어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미곡상 운영과 1907년 7월 평양에 석탄(무연탄) 판매
회사인 삼합의(三合義)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삼합의는 안중근과 공동 사업자인 한재호·
송병운 등 3명이 공동체라는 뜻이다. 하지만 공동 사업자들과 불화, 일본 상인들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1907년 일본에 의한 고종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등의 소식을 접한 안중근은
국내 실력양성운동의 한계를 느껴 의병투쟁을 전개하고자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1908년
항일의병 결사단체인 동의회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경흥과 회령 일대에서 일본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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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묵념 등

○ 교육의 의미 되새기며 마무리
- 헐버트처럼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여러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생각한다.
ㅇ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헐버트를 비롯한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PPT 묵념 페이지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음악이 나옴)
ㅇ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의미로 배지 배부
ㅇ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였다. 다시 의병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지만 러시아의 압박과
한인사회 내 갈등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1909년 2월 안중근은 다시 한 번 조국
2분

(학)
PPT13,
배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연추에서 동지들과 동의단지회(단지동맹)를 결성하였다.
각자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마디를 잘라 그 피로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동의단지회(단지동맹) 결성 시기가 1909년 3월 초라는 관련 연구도 있으며, 현재까지 동의단지회에 안중근과
함께 참여한 11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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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 3 관련자료_『안응칠역사』에 담긴 의거 당일 기록과 사진·그림

<참고문헌>
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2013.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이하 ‘이토’)의 탑승 열차가 채가구역에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운용, 「안중근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우덕순과 조도선을 남겨둔 채, 10월 25일 오전 하얼빈역으로 출발해 오후 1시경 도착하였다.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범우, 2014.
예술의전당·(사)안중근의사숭모회 외, 『순국 100주년 안중근: 국채보상운동, 동양평화로 피어나다』, 예술의전당, 2010.

기차 속에서 안중근은 현지 신문인 『원동보』를 통해 이토가 26일 오전 하얼빈역에 도착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안중근은 의거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6시 반경 일어나 수수한 양복으로 갈아입고 권총

* Activity 2 관련자료_‘장부가(丈夫歌)’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3-003301-009

안중근이 의거 3일 전인 1909년 10월 23일 김성백(하얼빈 국민회

을 갖고서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하였다. 러시아 측에서 혹시 모를 사건 예방을 위해 동양인

회장)의 집에서 지은 것으로 대장부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에 대한 검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은 자국민의 출입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거절하

의거를 앞둔 안중근의 비장한 심정이 나타나 있으며, 대장부로서

였다. 때문에 안중근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역내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긴장감

대한 동포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는 굳은 의지를

을 달래기 위하여 역구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열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느낄 수 있다.

한문본과 한글본 모두 안중근의 친필이며, 한문본이 먼저 쓰였고 한글본은 이를 한글로

㉠: 9시 무렵, 하얼빈역으로 이토가 탄 열차가 들어

풀어쓴 것이다. 한글본 중간의 “쥐도적 ○○”의 빈 부분은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명인 “伊藤

왔다. 열차가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대장대신

(이등)”이다. 한문본의 우측 상단에는 “明治四十二年(1909년) *檢領(검령) 第一號(제1호)”라는

코코프체프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열차 안으로 들어

글귀가 적혀 있어 안중근이 의거 이후 일본 측에 압수된 자료로 추정된다.

갔다. 이때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할 적절한 때를 생각
하였다.

*검령: 물건을 검사하여 수령함
㉠ 독립기념관 소장, 필름번호 FM-000376-000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크도다(丈夫處世兮 其志大矣)

㉡: 9시 15~20분 무렵, 이토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時造英雄兮 英雄造時)

코코프체프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렸다. 이토는

천하를 응시함이여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雄視天下兮 何日成業)

군악을 울리며 도열해 있는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

동풍이 점점 차미여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東風漸寒兮 壯士義熱)
분개히 한번 가미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忿慨一去兮 必成目的)

하고 각국 사절단 앞으로 나가 인사를 받기 시작했다.

쥐도적 이등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鼠竊伊藤兮 豈肯比命)

이때 안중근은 러시아 의장대 뒤에서 이토가 저지른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의거의 기회를 노렸다.

어찌 이에 이를 줄을 시아렸으리오 사세가 고연하도다(豈度至此兮 事勢固然)
㉡ 독립기념관 소장, 필름번호 FM-000378-000-002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同胞同胞兮 速成大業)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萬歲萬歲兮 大韓獨立)

㉢: 9시 30분 무렵, 안중근은 이토가 자신과 10여 보

만세 만만세여 대한 동포로다(萬歲萬萬歲 大韓同胞)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권총을 꺼내 4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이토의 가슴과 옆구리에 명중

- 안응칠 작가(安應七 作歌)

하고 복부를 관통했다. 이토는 함께 걷고 있던 코코
프체프에게 쓰러졌고 주위의 일본인들에 의해 기차 안
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참고문헌>
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2013.

사망하였다. 안중근은 쓰러진 자가 이토가 아닐지도

안중근 저, 이은상 역, 『안중근의사자서전』, (사)안중근의사숭모회, 1979.

모른다는 생각에 뒤따르던 일본인들을 향해 3발을 더 쏘았다. 곧바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

윤병석 편역, 『안중근 문집(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된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외쳤다.

최원식, 「동양평화론으로 본 안중근의 「장부가」」, 『민족문학사연구』 4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30

㉢ 독립기념관 소장, 필름번호 FM-0083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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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기록화로 대신하였다. 또한 안중근이 이토에게 쏜
총알의 개수가 3발이라는 관련 연구도 있다.

伊藤博文 罪惡(이등박문 죄악)
一. 一千八百六十七年大日本明治天皇陛下父親太皇帝陛下弑殺大逆不道事

㉣: 의거 직후 체포된 안중근은 역구내 러시아 헌병대 분소에서

1. 1867년 대일본 *명치천황 폐하의 부친 태황제(*효명천황) 폐하를 시살한 *대역부도한 죄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이윽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오후
8~9시경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계되어 지하 감방에 구금
되었다.

