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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하와이 이민은 정부에서 인정한 최초의 공식적 집단 이민이다. 1902년 

12월 22일 121명의 한국인들이 켄카이마루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다시 하와이로 가는 갤릭호를 갈아타고 1903년 1월 12

일에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다. 이후 하와이 이민자의 

수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 1905년 8월 8일 금지되기까지 총 7,291

명이었다.1) 이들은 하와이 여러 섬의 사탕수수농장에서 힘들게 일하였고, 

이렇게 번 돈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대는데도 앞장선 무명의 

애국지사라고도 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墓碑)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하와이 초기 이민 한인들의 무덤의 

비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하와이대 

힐로캠퍼스의 Seri I. Luangphinith 교수3)의 제안으로 2019년 7월 21

1) 웨인 패터슨,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서울: 들녘, 2002); 김대완, 
「하와이 초기 이민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강건영, 『하와이, 멕시코, 남미로의 한인 이민』 (서울: 선인, 2017).

3)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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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지역의 비석을 현장 

조사하였다. 빅 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개,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개, 캡틴쿡 6개,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개 등 총 

155개의 비석을 탁본조사하고, 2020년 8월까지 비문 해독과 문헌, 사진, 

각종 기록물과 대조하였다. 

  그동안 하와이 초기 이민자의 이민과 정착, 정치적·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묘지와 비석에 대한 것은 미미했다. 

그리고 이민 1세대들의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혈통을 

이어온 2, 3, 4세대 후손들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관심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Seri I. Luangphinith 교수와 김교문 목사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찾아 조사연구하고 보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한인들의 비석은 이들의 삶과 죽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초기 

이민자들은 비석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들의 생애를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한인 이민자들의 무덤 현황

  1. 빅아일랜드의 한인 비석

  이번 조사에서는 빅아일랜드 힐로시에서 운영하는 힐로 Alae 공동묘지(

이하 힐로 알라에)와 개인 소유의 커피 농장 한 켠에 있는 코나 이민센터 옆 

Holualoa 커피농장묘지(이하 코나 이민센터), 산기슭 도로변 공동묘지에 

있는 코나 캡틴쿡묘지(이하 캡틴쿡), 교회에 안장된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묘지(이하 코할라 침례교회) 등 각각 위치나, 성격이 다른 곳에 

있는 무덤들의 비석을 조사하였다. 

  비석의 내용은 육안 관찰이 가능한 것은 사진촬영과 현장 기록을 통한 

Koreans on the Big Island (Hawai‘i: Ka Noio ‘A‘e Ale, UH Hilo Indepen-
dent Pres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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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더불어 마모로 해독이 불가능한 것은 탁본을 통해 심층 조사하였다. 

빅 아일랜드 힐로 알라에묘지 136기, 코나 이민센터 10기, 캡틴쿡 6기,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개의 비석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힐로 알라에 공동묘지

     위치 : 895 Kauhiula Rd, Hilo, HI 96720 미국

  힐로 알라에 공동묘지는 빅아일랜드 동쪽 해안가 알라에 공동묘지 

중앙에 폭이 좁고 긴 korean section에 위치한다. 1939년에 지어진 초기 

이민자들의 공동묘지로 1980년대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고 156명의 

한인이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4)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곳에 136기의 한국인 무덤이 확인되었고, 

비석에 새겨진 사망년도를 보아 1919년에 처음 한인이 묻히기 시작하여, 

1980년에 마지막으로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합장묘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알라에 묘지에서 한인은 192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조성된 묘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석 목록 생략)

   

4) 김재현, 류명균, 최선화, 『하와이 디아스포라이야기』 (서울: 키아츠, 2020), 
78쪽.

그림 1. 1998년 조성된 
한국이민조상기념비

그림 2. 알라에 공동묘지 KOREA 
SECTION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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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나 이민센터 공동묘지

    위치 :  765833 Kona Belt Rd Holualoa, HI 96725, 미국

 코나 이민센터(Kona 

Imin Center)에서 북으로 

260m 떨어진 Holualoa 

커피농장 내에 위치한다.

  비석은 커피농장 끝자락 

대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돌을 쌓아 만든 積

石墓 약 8기, 시멘트 기단에 비석이 세워진 무덤이 10기 등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묘지 중앙으로 농장 내 길을 내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적석묘와 

비석이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풀 사이에서 더 

많은 적석묘와 비석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번
호

이름 비문내용　
글자
모양

높이 고향
출생 
년도

사망 
년도

나이
 비석
재질

1 문필련

一千九百三十年十月八
日死亡

南平文氏弼蓮年三十二
朝鮮慶南東萊郡巨堤里

出生

한자 61

 조선
 경남

 동래군
거제리

 1898 1930  32 시멘트

그림 3.  코나 이민센터묘지 위치와 항공사진

그림 4. 코나 이민센터 묘지 적석묘와 비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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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치룡

朝鮮黃海道遂安郡天谷
坊出生

故密陽朴公致龍之墓
一九三十一年五月七

日 /
 死亡 年七十一嵗

한자 72

 조선
 황해도
 수안군
천곡방

1860 1931 71 시멘트

3 조승운
朝鮮慶北道古灵郡出生

故趙承云墓
一九三三年四月卄二日

한자 50
 조선

 경북도
고령군

　  1933 　 시멘트

4 정복수

CHUNg
BoKSoo

Died
 9/4/1938

age56

영어 46 　  1882 1938  56 시멘트

5
정창운
(은)

ChONG ChANG UN
DiEdMARCh20

1949
영어 　 　 　  1949 　 시멘트

6 윤계상

大韓國慶尙道安東郡
出生

年五十五
故尹桂相墓

一千九百二十二年六月
十八日死亡

한자 45
 경상도
안동군

 1867 1922  55 화강암

7 고정운
됴션툐산군
고졍운묘

一九四十一年八月卅日

한글
+

한자
42

 황해도
토산군

　  1941 　 시멘트

8 이선익

됴션경북동ᄂᆡ군 동
ᄂᆡ면

고리션익묘
一九卅八年六月卄二

日亡

한글
+

한자
56

 조선
 경북

 동래군
동래면

1938 시멘트

9 최성택

됴션황ᄒᆡ도平山군
고최셩ᄐᆡᆨ묘

一九三十八年五月十
二日

한글
+

한자
53

 황해도
평산군

　  1938 　 시멘트

10 정매례

一千九百三十三年 五月
五日死亡

故ᄆᆡ례鄭氏之墓年二
十五

모로가이出生
長女仁善次女成女

한글
+

한자
57

하와이
몰로

카이섬
 1908 1933  25 시멘트

표 1. 코나 이민센터 묘지 한인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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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확인된 비석의 사망년도를 보아 1922년에 최초로 개시되어 

이후 1930년대에 중점 적으로 사용되다가 1949년에 종결된다. 

  이곳의 비석은 글자를 새기는 방법이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르다. 힐로 

알라에묘지 등은 시멘트 비신이 굳은 상태에서 새겼다면 코나 이민센터는 

시멘트 비신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못과 같은 끝이 뾰족한 기구로 비문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3) 코나 캡틴 쿡 공동묘지 

     위치 : 86-4134 Mamalahoa Hwy Captain Cook, HI 96704, 미국

  캡틴 쿡 묘지는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 마말라호아 하이웨이 도로 옆 

기슭에 위치하는 민간 공동묘지에 있다. 묘지에는 60~70기 정도의 비석이 

확인되며, 비석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몇몇 비석을 제외하고 시멘트 

기단과 비석이 파괴된 채 

남아 있다. 