二. 一千八百九十四年使人於韓國驅兵突入于皇宮大韓皇后陛下弑殺事
2. 1894년 한국에 사람을 부려 병사들을 황궁에 돌입시켜 대한 황후 폐하(명성황후)를 시살한 죄
三. 一千九百○五年以兵力突入于大韓皇室威脅皇帝陛下勒定五條約事
3. 1905년 병력을 대한 황실에 돌입시켜 황제 폐하(고종)를 위협하고 5조약을 *늑정한 죄
四. 一千九百○七年更加兵力突入于韓國皇室拔劒威脅勒定七條約後大韓皇帝陛下廢位事
4. 1907년 다시 병력을 보내 한국 황실에 돌입시켜 *발검 위협하여 강제로 7조약을 늑정한 후, 대한 황제
폐하(고종)를 폐위시킨 죄
五. 韓國內山林川澤礦山鐵道漁業農商工等業一一勒奪事
5. 한국의 산림, *천택, 광산, 철도, 어업, 농·상공업 등을 일일이 *늑탈한 죄

㉣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003815-000
<참고문헌>

六. 所謂第一銀行券勒用但優行于韓國內地沽渴全國財政事

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2013.

6. 소위 제일은행권이란 것을 강제로 쓰게 하고 한국 내지에 넉넉히 풀어 전국 재정을 고갈시킨 죄

신운용, 「안중근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안중근, 『안중근 의사 자서전』, 범우, 2014.

七. 國債一千三百萬元勒負于韓國事

윤병석 편역, 『안중근 문집(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7. 국채 1,300만 원을 강제로 한국에 부담시킨 죄

* Activity 4 관련자료_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 15가지 죄목 문서
안중근은 1909년 10월 30일 일본 미조부치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 15가지를 거론했다. 11월
3일 뤼순 감옥에 수감된 이후 검사의 신문에 앞서 이토 히로

八. 韓國內地學校書冊壓收燒火內外國新聞不傳于民人等事
8. 한국 내지의 학교에서 서책을 압수하여 불태우고 내외국 신문을 인민에게 전하지 못하게 한 죄
九. 韓國內地許多義士蜂起欲復國權者稱以暴徒或砲或絞殺戮不絶甚至於義士家眷全當奢戮者十餘
萬人事

부미의 죄목을 보완해 일본 측에 제출하였다. 이를 일본 외무

9. 한국 내지에서 허다한 의사가 봉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를 폭도라 칭해 혹은 포살하고 혹은

성에서 작성한 것이 해당 자료이다. 자료의 작성 시기는 우측

교살한 학살을 끊이지 않고, 심지어 의사의 *가권에 이르기까지 살육을 당한 자가 10여 만 명이나

에 “明治四十二年十一月六日(1909. 11. 6.) 午後二時三○分

만든 죄

(오후 2시 30분) 提出(제출)”을 통해 알 수 있다.

十. 韓國靑年外國遊學禁止事
10. 한국 청년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十一. 所謂韓國政府大官五賊七賊等與一進會輩締結韓人欲受日本保護云云事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5-0006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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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위 한국 정부 대관 중의 5적[을사5적], 7적[정미7적] 등이 일진회 무리와 체결하여 한인들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운운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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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 一千九百○九年更爲勒定五條約事
12. 1909년 다시 5조약[기유각서]을 늑정한 죄

교재에는 2,3,6번 죄목을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번째 죄목은 1895년 일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을 의미한다. 이때
자료의 1894년은 1895년의 오기이거나 안중근의 착오로 추정된다. 알맞은 스티커는 1897년

十三. 韓國三千里彊土欲爲屬邦於日本之樣宣言事

거행한 ‘명성황후 장례식’이며, 현재의 덕수궁 대한문 앞 국장행렬의 모습이다. 을미사변과

13. 한국 3천리 강토를 일본의 속방으로 삼고자 선언한 죄

장례식 사이 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로는 당시 급박했던 시대적 전개 상황 수습과 명성

十四. 韓國自一千九百○五年都無安日二千萬生靈哭聲振天殺戮不絶砲聲彈雨到今不息然獨伊藤韓
國以太平無事之樣上欺明治天皇事
14. 한국은 1905년부터 편안한 날이 전혀 없고 2천만 *생령의 곡성은 하늘에 울리며 살육이 끊이지 않고
대포 소리와 탄환 빗발이 지금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으나, 홀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명치천황을 속인 죄
十五. 自此東洋平和永爲破傷幾萬萬人種將未免滅亡事
15. 이로부터 동양평화가 영원히 *파상되어 *기만만 인종이 장차 멸망을 면하지 못하게 한 죄

황후의 국상절차 및 장지 선정 등에 대한 논란으로 추정된다.
3번째 죄목은 1905년 일본의 강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을 의미한다.
알맞은 스티커는 ‘을사늑약 체결 문서’이다.
6번째 죄목은 1905년 대한제국의 재정과 금융을 통제하고자 일본이 실시한 화폐정리
사업을 의미한다. 당시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하였으며 대한제국에서 유통되던
백동화와 엽전을 불리한 조건 하에서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대체해주었다. 알맞은
스티커는 ‘일본 제일은행 지폐(십원권: 拾圓券)’이다.

許多罪狀不可枚擧而前後所行如是奸猾外失信義於列强內絶交誼於鄰國欲爲先亡日本後滅東洋全

<참고문헌>

幅豈不痛歎哉東洋有志靑年諸公深察之哉

김호일 엮음, 『大韓國人 安重根: 사진과 유묵으로 본 안중근 의사의 삶과 꿈』, (사)안중근의사숭모회, 2010.

허다한 죄상을 *매거할 수 없으며 전후 소행이 이와 같이 *간활하여 밖으로 열강의 신의를 잃고 안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안중근의사기념관,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 울림: 안중근을 만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웃 나라의 *교의를 끊어 먼저 일본을 망하게 하고 뒤이어 동양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어찌 통
탄하지 않으리오. 동양의 *유지 청년 *제공들은 깊이 살필지어다.
※본 자료는 총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에는 1장의 내용만 담았다.

안중근의사기념관, 2015.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 (사)안중근의사숭모회, 2012.
안중근 저, 이은상 역, 『안중근의사자서전』, (사)안중근의사숭모회, 1979.
윤병석 편역, 『안중근 문집(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명치천황: 일본의 제122대 왕(1852~1912, 재위: 1867~1912)

* Activity 5 관련자료_순국 전 안중

*효명천황: 일본의 제121대 왕(1831~1867, 재위: 1846~1867)

근의 면회 장면 사진

*대역부도(大逆不道): 임금이나 나라에 큰 죄를 지어 도리에 크게 어긋나 있음. 또는 그런 짓

안중근이 1910년 3월 9일에서 10일

*늑정: 강제로 정하게 함
*발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듦

사이 옥중에서 두 동생인 안정근·

*천택: 내와 못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안공근, 빌렘 신부와 면회하는 모습

*늑탈: 폭력이나 위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음

이다. 그 외 구리하라 전옥, 소노키

*가권: 호주나 가구주에게 딸린 식구

통역 등도 함께 입회하였다. 이때

*생령: 살아있는 넋이라는 뜻으로, ‘생명’을 이르는 말
*파상: 몸이 다치거나 물건, 건물 따위가 부서져서 상함. 또는 그런 상처나 흔적
*기만: 만의 몇 배가 되는 수
*매거: 하나하나 들어서 말함
*간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함

독립기념관 소장, 필름번호 DM-000384-000

안중근이 남긴 유언의 내용에는 순국

후 천국에서도 독립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는 다짐, 본인의 유해가 훗날 독립된 조국에
묻히길 바라는 마음, 독립을 위해 동포들이 각자 한 마음으로 실력을 키우길 바라는 당부
등이 담겨 있다.

*교의: 사귀어 친해진 정
*유지: 어떤 일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제공: ‘여러분’을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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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김마리아
* Activity 1 관련자료_『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 「대한청년외교단(大韓靑年外交團)과 대한
애국부인단(大韓愛國婦人團)의 제1회(第一回) 공판(公判) 방청(傍聽) 속기록(速記錄)」 - 대구
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6월 7일 본사(本社)특파원(特派員)기(記)

대한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1회 공판 방청 속기록
대구지방법원에서, 6월 7일, 본사 특파원 기록

동아일보가 1920년 6월 7일 대구지방

대한애국부인단과 대한청년외교단의 공판이 예정대로 7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 소법정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본사

에서 개정되었는데 사방 먼 곳에서 일부러 방청자가 몰려들어 방청석은 금방 만원이 되고 나머지 사람

특파원의 기록을 6월 9일 「대한청년

들은 굳게 닫힌 문 밖에 몰려 앉아서 심문하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한다. 오미(고미) 재판장, 전구(다나카),

외교단과 대한애국부인단의 제1회 공판
방청 속기록」이란 제목으로 실은 기사
이다.

산중(야마구지) 양 배석 판사, 하촌(가와무라) 검사가 참석한 후 먼저 대한청년외교단과 대한애국부
인단의 수령되는 이병철, 김마리아 외 피고 21명에 대한 본적, 현주소, 연령을 조사한 후 일동을 다시
앉히고 먼저 이병철부터 취조하기 시작하려고 하다가 오미 재판장이 의자에 기대어 앉은 피고 중 환자
인 김마리아와 백신영에 대하여 “두 피고는 환자인지라 이병철을 심문하는 소리를 듣기에 몹시 곤란

동아일보는 공판 방청 속기록 기사를

하거든 나가 있어라. 만일 과히 곤란치 아니하면 앉아서 듣는 것이 어떡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마리아는 작은 소리로 “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소. 그리고 원래 우리 애국부인단은 남자 피고 이

신문에 실었다.
9일 기사에서는 검사의 고소사실

병철과 아무관계가 없으니 들을 필요도 없다.”고 대답한다. 이때 백신영도 역시 김마리아와 같이 대답
함으로 제중원 간호부장 되는 서양부인과 또 한사람의 조선청년이 김마리아를 데리고 나가는데 김마
리아는 전신에다가 담요를 두르고 얼굴에는 보기도 흉한 흰 수건으로 가렸는데 하얗게 센 아래턱이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겨우 보이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 같이 참혹 하였고, 겨우 내놓은 두 손은 뼈만 남아서 차마 볼 수 없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자금을

었다. 죽은 송장같이 축 늘어진 두 피고를 데리고 나갈 때에 방청석의 부인네들은 모두 훌쩍훌쩍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

우는 소리로 한참동안 그 음산한 법정은 눈물 세상이 되고 말았다. 어떤 부인은 차마 보기 싫은 듯이

청년외교단의 총무인 이병철에게 대
한민국애국부인회의 회원과 자본금에

고개를 돌리며 “아이고, 애처로워라.”하고 그만 쏟아지는 눈물을 금치 못한다.
검사가 일어서서 대강 예심 결정서에 발표된 것과 같이 피고 23명 중 남자는 대한청년외교단으로,

대해 묻는 등 대한청년외교단, 대한

여자는 애국부인단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혹은 자금을 모금해서 상하이로 보내고 혹은

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불온한 문서를 발행해서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고 고소한 사실을 진술한 후에 이병철부터 취조를

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려는

시작하였다.