번
호

이름 비문 내용
글자
모양

높이 고향 출생 사망
나
이

비신

1 리주대

대한경샹남도밀얄군
산하면쵸양동

리쥬대씨
연은육심팔셔

LEECHOODAI
mAy3.1883
FEB4.1951

한자+
한글+
영어

60
경남
밀양

1882 1958 68 화강암

그림 5. 코나 캡틴 쿡 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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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창환

一千九百五十四年七月
리창환 七十세

본젹황ᄒᆞㅣ도장년
LEECHUnGHWAn

한자+
한글+
영어

40
황해
도

장연
1884 1954 70 대리석

3 방찬옥

一千九百五十一年
十月二日別世
方賛玉之墓

大韓平壌府居
年七十嵗

PUnG CHUn OK
1951~1881

한자+
영어

40 평양 1881 1951 70 대리석

4 강석필

대한경기도여쥬군가남면
본젹은

강셕필씨 /(뒷면)
一千八百七十四年三月

生年은
△九百五十六年八月

死亡은

한글+
한자

40
경기
 도
여주

1874 1956 82 대리석

5 김영두

一千九百五十四年六
月五日

김영두八十셰
황ᄒᆞㅣ도신게군
KImyOnGDOO

한자+
한글+
영어

40
황해
도

신계
1874 1954 80 대리석

6 윤태원

당년칠십샤셰
일쳔구백오십이년칠월이십구일

윤태원씨
大韓경샹남도길예군

한글+
 한자

40
 경남
김해

1878 1952 74 대리석

표 2. 코나 캡틴 쿡 한인 비석

  확인되는 비석은 대부분 현지인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의 것이며, 한국인 

묘는 모두 6기로 묘지 입구에 1기, 나머지 5기는 묘지 뒤편에 부러진 채 

수풀에 덮여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비석에서 확인된 사망년도로 

보아 이곳은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사용된 한국인들이 묻힌 무덤이다. 

  

   4)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묘지

    위치 52-4665 Akoni Pule Hwy, Kapaau, Niulii Cemetery Kapaau, 

HI 9675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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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에서는 

중국인, 포르투갈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무덤이 

50여 기 있다. 비석은 묘지의 

가장자리의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치우친 동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李帝恩, 余金明, 

전제왕, 전문려, 안득렬, Chung Em Min, Ah Chung Lum, Ching Kim, 

Martha Woo 등의 비석이 있으나 그중 해독 가능하고, 한국인의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비석은 李明耀, 李明福, 李明望  등 3기 정도이다. 

  비석에서 확인된 사망년도로 보아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민 1.5세, 2세의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회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비석에 십자가 문양, 主後 연호의 사용 등으로 보아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무덤이다.

번

호
이 름 비문 내용

 비문

글자

높

이
출생 사망

나

이
재질

1 이명요

主後一千九百零二年二月十

日生辰

李明耀之墓

一千九百零六年三月八日別

世享年四嵗

한자 60
1902

02.10

1906

03.08
4 시멘트

2 이명복

主後一千九百零六年二月廿

日生辰

李明福之墓

一千九百零六年六月卅日辭

世享年一嵗

한자 58
1906

02.02

1906

06.30
1 시멘트

3

이명망

 (MARTHA

LEE)

╇

MARTHALEE

主後千八百九十二年五月六

日生辰

李明望之墓

千九百十年八月卄四日辭世

한자

+

영어

60
1892

05.02

1910

08.24
18 시멘트

표 3.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한인 비석

그림 6. 코나 코할라침례교회 묘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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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라지는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

  하와이 빅 아일랜드[하와이 섬 (Island of Hawaiʻi)]는 미국 하와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초기 한인 이민자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곳 농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3

년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빅아일랜드에 도착했으며 섬의 동쪽에 있는 

Waiakwa와 Wainaku 농장으로 배치되었고, 이후에 다른 농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다.5)

  1915년 하와이에 있었던 농장의 현황 <그림 7>을 살펴보면 카우아이 

17개, 오하후 21개, 몰로카이 9개, 라나이 4개, 마우이 32개, 빅 아일랜드 

56개의 농장이 있었다. 1905년 하와이에는 30개 농장에 4,893명이 30

여개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한인주거의 분포를 보면 1,525명이 

빅아일랜드(하와이섬)에, 1,024명이 오하우 섬에, 873명이 카우아이섬, 

728명이 마우이섬, 라나이섬 7명, 몰로카이섬 6명이 있었다.6) 빅아일랜드는 

하와이에서 농장수도 가장 많았고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이었으나 

그동안 오하후섬 중심의 연구가 집중되고 빅아일랜드는 소외되어 있었다.

  빅아일랜드에는 한인이 많았던 만큼 대한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운영했던 목재 공장, 숯 공장과 

그의 거처, 한인들의 교회 등이 잊혀진 채 개인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고, 

사라진 것도 많이 있다. 

  또한 한인 이민자 1세대의 무덤들은 개발로 사라지고, 그들의 메시지인 

비석 역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어 가고 

있다. Alae, Holualoa, Pahala, Kohala, Hakalau Point 등의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들의 묘지와 묘비 역시 어떠한 기록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무덤이 교회 묘지, Waianaia 공동묘지, Pahala 중국인 

공동묘지, Kehena 목초지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였다.7) 일본인 소유의 

5)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Koreans on the Big Island, p. 8.

6)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서울: 중앙M&B, 
2003), 30-31쪽.

7) Seri I. Luangphinith, The Paths We Cross: The Lives and Legacies of 



115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한켠에 있던 한국인 무덤은 길을 내면서 

일부 파괴되었고, 현재도 계속 그 위협이 있다고 한다.8) 빅아일랜드에 

이민을 왔던 한인의 규모로 보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한인들의 

무덤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 소유의 농장에 있는 

무덤들의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한인들의 무덤과 비석들 역시 방치되어 있다. 같은 

공동묘지에 있는 일본인, 중국인 등의 무덤은 정비가 잘 되어있고, 대부분이 

꽃이 놓여 있으나 한인들의 무덤은 세월과 지진, 풍우 등의 이유로 깨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많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하와이대 지질학전공 교수

(하와이대 힐로캠퍼스 부총장 Ken Hon)는 지진이 잦은 빅아일랜드의 

지진연구에 한인 비석이 넘어진 방향을 보고 지진의 파동이나 방향을 

연구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였다.    

Koreans on the Big Island, p. ⅺ.

8) 김교문, 『코나커피, 코나생각』, 216-223쪽.

그림 7. 1915년 당시 하와이 농장과 조사지역 위치(●)
(웨인 패터슨, 전게서 p.18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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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아일랜드의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농장과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놀룰루나 한국, 미국 본토의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후손들 역시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본토나 본섬으로 유학·정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초기 한인 농민이민자들은 보수적이어서 조상의 

분묘를 버리고 만리타국에 이민을 가는 것을 꺼려했다9)고 할 정도로 

조상을 모시는데 지극했다고 하지만,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였고, 조상들이 

조선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일찍 포기했다고 한다.10) 이러한 

이유로 조상숭배나 장례절차와 같은 중요한 전통적 관습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민 2, 3세대들은 추석명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11)

고 할 정도로 조상의 무덤을 찾는 행위가 낯선 탓도 있다. 한인 1세대들의 

무덤에는 꽃이 놓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이 시나브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후손이 있어도 이민 3·4세대들은 비석에 새겨진 한자, 

한글을 알아보지 못해 자신의 조상의 무덤이 어느 것인지,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  

Ⅲ. 비석과 기록을 통해 본 한인 이민자들의 생애

  1.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

   1) 글자 변화 양상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한자, 한글, 영어,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별로 

비석에 사용된 글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67% 이상 한자를 사용하였고, 1950년대는 38%로 급격히 감소한다. 