심문이 주를 이루었다. 기사에 사진
이 실린 대한애국부인회의 임원은 위

(이하 생략)

에서부터 김마리아, 황애시덕(황에스
터), 이혜경, 김영순, 신의경, 이정숙,

10일 기사는 장선희, 이정숙 등 임원들에게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

장선희이다. 공판에 참석한 김마리아

심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들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설립 목적이 독립운동이 아닌

와 방청객들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여성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묘사하여 당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특히, 방청석이 만원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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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사에 담당 검사의 논고와 구형이 실렸는데 검사는 김마리아를 ‘일본의 적’이라고 칭
하며 김마리아와 황애시덕에게 징역 5년, 그 밖의 임원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리가 없는 사람들은 소리라도 들으려

이후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김마리아와 황애시덕은 징역 3년, 그

닫힌 문 밖에 몰려 앉았다는 내용을

밖의 임원들은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마리아를 비롯한 임원들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했다. 12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판이 열렸고 12월 27일 판결은
독립운동사 배움상자 초등용 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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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했다. 다른 임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대구감옥에 복역하였고, 김마리아와 백신영은
이정숙은 1896년 3월 9일생으로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이다. 정신여학교 출신으로

1921년 1월 22일자로 경성고등법원 형사부에 상고했다. 하지만 1921년 2월 12일 상고공판

3·1운동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적십자부장

에서 경성복심법원으로 반환한다는 판결 선고와 함께 3년형이 유지되었다. 그해 5월 23일

및 경성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부인회의 활동이 발각되어 재판 결과 징역 2년형을

경성복심법원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했다. 김마리아는 최종판결

선고받았다. 출소 후 1925년 ‘조선여성해방동맹’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여성인권

이 내려지기 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6월 29일 망명길에 올랐다.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무렵 북한지역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50년
7월 22일 사망했다. 국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사)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신문으로 보는 김마리아』, (사)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2017.

장선희는 1893년 2월 19일생으로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이다. 정신여학교 출신으로 졸업

전병무, 『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김마리아(한국의 독립운동가들 4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자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했다. 1915년 정신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마리아의 권유로 황해도 재령에 독립선언문을 전파하고
서울로 돌아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재무부장으로 활동했다. 부인회의 활동이 발각

참고로 기사 속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임원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재판 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유년시절부터 미술과 자수에 재능과
흥미를 보였던 장선희는 192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4년 졸업과 함께 귀국

황애시덕은 1892년 4월 19일생으로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이다. 황애시덕, 황애덕,
황에스터 등으로 불린다. 이화학당 출신으로 1913년 ‘송죽회’를 조직하여 국외로

하여 정신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결혼 후 한국 자수보급과 여성교육에 힘썼다.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활동을 했다. 1919년 일본유학 중 김마리아와 함께 2·8독립

1970년 8월 28일 사망했고, 국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선언에 참여했다. 귀국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으로 활동했다. 부인
회의 활동이 발각되어 재판 결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이화학당 대

※출생과 사망정보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적조서를 기반으로 하였음.

학부에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1925년 미국으로 유학 중 뉴욕에서 김마리아와
함께 1928년 ‘근화회’를 조직하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1929년 초에 귀국하여

<참고문헌>

농촌계몽운동에 힘썼다. 광복 이후 6.25전쟁 때 미국에서 구호품을 보내는 등 활동

김성은, 「1930년대 황애덕의 농촌사업과 여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5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하다 귀국하여 전쟁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설립했다. 1967년 항일

김숙영, 「간호부 이정숙의 독립운동」, 『의사학』 24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15.

투쟁을 이어간 여성들을 모아 ‘3·1여성동지회’를 조직했다. 1971년 8월 24일 사망

(사)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했고, 국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양현혜, 「장선희의 독립 운동과 교육 활동」, 『대학과 선교』 33호, 한국대학선교학회, 2017.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숭실사학』 22호, 숭실사학회, 2009.

이혜경은 1889년 2월 22일생으로 고향은 황해도 해주이다. 정신여학교 출신이다.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정신여학교, 진성여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대한

* Activity 2 관련자료: 해제 별도 없음

민국애국부인회’의 부회장 및 원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본부 및 지부 규칙 등의
작성을 회장 김마리아, 총무부장 황애시덕과 함께 맡았다. 부인회의 활동이 발각

* Activity 3 관련자료_ 김마리아가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1932. 7. 12.)

되어 재판 결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원산 마르타윌슨 여신학원에서

1932년 7월 12일 미국에 있던 김

학생들을 가르쳤다. 결혼 후 대구에 거주하며 교회일과 사회봉사로 일생을 보내다가

마리아가 캐나다를 거쳐 한국으로

1968년 2월 10일 사망했다. 국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들어가기 전 흥사단의 김병연에게
쓴 편지이다.

김영순은 1892년 12월 17일생(음)으로 고향은 서울이다. 정신여학교 출신으로 1919년
정신여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중, 3·1운동에 가담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미국 유학 중 김마리아는 생활

서기로 활동했다. 김마리아가 작성한 취지서 원고를 받아 인쇄 및 보관을 맡았다.

비와 학비를 벌기위해 필사원,

부인회의 활동이 발각되어 재판 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1927년

가사도우미, 도서관 사서, 아이

‘근우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결혼 후 함경남도로 이사해 살다 1946년 서울로
왔다. 1986년 3월 17일 사망했고, 국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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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몸을 이끌고 학업과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생활이 매우 고단했다. 게다가 편지를 쓴
1932년은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가 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김마리아가 있던 미국의 경우 1932년까지 노동자의 1/4이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김
마리아를 비롯한 유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편지를 살펴보면 전년
(1931년)과 금년(1932년)에는 일을 하지 못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적혀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김마리아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에
1929년 제228단우로 입단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흥사단 단우로서 『동광(東光)』 대금을

김구(金九)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입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회장 김마리아씨가 자주로 독립기금을 보
내왔습니다.
김마리아씨는 상하이를 거쳐 갈 때도 자신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에서는 기미년 만세 때에 큰 활약을 하여 일제의 악독한 체형을 받고 병신이 되었습니다만 끝끝내
굽히지 않고 애국운동을 하신 여성 애국자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 계셨다는 말은 상하이에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해방을 못보고
1년을 못 채운 채 돌아가셨다니 통분할 노릇입니다.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느낄 수 있다.
『동광(東光)』은 1926년 안창호가 국내에 조직한 흥사단 계열 단체인 수양동우회(修養同
友會)의 기관지로 1926년 5월 서울에서 창간되었다. 시인 주요한이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
으며 흥사단이 간접적으로 경영했다. 안창호는 산옹(山翁) 또는 섬메라는 필명으로 꾸준히

<참고문헌>
김영삼, 『김마리아』, 한국신학연구소, 1983, 232~233쪽.

원고를 기고했다. 당시 『동광(東光)』은 국내외 특히 몽고지역 이주 한인들에게까지 배포되었
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33년 1월 총권 40호로 간행을 멈췄다.
편지에는 미주를 떠나온 감회와 앞으로 캐나다 연합교회가 경영하는 원산에 있는 여신학
원에서 당분간은 시무할 예정이라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있다. 가나다는 캐나다의 한자식
표현이다.
<참고문헌>
이명화, 「독립운동 투사 양성의 중축을 이룬 흥사단」,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흥사단운동 100년 민족독립운동과 흥사단
(1913~1945)』, 흥사단, 2013.

* Activity 4 관련자료_김마리아에 대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김구의 증언
안창호(安昌浩)
그렇지요, 여성동지로서는 김마리아씨가 지극히 훌륭한 분이지요. 김마리아는 내가 기미년 만세 운동
이전부터 잘 알아요. 김필순씨라고 김마리아 삼촌인데, 나하고는 결의형제였어요. 그 당시 동생 김필
순네 집안에서는 많은 동지들이 애국운동계획을 하고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때 김마리아는 다과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동지들의 토론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잘 알았지요. 그리고 내가 김마
리아네 집, 즉 내 동생 필순씨 댁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살림을 했지요.
김마리아는 자라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이끌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큰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김
마리아와 같은 여성동지가 10명만 있었다면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거라고 미국에서 1923년 봄에 말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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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헐버트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라 개항장 및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기도

* Activity 1 관련자료_관립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헐버트의 사진

하였다. 근대 문물은 당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반면,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

헐버트가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교사로 재직

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했던 관립중학교의 수업 모습이다. 사진 속 등장
인물 중 헐버트는 칠판 좌측 앞에 서있는 서양인

<참고문헌>

이며, 나머지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칠판에

김동진, 『파란눈의 한국혼 헐버트』, 참좋은친구, 2010.

적힌 이차방정식의 내용으로 보아 산술(수학)
과목 시간으로 추정된다. 헐버트와 학생들의 옷차

김흥수, 「韓國近代의 官立中學校」, 『역사와실학』 13호, 역사실학회, 1999.
노인화, 「大韓帝國 時期 官立學校 敎育의 性格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이돈수·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하늘재, 2009.

림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헐버트는 서양식 양복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소장

입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복 차림에 대부분 상투를

* Activity 2 관련자료_『사민필지』

틀고 갓을 착용하였다.

헐버트가 1891년 처음 출간한 책으로 알려진 『사민필지(士民必

헐버트는 1886년 육영공원 교사로 부임한 이래 1897년 한성사범학교 교장, 대한제국 교육

知)』이다. 교재에 첨부한 『사민필지』는 초판본의 일부를 원형대로

고문 등을 거쳐 1900년 관립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을 위해

제작한 것이며, 이후 내용과 언어 등이 조금씩 바뀌어 여러 판형으로

종사하였다. 이후 1905년 고종 황제의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립중학교 교사직을

출간되었다.

사임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며 부국강병을 위한 서양식 교육의 중요성을 깨
닫게 되었다. 1883년 함경도 덕원·원산 주민들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를
세웠고, 정부에서는 1883년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 1886년 근대 학문까지 교과목으로
포함한 육영공원을 각각 설립하였다. 또한 서양인 선교사들은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을 세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 교육과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에는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근대
학교 법규들을 제정하면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및 외국어학교 등 많은 관립학교가
세워졌다.
1900년 설립된 관립중학교는 소학교 졸업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중등교육기관이었다.

<머리말>
사민필지

본래 심상과 4년 및 고등과 3년 과정으로 총 수업 연한이 7년이었고, 교과목은 윤리, 독서,

천하 형세가 예[옛날]와 지금이 크게 같지 아니하야 전에는 각국이 각각 본 지방을 지키고 본국 풍속만

작문, 역사, 지지(地誌), 산술, 경제, 박물(博物), 물리, 화학, 도화(圖畫), 외국어, 체조 등으로

따르더니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천하만국이 언약을 서로 맺고 사람과 물건과 풍속이 서로 통하기를

구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 여건의 미숙, 산업진흥을 위한 실업교육의 중시 등의 이유로
관립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심상과만 운영되었고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한성 이외에 지방 공립중학교의 설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한 집안과 같으니 이는 지금 천하형세의 고치지 못할 일이라.
이 고치지 못할 일이 있은즉 각국이 전과 같이 본국 글자와 *사적만 공부함으로는 천하 각국 *풍기를 어찌
알며, 알지 못하면 서로 *교접하는 사이에 마땅치 못함과 인정을 통함에 거리낌이 있을 것이오, 거리낌이
있으면 정의가 서로 도탑지[두텁지] 못할지니, 그런즉 *불가불 이전에 공부하던 학업 외에 또 각국 이름과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이 도입되면서 당시 한국인의 생활 모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과 *폭원과 산천과 소산과 국경과 국세와 *국재와 군사와 풍속과 학업과 *도학의 어떠함을 알아야

관리와 군인은 서양식 제복을 입기 시작하였고, 양복을 입는 일반인도 점차 늘어났다. 양복

할 것이니, 이런고로 *태서 각국은 남녀를 물론하고 7~8세 되면 먼저 천하 각국 지도와 풍속을 가르친

보급의 영향으로 한복도 간편하게 바뀌어갔으며, 단발령으로 머리를 손질하기도 하였다.

후에 다른 공부를 시작하니 천하의 산천수륙과 각국 풍속,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라.