9) 김원모, 「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8권(1998), 197
쪽.

10) 웨인 패터슨,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서울: 들녘, 2003).

11)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34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3).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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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0년대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글은 1920년대 처음 확인되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50

년대 대폭 확대되어 1950

년대와 1960년대에는 30% 이상 

사용된다. 1960년대는 한글, 

영어, 숫자가 각각 1/3 정도 

비율로 사용된다.

  영어는 1900년대부터 

사용되다가 1920~1930

년대까지 10% 내외였다가 1960

년대 대폭 확대된다. 

  전체적인 비문의 글자조합 

양상은 한자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58%로 가장 많고, 한자+한글 18%, 영어+숫자 6%, 한자+영어+

숫자가 5%, 한글+영어+숫자 5% 순이다. 기타 한자+한글+영어+숫자, 

한글+숫자, 한자+숫자 등의 조합이 있다. 한자 단독으로 새겨진 경우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꾸준하게 제작되다가 1950년에는 1기로 

급감한다. 한자+한글은 1950년대 전체 비석 29기중 16기로 55% 이상을 

차지한다. 1960년대는 한글+영어+숫자 조합의 臥碑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경과함에 따라 한자→한자+한글→한글+영어로 변화한다.

  한자+한글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글로는 이름이나 고향을, 한자로는 

생년과 사망 날짜, 나이, 가족 이름을 새길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자

+영어+숫자 조합은 영어와 한자는 이름을, 날짜는 영어와 숫자로 새긴 

경우가 많다. 한자+한글+영어의 경우 한글로 이름과 고향, 영어로 이름, 

날짜, 한자로 날짜, 나이를 적었다. 

년대 한자
한자+
한글

영어+
숫자

한자+
영어+
숫자

한글+
영어+
숫자

한자+
한글+
영어

기타
합계

(기수)

1900 2 　 　 　 　 　 1 3

1910 2 　 　 　 　 　 　 2

그림 8. 시대별 글자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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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7 1 1 　 　 　 1 20

1930 27 3 3 　 1 　 　 34

1940 30 4 1 4 　 1 2 42

1950 1 16 2 3 1 4 2 29

1960 　 　 1 　 5 　 1 7

계 79 24 8 7 7 4 7 136

% 58% 18% 6% 5% 5% 3% 5% 100%

표 4. 시대별 비문 글자 조합양상

  

   2) 한글

  한글은 1922년 사망한 힐로 알라에 묘지 61번 최형준 비석의 후면에 

고향을 平安道 安州郡 ‘련동’과 本貫 ‘광주’ 로 새겨져 있어 처음으로 

한글이 등장한다. ‘련동’과 ‘광주’ 모두 지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손이나 

제작자가 두 지명의 한자를 몰라 어쩔 수 없이 한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정옥의 비석처럼 ‘대한’의 ‘대’는 한자로 ‘大’를 새겼지만 획수가 

많은 韓은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한글은 1950년대 대폭 확대되어 사용되는데 샤, 셰, ᄒᆞㅣ, 쥬, 셕, 튱, 쳥, 

졍, 샹, 셩 등이 있고, ㅑ,ㅕ, ㆎ, ㅠ, ㅛ 등의 모음이 확인되어 구한말 한글 

고어체, 근대 계몽기 한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새겨진 비문 

속 한글로 보아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등에서 정해진 한글 

철자법의 변화를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2) 

12) 유은정,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비석에서 확인되는 한글은 국어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
라고 판단되 며 관련 전공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글의 영문표기 
변화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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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저신지묘
大한츙쳥도
졍졍옥디모

셔치순묘
평양셩안

1954년 사망 1953년 사망 1947년 사망

大韓경샹남도길예군
윤태원씨

 일쳔구백오십이년칠월이
십구일

당년칠십샤셰

최션옥
大韓경샹도

부산居

 지인영지묘
대한퉁쳥도
온양군거

김진셩지묘
1952년 사망

표 5. 비문의 한글 사용 예시

  하와이의 한글학교는 1907년 4월 빅아일랜드에서 힐로 한인소학교가 

처음 세워졌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국어학교에서는 

일본총독부가 출간한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글을 

배우는 것과 배치되어, 1911년과 1917년, 1923에는 국민회가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였다.13) 이러한 이유로 일제가 제정한 한글 철자법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3)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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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석에서 ‘ㅅ, ㅈ, ㄱ, ㅂ 등의 자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김저신의 비석은 ‘김겨신’, ‘김거신’, ‘김저신’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하와이 입항 선박 명부와 안중근의사 성금 명부를 통해 ‘김재신’

으로 확인되었다. 윤태원씨 비석은 십(十)의 한글을 같은 비석 내에서 

“ ”, “ ”, “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하와이대 이덕희 소장님에 의하면 동지회 회원이 사망하면 ‘김창수’

라는 분이 비문의 글을 써 주었다고 한다.14) 한글이나 한자를 아는 분이 

비석의 비문을 주었다는 것은 명확한 듯하다. 하와이 힐로 알라에묘지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현지 장례업자는 당시 장례업은 일본인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인 중에서도 천대받던 오키나와 사람이 주로 

담당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비석에 새겨진 한자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한글을 판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즉 

일본인들이 새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한자와 영어

  한자는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비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이다. 畿(幾), 華( ), 歲(嵗, 旹, 才) 등의 경우처럼 본자보다 이체자가 

많이 사용되며, 五(一을 빼고 ), 二十(廿ʻ卄), 三十(卅), 四十(卌) 등의 

경우처럼 같은 뜻의 글자 중 획수나 글자 수가 작은 한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힐로 알라에묘지 117번 김정기 비석은 사망년도를 ‘壹仟玖佰

肆拾貳年’으로 새겼고, 코나 코할라교회 비석 1·2번 비석은 ‘一千九百零六

年’으로 새겨 획수가 많은 갖은자를 사용한 경우도 소수 있다. 

비석 번호 사망년도 추모글

알라에묘지 56 1920 后人, 大韓人

알라에묘지 60 1922 后人

알라에묘지 63 1923 孺児

14) 이덕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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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에묘지 66 1925 后人

알라에묘지 78 1929 BELOVED FATHER

알라에묘지 94 1934 朝鮮人

알라에묘지 97 1936 后人

알라에묘지 102 1937 朝鮮人

알라에묘지 104 1937 后人

알라에묘지 105 1938 朝鮮人

알라에묘지 106 1938 朝鮮人

알라에묘지 111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3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4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5 1939 朝鮮人

알라에묘지 116 1939 基督敎人

알라에묘지 123 1940 后人

알라에묘지 124 1940 后人

알라에묘지 117 1942 后人

알라에묘지 128 1942 大韓人

알라에묘지 41 1944 In mEmORy OF

알라에묘지 133 1944 LOVING MOTHER

알라에묘지 6 1952 아 부 지

표 . 추모글 내용

   영어는 1900년대부터 사용되지만 1960년대가 중심이 된다. 영어 

스펠링은 대부분 대문자로 새기지만, ‘M(m)’, ‘N(n)’, ‘Y(y)’처럼 대문자의 

획수가 소문자보다 많은 스펠링은 대문자와 크기를 동일하게 소문자로 

새겼다. 특히 ‘ESTHER  mOOn’처럼 ‘m’,과 ‘n’은 한 두 기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새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한자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획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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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삶의 기록으로서의 비석

   1) 망자를 그리워하는 추모글

  비석 전면에 이름 앞에 비석의 주인공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의미를 가장 

축약되게 표현한다. 또는 남겨진 사람이 망자를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추모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힐로 알라에묘지에서 23개 비석에서 확인되는데, ‘00后人’이 8

개로 가장 많다. 후인이란 조상에 대한 후손이란 뜻으로 본관을 앞에 넣어 

비석의 전면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멀리 타향에 있지만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34년부터 1942년까지 비석 주인공의 이름 앞에는 ‘朝鮮人’, ‘大

韓人’이 새겨진 비석은 10기이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선인, 대한인임에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힐로 알라에묘지 56번 김양록(1920

년 사망) 비석 전면에 연안후인과 후면에 대한인, 생몰년월일을 단기로 

기록되어 있어 그가 조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힐로 알라에묘지 63번 비석의 주인공 남성애(1923년 사망)는 2살 때 

사망해서 일찍 떠나간 작은 딸을 그리워하며 孺ʻ로 새겼다. 힐로 알라에 

116번 주자문(1939년 사망)은 기독교인으로 새겨 기독교 신자임을 

나타내었다. 영문으로 새긴 비석에는 영어로 ‘BELOVED FATHER’, 

‘In mEmORy OF’, ‘LOVING MOTHER’로 추모하였고, 힐로 알라에 6

번 박춘하(1956년 사망) 비석에는 한글로 ‘아부지’를 크게 새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외롭게 이국땅에서 죽어가면서도 한인(조선인, 대한인)임을 

잊지 않았고, 비석에 本籍과 고향, 가문, 조국을 표기함으로써 자손들에게 

고향과 뿌리를 잊지 말라는 부탁이며, 무엇보다 고향의 그리움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석은 묘비 이전에 망향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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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교

비석 번호 사망년도 종 교 비 고 비석사진

코나 코할라교회 1 1906 기독교 主後

코나 코할라교회 2 1906 기독교 主後

코나 코할라교회 3 1910 기독교 ╇, 主後

힐로 알라에 63 1923 기독교 ╇, 救主降生

힐로 알라에 64 1923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66 1925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89 1933 기독교 主之

힐로 알라에 97 1936 기독교 主降生

힐로 알라에 98 1936 기독교 主

힐로 알라에 110 1939 기독교 ╇

힐로 알라에 116 1939 기독교 基督敎人

힐로 알라에 85 1959 기독교  ╇

표 . 종교가 표현된 비석

  비석의 주인공의 종교를 알 수 있는 12기이다. 12기 모두 기독교로 

추정되며 비신 전면 상부에 십자가(╇) 표시를 한 것과 생몰년도 앞에 主

後, 主, 主之를 새긴 것도 확인된다. 코나 코할라 교회에 있는 비석에는 

모두 主後가 새겨져 있어 교회의 종교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주자문의 비석은 비신 전면에 ‘基督敎人’을 새겨 표현하였고, 그 외 4기의 

비석은 전면 또는 후면에 ‘救主降生’, ‘主降生’을 새겨 비석의 주인공이 

절실한 기독교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뿐 

만아니라 비기독교 한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생활하였고 차츰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1905년만 하더라도 한인 이민자의 10%가 매주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15)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전체 155개 비석 중 

12기(약 7.7%)만 비석에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는 것은 

15) 趙恩廷,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
사학위논문 (2011),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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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하다. 비석에 종교적인 색채를 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비석의 

연도표기에 간지를 사용하거나, 조선인, 대한인, 후인 등을 통해 망인의 

생전 모습을 나타낸 것은 종교보다 조국, 고향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3) 여성의 비석

비석 번호 이름 사망년도 성별 비 고

힐로 알라에 63 南聖愛 1923 여 南順明次女

힐로 알라에 64 崔元順 1923 여 父 泓銖 次女

힐로 알라에 135 趙明順 1924 여? 조명순

힐로 알라에 73 李成女 1927 여 夫 朴世仁

힐로 알라에 76 文愛施多 1927 여? 文愛施多之墓, ESTHER mOOn

힐로 알라에 89 朴季南 1933 여 夫 金壹萬

힐로 알라에 91
 SARAH

Kim
1933 여? SARAH KIm

 코나 이민센터
10

ᄆᆡ례鄭 1933 여? 정매례

힐로 알라에 93 田奉女 1934 여? 田奉女

힐로 알라에 109 崔龍女 1939 여 崔婦人龍女之墓

힐로 알라에 110
 HA HA

KO
1939 여? 고하옥

힐로 알라에 133 金그림 1944 여 LOVING MOTHER

힐로 알라에 90
 mARIA
CHOO

1951 여

2단 기단 전면에 영문으로 mother
 로 새김 1933년 사망한 아버지
 박동수와 함께 새롭게 합장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

힐로 알라에 15 김리 1953 여? 고리병준부인立

힐로 알라에 84
 KIM ICK

SOON
1980 여

 부부합장(1980년 김익순씨 사망
 후 새롭게 함께 비석을 새긴 것으로
추정
남편 김경선씨는1922년12월12
 일사망

힐로 알라에 136 鄭惠志 　 여? 정혜지

표 8. 여성으로 추정되는 비석들



125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들은 대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미국방식을 

채택했다16)고 알려져 있으나 빅아일랜드에서 조사된 비석 중에는 그러한 

비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성의 비석으로 추정되는 것은 155기 중 16

기이며, 그 중 확실하게 여성의 비석으로 판단되는 비석은 8기 뿐이다. 

비석의 비문에 부모의 이름 뒤에 次女로 새겨진 것이 2기, 남편 이름(夫

000)이 새겨진 것이 2기 있다. 그리고 崔婦人龍女之墓, LOVING MOTHER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힐로 알라에 90번 박동수/마리아 추 비석과 

힐로 알라에 84번 김익순/김경선 비석처럼 부부 합장묘가 그것이다. 

  그 외 田奉女, 고하옥, SARAH KIm, 정혜지 등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이 8기가 있다. 힐로 알라에 15번 김리행의 비석 

후면에는 ‘고리병준부인立’이라 새겨져 있어, 김리행이 故 이병준의 

부인인지, 비석을 故 이병준의 부인이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에서는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미국식 풍습보다는 부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뒷면에 夫 金壹萬, 夫 朴世仁 등 명확하게 남편을 새겨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부합장묘에서도 남편과 나란하게 새겨진 여성의 이름에서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이름인 SARAH Kim, 

HA HA KO, ESTHER mOOn이 있는데, 그 중 결혼한 여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남편 박동수와 부부합장묘를 쓴 mARIA CHOO이다. 영어로 

이름을 개명하였으나 그대로 자신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문서나 

실생활에서는 미국방식으로 남편 성을 따랐고, 비석에서만 결혼 전 본인의 

성을 새겼을 가능성도 있다. 