여성이 외출 시에 얼굴을 가렸던 장옷과 쓰개치마는 점차 사라져갔다. 왕실 및 고위 관리를

조선도 불가불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외국 교접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오, 또 ㉠ 생각건대 중국 글자로는

중심으로 커피나 케이크 등이 널리 퍼졌고, 남녀 구별 없이 다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모든 사람이 빨리 알며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언문은 본국 글일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시작하였다. 한성에는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등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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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야 크게 요긴하건마는 사람들이 *긴한 줄도 알
지 아니하고 도로혀[도리어] 업신여기니 어찌 아깝지[안타깝지] 아니하리오.

사탕수수 농장에 고용된 한인들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 농장주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
리며 겨우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생활을 해야 했다.

이러므로 외국 *용우한 인물이 조선말과 언문법에 익지[익숙하지] 못한 것으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사민필지』 머리말의 다음 장을 넘기면 유로바[유럽] 지도, 아시아 지도, 북아메리까[북

특별히 언문으로써 천하 각국 지도와 *이문목견한 풍기를 대강 기록할 새, 먼저 땅덩이와 풍우박뢰의

아메리카] 지도, 남아메리까[남아메리카] 지도, 아프리가[아프리카] 지도, 오스드롈랴[오스

어떠함과 차례로 각국을 말씀하니 자세히 보시면 각국 일을 대충은 알 것이오, 또 외국 교접에 *적이

트레일리아]·태평양 섬 지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긴함이 될듯하니 말씀의 잘못됨과 언문의 서투른 것은 용서하시고 이야기만 자세히 보시기를 그윽히
바라옵나이다.

<㉡ 부분>
조선 육영공원 교사 헐벗[헐버트]

*사적: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
*풍기: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교접: 서로 닿아서 접촉함
*불가불(不可不):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하여

… 백성의 *수효를 의론컨대 65백만 명이오, 씨족은 고캐선[코카서스 인종]이오, 언어는 옝길리국
[영국] 말이며,
㉡ 국체를 의론컨대 임금이 없으시고, 정사는 백성들이 주장하며 한 통령을 세워 4년씩 체등하고, 온
나라가 49도이니 도마다 한 감사가 있고(감사는 각 도가 각각 본 땅 사람으로 정하고 나라가 상관하지
아니 하나니라.), 형벌하는 법은 유로바[유럽] 나라들과 같으며(죽이는 죄가 매우 드물고 잔인 참혹한
형벌은 도무지 없느니라.),
㉡ 도성을 의론컨대 이름이 워슁던[워싱턴]이니 나라 동편이오, 또 누역[뉴욕]과(영국 서울[수도

*폭원: 땅이나 지역의 넓이

=‘런던’] 대암[다음] 큰 촌이니라) 필라덜피아[필라델피아]와 보스든[보스턴]과 볼띄모[볼티모어]와 잘

*국재: 나라의 재산

쓰던[찰스턴]이란 *포촌이 있고, 북편에 법발로[버펄로]와(이리 못가이라) 쉬커고[시카고]와(미시간

*도학: 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 이 글에서는 종교 및 사상 등의 의미를 지님

못가이라) 신신낫듸[신시내티]와 센트불[세인트폴]이란 촌이 있고, 남편에 모빌과 누얼늰스[뉴올리

*태서: ‘서양’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언스]란 포촌이 있고, 서편에 산브란시스고[샌프란시스코]와 봇란드[포틀랜드]란 포촌이 있고, 한가운데

*긴하다: 꼭 필요함

센루의[세인트루이스]와 갠사싀듸[캔자스시티]와 오마하와 데베[덴버]란 촌이 있고, 사람의 품수는

*용우하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

평등이오(널리 배워 많이 아는 이는 아무래도 높은 사람이라), 백성의 사업은 농사와 길쌈과 장사와

*이문목견(耳聞目見):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뜻으로, 실지로 경험함을 이르는 말

쇠 파기[광업]와 짐승 기르기와 물고기 잡기와 *장색과 *산영하기와 옛적 기이한 사적을 기록하야 형상

*적이: 꽤 어지간한 정도로

하는 노름[영화]이오, 노래하기며,
만드는 물건을 의론컨대 시계와 자명종과 저울과 아무 모양의 연장과 *화륜선, *화륜차와 풍류 연장

헐버트는 『사민필지』의 머리말에서 책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다. 당시 세계는 각국 간

[악기]과 의복과 털요와 칼과 톱과 농사 기계와 ….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또한 원활한 대외관계를 위해 세계의 지리·
역사·문화 등 여러 분야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순한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부분에 언급되어 있듯이,
헐버트는 한글이 한문보다 요긴한 문자이지만 관료 및 양반들이 한글을 하층민의 글자라
무시하는 세태를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헐버트는 한글에 대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간편하여

*수효: 낱낱의 수
*포촌: 갯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
*장색: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산영: 사냥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였으며, 현존하는 세계의 문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 추켜

*화륜선: 예전에, 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기선’)를 이르던 말

세웠다.

*화륜차: 예전에, ‘기차’를 이르던 말

『사민필지』는 당시 국내 각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류층에게는
인기 서적이었다. 『사민필지』를 읽은 후 서구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생겨 미국 하와이로

㉡ 부분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북아메리카의 합즁국으로 ‘미국’이다. 당시 미국의 특징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최초의 한국계 미국 이민 작가인 차의석의 자서전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구조와 4년마다 대통령이 교체되는 제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49주에

『금산(The Golden Mountain)』을 보면, 미국을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뒤덮인

각각 주지사가 있는 합중국의 성격을 강조하며, 워싱턴이 수도임을 소개하였다.

아주 크고 높은 아름다운 산”과 같이 환상적인 곳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당시 하와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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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Activity 3 관련자료_『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4일자 「헐버트 씨의 연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14일자의 「헐버트 씨의 연설」

… 보석이오(석탄과 보석 파내는 것이 일 년에 15백만 원이니라.),
㉢ 짐승은 양이 천하에 제일 많고 좋은 말과 소와 돼지와 캥거루(캥거루 모양은 쥐와 같고 크기는 개

기사로, 당시 헐버트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여 한인

와 같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 걷지 못하고 뛰며 가슴에 큰 주머니가 있어 달아날 때면 새끼

들에게 연설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를 담아가지고 뛰느니라.)와 떡빌[오리너구리]과(수달피 모양이오, 입은 오리 같으니라.) 앱더릭스[키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과 함께 창간한 신문으로, 항일운동에

위새]와(날개 없는 새이니라.) 라야와(봉황인 듯하다.) 개스웨리며(오스드리취[타조]와 모양이 같고 털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은 길짐승과 같으니라.) (이 몇 짐승은 천하에 이 땅에만 있느니라.)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심한 감시를

사람의 수효를 의론컨대 280만 명이니, 다 옝길리국 사람이오, 본 땅메레[본토] 사람은 얼마 되지 못
하고 사람의 사업은 농사와 양치기와 쇠 파기와 포도술 만들기며,

받게 된 헐버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

다스리기는 옝길리국 관원이 있으며,
읍내는 동편에로[동편으로] 들이 있으니 브릐스번[브리즈번]과 싯넷시[시드니 시]오. 또 루캐슬[뉴캐

에서 국제 언론들과의 회견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가한 횡포를

슬]과 멧란드[메릴랜드]와 빼더스드[배서스트]란 촌이 있고, 남편에 멜번[멜버른]과 애들네드[애들레

침략을 방관했던 미국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고발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국

이드]와 빨나랏[밸러랫]과 선던스드[샌드허스트]란 촌이 있고, 또 대스마니아 섬[태즈메이니아 주]에
호바다온[호바트]이란 촌이 있고, 서편에 퍼드[퍼스]란 촌이 있고, 사람의 품수는 평등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당시 헐버트는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였고 고종으로
부터 신임 받은 특사였다는 점 때문에 미국 내 극동문제 전문

외국 통상을 의론컨대 내어 파는 것은 양의 털과 곡식과 금과 술과 가죽이니 값이 일 년에 265백만 원
이오, 사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필육[직물]과 여러 가지 연장과 술이니 값이 일 년에 500백만 원이며,

가로 인정받은 상태였다. 헐버트는 1907년 가을부터 미국의 서부 지역을 순회하며 한국에

일 년에 받는 *부세는 230백만 원이며 ….

대한 강연활동을 시작하였다. 헐버트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자주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한국이 틀림없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므로 절대로 독립을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주며

*부세: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부분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오스드롈랴(호주)’이다. 당시 캥거루를 본 적이 없는 조선인

격려하였다.

들을 위해 쥐, 개와 같이 친숙한 동물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묘사하였다.

외보
헐버트 씨의 연설

※『사민필지』의 출간연도에 대해서는 1889년에서 1891년까지 여러 관련 연구들이 있다. 헐버트는 당시 조선 학생들을

*쏠넥통신을 (의)거한즉 미국인 헐버트 씨가 *월전에 쏠넥지방을 지나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 공립협

위한 전용 교과서의 필요성을 깨닫고 1889년 초기 형태의 『사민필지』를 저술해 육영공원에서 사용하였다. 이후

회에서 일등마차를 보내어 영접하야 공립관에서 다수한 회원이 모여 환영하였는데 헐버트 씨가 연설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보급할 목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1891년 초 『사민필지』를 출판하였다는

하기를,

주장이 유력하다.

“한국 사람은 오늘날 이같이 위급한 시대를 당하야 힘쓸 바는 속히 단합하야 견고한 단체를 성립하야
외적을 방어할 것이니 단합의 요긴한 것은 비유로 말하면, ㉠ 사람이 남을 칠 때에 모래를 던지면

<참고문헌>

맞는 힘이 없으나 모래라도 여러 개를 합하야 뭉쳐 던지면 맞는 힘이 클 것이오, 집을 모래 위에 지으려

김동진, 『파란눈의 한국혼 헐버트』, 참좋은친구, 2010.

하면 되지 못할 터이나 모래로 인조석을 만들면 열층 누각이라도 높이 건축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김동진,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참좋은친구, 2016.

*각심으로 *이산치 말고 속히 큰 단체가 되기를 바라오.

김욱동, 「차의석의 『금산』: ‘미국의 꿈’을 넘어서」, 『외국문학연구』 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일본이 아무리 강하다하여도 *내종 결과는 멸망하는 데 지나지 못하리니, 이왕에 *나파륜 당년에 *경천

김재완, 「사민필지(士民必知)에 대한 小考」, 『문화역사지리』 13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동지하던 기세로 족히 세계를 병탄하였을지나 불의와 *잔포한 일을 행하야 천리와 인도에 어기인고로

민현식, 「개화기 한글본 ‘사민필지’에 대하여」, 『국어교육』 10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9.

패망을 당하였으니, 일본이 지금은 강한 세력을 믿고 한국에서 *불인한 *포행을 *무소부지할지라도 내종

오미나, 「<사민필지>의 국어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결과는 멸망을 자취할 뿐이라. ㉡ 여러분은 조금도 낙심치 말고 독립사상을 가지고 단체를 합하오, 나도
한국을 위하야 몸을 잊어버리고 진력하겠소.”
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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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넥: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 Activity 4 관련자료_1934년 헐버트의 「나의 일생」 친필 문서

*월전: 달포(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전

헐버트가 1934년 모교인 미국 다트머스

*각심: 각각 마음을 달리함

대학에 제출한 『졸업 후 신상기록부(Post

*이산: 헤어져 흩어짐

Graduate Data)』 중, 「나의 일생(My Life

*내종: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에 차례

Story)」을 기록한 친필 문서이다. 헐버트는

*나파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1769~1821)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80년 다트머스 대학에 입학하여 1884년 졸업

*잔포: 잔인하고 포학함

하였다.
자료에는 헐버트의 극동지역에 대한 학술연구

*불인하다: 어질지 못함
*포행: 사나운 행동

활동 소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일본·

*무소부지(無所不至): 이르지 아니한 데가 없음

영국의 정황 등이 담겨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70세가 넘은 헐버트의 인생에 대한 소회가 기록

헐버트는 당시 미주 한인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독립사상을 가지고 단체를 합할 것을

되어 있다.