   4) 직업 

  155개 비석 중 유일하게 직업을 알 수 있는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 

110번 HA HA KO(고하옥)의 비석이다. 시멘트 1단 기단에 흰 대리석 

비신 상부에는 십자가(‘╇’)를, 하단에 영문명 HA HA KO를, 그 아래에 

PVT 1 HAWAII INF가 새겨져 있다. PVT는 PRIVATE의 약어로 훈련병

(이등병)을, INF는 INFANTRY의 약어로 군대의 보병을 나타낸다. 따라서 

16) 국립민속박물관, 『(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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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옥은 미 보병 출신으로 1939년 8월 6일에 사망하였다.

 비석
번호

사망년도 비문내용 비 고

 힐로
 알라에
110

1939

╇

HA HA KO

PVT 1 HAWAII INF

AUGUST 6, 1939

고

하

 옥

표 9. 직업을 알 수 있는 비석

   하와이의 한국인 군인 163명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군대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와이 주 방위군으로 입대하는 한인 젊은이도 있었고 

하와이대학교 ROTC에 들어가기도 하였다.17) 

  따라서 고하옥은 사망 시기로 보아 이민올 때 어린 나이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온 한인 1.5세대이거나 하와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하옥은 하와이 주 방위군 등의 미 보병으로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름으로 보아 여군일 가능성도 있다.

비석 번호 사망년도  기년법, 간지

코나 코할라 1 1906 主後

코나 코할라 2 1906 主後

코나 코할라 3 1910 主後

힐로 알라에 56 1920 檀紀, 간지

힐로 알라에 60 1922 간지

힐로 알라에 63 1923 간지(辛酉生)

힐로 알라에 89 1933 主之

17) 로버타 장, 웨인 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
서울: 눈빛, 2003),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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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로 알라에 90 1933 民國

힐로 알라에 98 1936 主

힐로 알라에 131 1944 간지(乙亥生)

표10. 기년법, 간지가 표기된 비석

   5) 연도 표기와 나이

    (1) 연도 표기

  비문에서 생몰년도 표기는 대부분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표현하였다. 

이 서력기원 앞에 ‘主後’, ‘主之’, ‘主’를 넣어 자신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코나 코할라 교회에 소재한 비석 3기 모두는 ‘主後’

를 새겨 장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힐로 알라에 56번 김양록(1920년 사망) 비석은 생몰년월일을 ‘四千二

百五年癸酉四月十六日生, 四千二百五十三年 十一月四日別世’로 새겨 

유일하게 단기와 간지 모두 새겼다. 단기 4205년(1872년, 壬申年), 단기 

4206년(1873년, 癸酉年)이므로 단기 또는 간지 오류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국에서 사용하던 辛酉生, 乙亥生 등 간지만 새긴 비석도 확인된다. 

  힐로 알라에 90번 박동수(1933년 사망) 비석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기년(記年)으로 하는 民國 연호를 

사용하였다. 박동수는 민국 15년(1933년)에 사망하였고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나이를 나타낸 단어

  비석 주인공의 사망 당시 나이는 비석에 대체로 ‘享年五十歲’ 처럼 

표기되는데, 나이 앞에서 향년 50, 년 50처럼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비석은 모두 71기이다. ‘年’이 58%로 1920년부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享年’이 1900년대부터 나타나며 

전체 32%를 차지하는데 1940년대 가장 많이 사용되다가 1950년대에는 

급감한다. 다음으로 ‘行年’이 6%이며, 한글은 1950년대에 향년(享年)을 ‘

당년’, 年을 ‘연’으로 표기한 것이 각각 1기씩이다. 영어로는 age가 1기 

있다. ‘年’이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새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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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나이 뒤에 50살, 50세처럼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비석은 

52기로 ‘歲’가 가장 많고, ‘歲’의 이형자인 ‘嵗’가 다음을 차지한다. ‘歲’

는 1920년대 처음 확인되며 193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 ‘嵗’는 1900년대부터 비석에 한 두기씩 새겨지다가 1940년대 

10기로 대표적인 표기 방식이 되고 1950년대는 1기로 대폭 감소한다. ‘旹’

는 ‘時’의 이체자, 古字로 1950년대에만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년도
나이 앞 나이 뒤

年 享年 行年
 당년,

연
age 歲 嵗 旹  셔, 세,

셰
才

1900 2 　 2 　 　 　

1920 5 2 2 1 　 　 　

1930 11 9 1 10 1 　 　 　

1940 11 11 2 4 10 　 1 3

1950 14 1 2 4 1 8 5 　

　합계 41 23 4 2 1 20 15 8 6 3

표 11.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才’18)는 획수가 많은 ‘嵗’ 대신에 일본어에서 나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1940년대 후반에 확인된다. 그리고 한글은 ‘셔’, ‘세’, ‘셰’가 1940

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중점적으로 새겨진다. 

  따라서 숫자 앞에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글자인 ‘年’을 꾸준하게 

가장 많이 새기고, 숫자 뒤에 나오는 단어가 대체로 歲→嵗→旹, 才 등으로 

획수가 적은 한자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나이 셈법

 비석
번호

이름
출생
년도

사망
년도

사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비 고

18) 日語로 사이(さい)로 읽기도 하는데 숫자 뒤에 써서 나이를 나타낸다. ‘歳’도 
똑같이 사이(さい)로 읽는데 글자가 복잡해서 같은 음을 가진 ‘才’를 사용한
다. 일본어 표현인 ‘才’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빅아일랜드의 장례 사업을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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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에
31

김치옥
1884
10.18

1949
03.08

65 64 65 66 연 나이

 알라에
59

이영선 1868
1921
02.16

55 52/53 53 54
세는 나이

+1

 알라에
73

이성녀
1871
12.02.

1927
05.01

56 55 56 57 연 나이

 알라에
104

김순경 1880
1937
12.06

57 56/57 57 58
 만 나이?,

연 나이

코할라 1 이명요
1902
02.10.

1906
03.08

4 4 4 5
 만 나이,
연 나이

코할라 2 이명복
1906
02.20.

1906
06.30

1 0 0 1 세는 나이

캡틴쿡 1 리쥬대
1883
05.03.

1951
02.04

68 67 68 69 연 나이

캡틴쿡 3 방찬옥 1881 1951 70 69/70 70 71
 만 나이?,

연 나이

표 12 나이, 생몰년월일이 함께 새겨진 비석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나이 셈법은 어떠하였을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석의 비문에서 나이와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이 함께 새겨진 

것은 모두 8기로 힐로 알라에묘지 4기, 코나 코할라교회와 코나 캡틴쿡묘지 

각 2기씩이다. 

  나이 셈법에는 출생년도부터 1살로 치는 한국 나이 즉 ‘세는 나이’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출생일부터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만 나이’, 그리고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연 나이’가 있다.

  생몰년월일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비석은 김치옥, 이성녀, 이명요, 

이명복, 이쥬대 비석 5기다. 이명복 비석 1기만 한국식의 세는 나이로 

표기하였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김치옥, 이성녀, 이쥬대 비석은 미국식의 

만 나이로 표기하지 않고 연 나이로 표기하였다. 이명요의 비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알 수 없다. 

  사망년도와 출생년도만 알 수 있는 김순경, 방찬옥 비석도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 연 나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1868년에 태어나 

1921년 2월 16일에 사망한 이영선 비석의 경우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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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모두 맞지 않고 세는 나이보다 1살이 더 많은 55세로 새겨져 있다. 

  생년 또는 나이 오기, 행정문서와 실제 나이 차이 등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비석의 망자 나이가 다를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행정문서와 

실제 나이 차이로 추측되며, 한국식의 세는 나이로 비석에 새겨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코나 코할라 묘지의 이명요, 이명복은 비석 형태 

동일, 이름 유사 등의 이유로 친연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데 나이 셈법이 

다른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나이와 출생년월일, 사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비석 8기 중 

한국식의 세는 나이는 2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연 나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민을 온 후 행정문서나 생활 방식 등에서 

미국식 나이 셈법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였으나 생일까지 따져서 계산하는 

미국식의 만 나이보다는 이와 유사한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빼는 계산하기 

쉬운 연 나이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석을 새기는 사람, 

즉 후손 또는 상조회가 망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새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비석과 선박부 나이차이(비석나이-선박부 나이)

 연령별
나이차

-5 -4 -3 -2 -1 0 +1 +2 +3 +4 +5 +6
 +7
이상

합계
(명)

비 고
 (+7세
이상)

13-20
세

1 1 2 　 　 1 1 　 　 　 　 　 　 6 　

21-25
세

　 　 　 1 3 4 4 2 1 　 　 1 　 16 　

26-30
세

　 1 1 　 3 5 2 4 2 1 　 2 1 22
 30세를
 20세로

10세 줄임

31-35
세

　 　 　 1 2 3 3 　 1 1 　 1 1 13
 35세를
 20세로

15세 줄임

36-40
세

　 　 　 　 1 5 1 2 　 2 　 　 1 12
 40세를
 24세로

16세 줄임

41-45
세

　 　 　 　 　 　 　 1 　 1 1 　 1 4
 42세를
 30세로

12세 줄임
합계(
명)

1 2 3 2 9 18 11 9 4 5 1 4 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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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4 2.7 4.1 2.7 12.3 24.7 15.1 12.3 5.5 6.8 1.4 5.5 5.5
100
%

　

표 13. 연령별 한인 비석과 선박명부 나이차이(비석 나이-선박부 나이)

  비석의 주인공과 하와이 선박명부19)에 기재된 한인이 일치하는 103

명 중 비석과 선박부에서 나이가 확인되는 인원은 73명이다. <표 13>은 

입항 당시 비석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와이 입항선박부의 나이를 뺀 것으로 

하와이 도착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비석에 새겨진 사망년도와 나이를 

계산하여 비교한 값이다. 선박명부는 하와이 도착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이민 당시 나이다. 비석에 새겨진 나이를 실제 나이로 본다면 선박부에 

기재된 나이는 미국입국 당시 여권 등의 행정문서에 사용된 나이일 것이다. 

  선박명부에 기재된 나이와 비석 나이가 동일한 경우가 24.7%로 가장 

많고 한 살 작은 경우가 15.1%, 두 살 작은 경우는 12.3%이며, 한 살 많게 

기입된 것은 사례도 12.3%이다. 따라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의 다양한 나이 셈법 중 하나가 선박부에 기재가 되었다고 추정하면 비석 

나이와 한 살 또는 두 살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전체 64.4% 이상 차지하고 있다. 비석나이의 평균이 29.5세이고, 선박명부 

나이 평균이 28.0세로 1.5세 정도 차이가 보이고 있어 나이 셈법에 따른 

차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실제 나이를 60% 이상 비교적 정확하게 

선박부에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석 나이와 비교해 보면 5세 이상 더해서 작성된 경우도 있고, 

10~16세까지 줄여서 기입한 경우가 확인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확인된다. 10대는 모두 6명이 확인되는데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 더해서 작성된 사람이 1명, 네 살은 1명, 세 살은 2명이지만, 두 

살 이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작성된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30대 이상을 

살펴보면 실제 나이보다 줄여서 작성하였다. 세 살은 4명, 네 살 5명, 다섯 

살 1명, 여섯 살 4명, 열 살 이상 어리게 기입된 인원도 4명이나 된다. 

  당시 이민자들의 나이가 20대가 주축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린 10대는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재하였고, 30대~40대는 실제 나이를 

19)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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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라도 이민대열에 합류하려고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권, 선박명부 등 행정문서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6) 사망과 壽命

    (1) 사망

  사망년월일 뒤에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확인되는 것은 75기이다. 그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은 ‘別世’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1920년대에 2

기가 처음 확인되고 1930년대부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확인되며 

1950년대는 85%가 사용되어진다. 그 다음은 ‘亡’으로 1920년대에 5

기가 확인되다가 1930년대 40년대 각각 2기이며 1946년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死亡’은 모두 5기에서 나타난다. ‘辭世’는 세상을 하직

(下直)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로 코나 코알라교회에 있는 비석 3

기에서만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逝 3기,  眠 2기, died 2기, 別ʻ, 逝去, 逝

世, 卒, 終이 각각 1기씩 확인된다. 

년대 別世 亡 死亡 辭世 逝 眠 died 別峕 逝去 逝世 卒 終

1900 　 　 　 2 　 　 　 　 　 　 　 　

1910 　 　 　 1 　 　 　 　 　 　 　 　

1920 2 5 2 　 2 1 　 　 　 1 1 　

1930 17 2 2 　 1 1 1 　 1 　 　 　

1940 10 2 　 　 　 　 1 　 　 　 　 　

1950 17 　 1 　 　 　 　 1 　 　 　 1

합계 46 9 5 3 3 2 2 1 1 1 1 1

표 14 년대별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 

   (2) 수명

 이번에 조사한 비석에서 사망 나이를 알 수 있는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 

103기, 코나 캡틴쿡묘지 6기, 코나 이민센터묘지 5기, 코나 코할라묘지 3

기 등 모두 117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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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로 알라에 묘지는 1919

년부터 1960년대(1980년 

1기 제외)까지 전시기에 

걸쳐 조성된 묘역으로 평균 

수명은 63.7세이다. 코나 

캡틴쿡묘지는 1950년대에 

중점적으로 조성된 묘지로 

평균수명이 74.0세로 

높은 편이다.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1930년대에 조성된 묘지로 47.8세로 

평균수명이 낮다. 코나 코할라묘지는 3기 모두 1900년대 각각 0세, 4세, 

18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묘지이다. 

  전시대에 걸쳐 비석이 확인되는 힐로 알라에묘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출생년도, 이민나이, 사망나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힐로 알라에묘지에 묻힌 한인 중 가장 일찍 태어난 사람은 1860년생이고,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은 1933년생이다. 태어난 년도의 평균 해는 1880

년이다. 그 중 이민시기(1903~190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민 2

세대로 간주하였다. 이민 올 당시 나이(1904년 기준)는 13세~44세이고 

그 평균은 28.7세이다.