제안하였다. 1900년대 초부터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미주 한인사회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1908년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처단 의거 등의 소식을 접하며 각종
항일민족운동 단체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단체들이 갑자기 난립하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기사에서 ㉠ 부분의 ‘모래’란 분산된 한인 조직단체들을 의미한다. 모래를 모아 견고하게
다지면 강한 응집력이 생기듯이, 헐버트는 흩어진 한인 조직단체들의 통합을 통해 독립
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강조한 것이다. ㉡ 부분에서 헐버트 자신도 몸을 잊어버릴
만큼, 즉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한국의 독립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소장

이때 헐버트의 연설을 주최했던 미주 한인단체는 공립협회이다. 일본이 조국을 지배
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국권을 회복하고 미주 한인 간 서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0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협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07년까지 미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솔트레이크시티를 포함, 공립협회의 여러 지회가 설치되었다. 헐버트가 당시 솔

나는 1914년부터 나의 전문 연구 분야인 극동지역에 대해 강의하고 원고를 집필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국 산둥성 침략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매진했고 「동서양이 만날 때」라는 주제로 책을 집
필했으나 아직 적당한 출판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국을 돌며 여러 학회와 동호회 및 대학에서
발표와 강의를 했고 *턱스쿨(Tuck School) 학생을 대상으로도 몇 차례 강의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

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던 시기는 공립협회의 기관지 『공립신보』를 통해 1907년 11월 29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미국 상원이 베르사유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문헌

직전으로 추정된다. 이후 공립협회는 지역과 인원의 규모를 넓혀 1910년 대한인국민회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상원의원 로지(Henry

확장되었다.

C. Lodge)와 보라(William E. Borrah)의 당파적 성향을 아주 작은 흔적까지 완전히 소거시켜줄 근거
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출처에서 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참고문헌>
김권정,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한국의 독립운동가들 6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김도훈, 「共立協會(1905~1909)의 民族運動 硏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89.
이명화, 「헤이그특사가 국외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홍선표, 「헐버트(Homer B. Hulbert)의 在美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48

있던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사료를 모았고 모두 매우 믿을 만한 자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 당시의 복잡한 상황과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 대중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내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거물급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대중 앞에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의원은 내게
1919년이나 1920년 당시 상원의원들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더군요. 당시 상황을 간략
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유력 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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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가을에 일본이 영국에게 제안하길, 대서양에 일본 해군 기지를 두는 데 영국이 협조한다
면 일본은 100만 군사를 프랑스에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고. 영국은 즉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미국이) 당장 참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고, 윌슨의
답을 확인한 직후 일본에게 “고맙지만 당신들과 손잡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윌슨 대

3) 참고자료
□ 동영상 목록
구분

러닝타임

페이지주소

난이도

2:00:39

https://www.youtube.com/
watch?v=t5FOYTYBtQw
(1972 영화 “의사 안중근”: 감독 주동진)

중

1:50:31

https://www.youtube.com/
watch?v=vuLZXGr46rU
(1959 영화 “고종 황제와 의사 안중
근”: 감독 전창근)

중

5:12

https://www.youtube.com/
watch?v=2xo9y-wK2FU
(평화사상가 안중근)

중

2:20

https://www.youtube.com/
watch?v=KMlUyllCPv8
(안중근 의사)

중

1:22

https://www.youtube.com/
watch?v=4znhwjQxjAM
(일본에서 상영된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영상)

중

47:10

https://www.youtube.com/
watch?v=adDJew8YH3U
(만화 “위인극장-안중근”)

하

4:46

https://www.youtube.com/
watch?v=ZA6ABAp59f0
(만화 “안중근”)

하

27:28

https://www.youtube.com/
watch?v=fbh9myNa7T0
(김마리아,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다)

중

13:05

https://www.youtube.com/
watch?v=ySStGmqaJoI
(대한 독립의 별, 김마리아)

통령은 1916년 11월 첫째날부터 미국이 참전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우리 동창생들의 숫자도 날로 줄겠지만 나는 1884년도 동창생들이 만든 이 신
상기록부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나의 기여는 크지 않겠지만, 동창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동안 1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웠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결과가 어떠하건 인권과 자유 수호의 뜻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턱스쿨(Tuck School):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경영대학원

비고

자료의 밑줄 친 내용을 통해, 헐버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는 ‘인권’과
‘자유’임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자유를 상당수 누릴 수가 없었다. 헐버트에게 한국과 한국인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었기

① 안중근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내세워 한국의 교육자, 선교사,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것이다. 즉 자료를 통해 헐버트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보장되는 한국의 모습을 위해
그토록 독립과 주권 회복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진, 『파란눈의 한국혼 헐버트』, 참좋은친구, 2010.

②
김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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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40에 나오는
신상기록카드는 서울
배화여학교 학생임
(김마리아와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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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목록
구분

러닝타임

페이지주소

난이도

②
김마리아

4:32

https://www.youtube.com/
watch?v=htxiATi1RZk
(김마리아, 여성항일독립투쟁의 표상)

중

4:17

https://www.youtube.com/
watch?v=m8LiqZUPRSo
(나의 독립 영웅: 호머 헐버트)

중

2:49

https://www.youtube.com/
watch?v=AuSV1ZNL8i4
(한글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헐버트)

중

2:04

https://www.youtube.com/
watch?v=kUjYgqixnMY
(고종의 밀사 헐버트)

중

1:41

https://www.youtube.com/
watch?v=PMf1fquCp7c
(129년 전 최초의 ‘아리랑 악보’ 발굴)

중

③
헐버트

1:35

0:47

https://www.youtube.com/
watch?v=xHfRPyJpxWk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독립운동가, 헐버트)
https://www.youtube.com/
watch?v=lktoObJ9rF4
(‘아리랑’ 최초로 서양에 알린
헐버트 박사)

중

비고

사민필지 출간
1889년으로 되어
있음

중

□ 누리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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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페이지명

페이지주소

교재 역사자료확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독립운동가
공훈 확인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

독립운동사적지
확인

독립기념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http://oversea.i815.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