구분
묘지

 전체
생년

이민1
 세대
생년

이민 2
 세대
생년

 이민
나이

(1904
 년

기준)

묘지
 전체
사망년

이민 1
세대

사망년도

이민 2
 세대
사망년

묘지
전체
수명

 이민
1세대
수명

 이민
2세대
수명

평균  1880  1875 1923.2  28.7  1941.4  1942.5  1929.4  63.7  69.9  6.2

 가장
 빠른
 나이,
연도

 1860  1860  1908  13  1919  1919  1925  0  33  0

 가장
 늦은
 나이,
연도

 1933  1891  1933  44  1980  1980  1934  89  89  24

　 표 15. 힐로 알라에묘지 이민자들의 출생년도, 이민나이, 사망년도, 수명 현황

그림 9. 묘지별 평균 수명



Homo Migrans Vol.23(Nov 2020)

134

   알라에 묘지에서 가장 일찍 

사망한 사람은 이상빈씨로 1919

년이며,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은 

김경선씨로 1980년이다. 묘지 

전체 평균 수명은 63.7세이고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은 태어나 

4개월을 살지 못하고 사망한 0

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는 

89세이다. 이민자의 평균수명은 

69.9세이다. 

  이 평균수명은 1920년대 42.7세이고 1930년대는 65.8세로 무려 23.1

세가 차이난다. 그리고 1940년대는 71.2세, 1950년대 77.2세로 각 

년대별로 5~6세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난다.

  초기 이민자들은 급격한 생활 환경변화, 혹독한 농장 노동, 하와이 사회 

부적응, 언어 및 식생활 등 생활양식 차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어려운 초기 생활을 극복한 이들은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임금인상, 농장생활 탈피, 서비스업 진출, 교육, 

생활환경개선, 미국의 선진 의료 혜택, 사회 네트워크 참여 등 전반적인 

하와이 사회로의 적응20)이 있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로의 

편입은 기대수명, 기대여명도 해가 갈수록 늘어갔다.       

  우리나라 1970년대 남자 평균수명이 58.6세, 여자는 65.5세이며 2000

년에 남자 72.2세, 여자 79.6세를 비교해 보면, 이민자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한인들의 고향

  이민자들의 비석 주인공 157명 중에서 고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힐로 

알라에묘지 80명, 코나 캡틴쿡 6명, 코나 이민센터 8명, 코나 코할라교회 

20)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133-137쪽. 

년대 인원 % 평균수명(93명)

1910 1 0.7% 　?

1920 24 17.8% 21명))42.7

1930 32 23.7% 45명))65.8

1940 46 34.1% 37명))71.2

1950 26 19.3% 25명))77.2

1960 5 3.7% 5명))82.2

1980 1 0.7% 1명))89

합계 135 100.0% 　

표 16. 힐로 알라에묘지 이민자 사망연대별 
인원과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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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등 94명이다. 그 중 경상도가 21%로 가장 많고, 평안도 20%, 경성부 

16%, 경기도 14% 순이며, 가장 작은 곳은 강원도 통천군 출신이 1명, 

하와이 몰로카이 섬 1명이 있다. 그렇지만 경성부와 경기도를 합치면 30%

로 가장 많은 인원이다. 부/군 단위로는 경성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이 11명, 부산 4명, 황해도 장연군 4명, 강화 3명이다. 부산은 부산부, 

동래군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북은 성주, 영천, 경주, 의성, 경산, 안동 등이 

있고, 경남은 밀양, 통영, 김해가 확인된다. 

출신지
 힐로

알라에묘지
 코나

캡틴쿡묘지
 코나

이민센터묘지
 빅아일랜드

묘지 전체
비 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강원도 1 1% 1 1%

전라도 4 5% 4 4% 제주 1

충청도 4 5% 4 4%

함경도 5 6% 5 5%

황해도 7  9% 2 33% 3 38% 12 13%
 황해도
장연 4

경기도 12 15% 1 17% 13 14% 강화 3

경상도 14 18% 2 33% 4 50% 20 21% 부산 4

경성부 15 19% 15 16%

평안도 18 23% 1 17% 19 20% 평양 11

하와이 1 13% 1 1%
 모로가이섬
1

합계
80 100% 6 100% 8 100% 94 100%

138명 중 80
명 확인

 6명 중 6명
고향 확인

 10명 중 8명
고향 확인

157명 중 94
명 고향 확인

표 17. 묘지별 이민자들의 고향미국 하와이지역 한인동포duk hee lee

  김옥수 비석에는 慶尙北道 草溪郡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계군은 경남 

합천군에 있는 면이므로 경북은 오기로 판단된다. 이선익 비석은 고향을 ‘

경북 동ᄂᆡ군 동ᄂᆡ면’으로 새겨져 있는데 동래를 경북으로 오기하였다. 

반면에 경남 부산 출신인 조명순씨는 유일하게 동과 번지까지 정확하게 

새겨 넣었다. 비석에는 ‘朝鮮慶尙南道釜山府佐川洞五百番地’로 새겨져 

있는데 오늘날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의 좌천역과 일신기독병원 부근이다.

  경기도는 강화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개성, 부평 등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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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인천 화평정(花平町)이 고향인 박춘식은 1868년생으로 1940년에 

사망하였다. 화평정은 1937년~1946년까지 불리었기 때문에 1940년 별세 

당시에 화평정으로 불리었던 시기이다. 상당수의 비석이 사망 당시보다 옛 

지명을 사용한 반면, 박춘식 비석처럼 고향 지명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도 여러 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서신 교환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고향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석을 통해서도 이민자들이 

한국 고향과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정매례는 하와이 몰로카이섬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문으로 보아 

1909년에 하와이 몰로카이섬에 태어난 하와이 이민 2세로, 빅아일랜드로 

이주하여 인선, 성녀 두 자매를 두고 25세에 세상을 떠났다. 

  힐로 알라에묘지에 묻힌 이민자들은 평안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성부, 경상도 순이고, 코나 캡틴쿡묘지는 황해도, 경상도가 각각 2

명이다.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경상도, 황해도 순이다. 

  ‘1903년~1905년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 선박 명부21)’에는 

7,400여명의 한국인의 이름, 나이, 이전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하와이 선박 명부를 토대로 이민자의 이전거주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22) 

오인환·공정자는 이전 거주지를 부/군 단위 지명으로 기재하여 판단 가능한 

1903년 1월부터 1904년 6월까지 하와이 이민 전반기 부분만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기 분석 내용을 보면 부/군 단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고, 평양, 

부산 등의 순위이다. 도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상도, 

평안도 순으로 나타났다. 비석에서 나온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선박부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선박명부 자료의 전반기(1903년 1월부터 1904년 6월까지)는 경성부, 

창원부, 양산군처럼 부/군 단위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1904년 7월~) 자료는 다리골, 아주개, 뒷골, 독골 등 부/군 단위 

이하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성처럼 경남과 강원에 

21)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22) 공정자, 「구한말 하와이 이민자의 이민 전 거주지 연구-처음 1년 반(1903년 
1월-1904년 6월)동안의 경우-」, 『仁荷敎育硏究』, 제9호(2009); 오인환, 
공정자, 『구한말 한국인 하와이 이민』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04); 趙
恩廷,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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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도 추가 자료가 없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비석과 선박 

명부를 대조하여 이전 거주지를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었다.

  아래 표는 비석과 선박명부를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확인된 것 중 일부 

비석을 분석한 것이다. 

  실제 ‘Dong Kol’, ‘Oh Ri’, ‘Chin Kokai’, ‘Choo Nam’처럼 영문으로 된 

부/군 단위 이하 자연마을 지명만 기재되어 있어, 어떤 도/부/군에 속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비석에서 도/부/군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Oh Ri의 경우 전국에서 여러 곳에 동일 지명이 확인되는데 비석에 황해도 

장연군에 ‘오리’ 지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명을 찾는다면 자연마을의 지명도 보완되어 좀 더 정확한 이민자의 이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비석은 역사학·인문학·지리학적 기초 사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박부
이전거주지

비석 고향 비 고

Oh Ri
(오리)

황해도 장연군 황해도 장연군 오리포

Chin Kokai
(진고개)

경성부 서울 중구 명동 진고개

Mo Hak Won
(모학원/모화관)

경성부 서울 慕華館을 MoHakWon으로 표기

Pa Pal
(파발골)

평양성내 평양 파발골

Choo Nam
(주남)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비석에서 경남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확인

Ya Choo Kai
(아주개)

京城 貞洞
 아주개는 서울 종로구 당주동 일원,
경희궁을 아주개 대궐로 불림

Dong Dang Pong
(동당봉)

경남 통영면  경남 통영 도천동 동당봉

표 18. 선박부 이전 거주지와 비석의 고향 비교 검토( 비석의 사료적 가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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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록에서 찾은 하와이 이민자들

   1) 1903년~1905년 호놀룰루 한인 승객 명단23)과 일본 여권 발급 기록24)

   ‘1903년~1905년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 명단’으로 

국립문서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을 2004년 이덕희가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903년 1

월 13일부터 1905년 8월 8일에 걸쳐 총 64회의 항해가 있었고, 약 7,400명 

정도 이주하였다. 한인 이민자 명단은 영어로 이름, 성별, 나이, 결혼여부, 

이전 거주지, 도착일자, 결혼여부, 선박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석은 모두 155개 비석이며, 그 중 부부합장 비석 

2기가 있어 비석에서 확인되는 인원은 모두 157명이다. 승객명단 전체 

인원 약 7,4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번에 조사한 빅아일랜드지역 

묘지에서 확인된 157명을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알라에 코할라 캡팁쿡 이민센터 합계

비석 개수 136 3 6 10 155

대상 인원 138 3 6 10 157

 선박부 확인
인원

105 0 6 7 118

비율 76% 0% 100% 70% 75%

표 19. 승객명단과 비석 주인공 대조 결과표

표 20. 이덕희가 정리한 선박 명부 일부

23)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24) Duk Hee Lee, 『Passports Issued to Koreansin Hawaii,1910∼1924』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1).



139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묘지별로 살펴보면 힐로 알라에묘지가 138명 중 105명이 승객명단에서 

확인되었고, 어린나이에 사망한 코나 코할라 교회묘지는 선박부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코나 캡틴쿡묘지는 6명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코나 이민센터묘지는 10명중 7명을 승객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석의 주인공 157명의 한인 중 선박부에 확인된 인원은 118명으로 75%

가 선박부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박 명부에는 15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아이는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한인 1.5세대와 이민와서 태어난 한인 2세대 14명은 선박 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총 143명 중 118명이 선박 명부에 확인되어 그 비율은 83%

로 높아진다. 따라서 비석 주인공 대부분을 선박명부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비석의 이름과 선박 명부에 이름이 1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명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석에 새겨진 고향과 

나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향이 다르거나 비석에 고향이 새겨지지 

않은 경우, 고향을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 있어 비석의 이름과 동일인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15명이 있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 확정 가능한 

인원은 103명이다. 

  승객명단 전체 인원이 7400여 명 중 확인되지 않은 25명(143명 중 118

명 확인)은 선박부에 누락이 되었거나 이름 변경, 선박부 작성시 영문 

오기,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문 이름을 비석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에 보관되어 있는 1910∼1924년 

동안 한국인들이 일본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다. 모두 1,933건의 여권 

발급 기록 중 대조를 통해 확인된 비석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23건이다. 가족을 하와이로 데리고 오거나, 사진신부를 맞이하고, 또는 

본인이 고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 승객 명단과 여권 발급 기록은 하와이 한인 이민자의 고향, 나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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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 이민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문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다면 좀 더 명확한 하와이 이민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석의 주인공이 승객명단과 여권발급 기록에 확인된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지면을 빌려 검토하고자 한다. 

   2) 안중근의사 의연금 납부 명부25)

  홍종표가 저술한 『大東偉人安重根

傳』은 1911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의 

신한국보사에서 출판되었다. 신한국보사는 

안중근의사 구명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유족 

구제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금했다. 1909년 12월에서 1910년 3

월까지 4개월 동안 한인동포 1,595

명이 25센트에서 15달러에 이르기까지 

성금했다. 모두 2,965달러를 모금하고 

블라디보스톡의 안중근 의사 구제공동회에 

송금하였는데, 『大東偉人安重根傳』의 

부록으로 「義捐金 總決算公告」를 붙여 

출판한 것이다. 오하우섬(446명 738달러 

25센트), 카우아이섬(478명, 1226달러 70센트), 마우이 섬(236명, 439

달러 20센트), 하와이섬(435명, 616달러 85센트) 등에서 총 1,595명이 

모금에 참여했다.

  성금 명부와 비석을 대조한 결과 성금에 참여한 사람은 힐로 알라에묘지 

44명, 코나 캡틴쿡묘지 2명, 코나 이민센터묘지 2명 등 모두 48명이 

확인되었다. 

 

25)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112-115쪽; Duk 
Hee Lee, 『Hawaii Contributors to the Defense of An Chunggun, 1909-
1910』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4).

그림 10. 대동위인 안중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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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명 알라에 묘지 캡틴쿡 묘지 이민센터묘지 합계

인원 44 2 2 48

표 21. 묘지별 안중근의사 구제비용 성금 납부 현황

  이 명부에는 기금을 모금했던 1909~1910년 당시 한인들이 일했던 

섬과 농장명, 지역명이 기재 되어 있어 1903~1905년에 하와이 오하후섬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이후 빅아일랜드의 묘지에 묻히기 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섬 이름 마우이
하와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오아후 합계

인원 3 31 6 8 48

표 22. 안중근의사 성금납부 당시 살았던 지역별 인원

  명단에서 확인된 48명은 모금 당시 마우이섬에 3명, 빅아일랜드 31명, 

카우아이섬 6명, 오아후섬에 8명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0.25달러에서 3달러를 성금했다. 

  당시 하루 일당이 0.7달러 내외로 어려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를 위해 모금에 참여한 이분들이야 말로 지정한 독립운동가로 

칭송되어야 할 것이다. 이분들의 행적과 관련 사항은 다른 지면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3) 사진속의 비석 주인공

   (1) 류석화 비석

  류석화(알라에 묘지 78번 비석)는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 1904년 3월 6

일에 발급받았던 여행권 집조가 남아 있고, 하와이 입항 당시 1904년 3월 

30일에 선박부 명단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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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FATHER
SUK WHA LYU
AUG. 21. 1877~
OCT. 29. 1929

 본적
대한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삼상단

 류석화
劉碩華之墓
一八七七년八월
二十一일생
一九二九년十월
二十九일졸

표 23. 류석화 비석 모습 및 비문 내용, 1914년 촬영 부부사진

  또한 1909년 안중근 의사 모금에도 참여하였으며,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26)에 1914년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된 

유일한 비석의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통해 류석화의 하와이 이민 온 과정과 이민 온 후 

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석화는 1877년 8월 21일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삼상단에서 태어났다. 

그는 결혼 후 출산과정에서 네 아들을 

연이어 잃게 되자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기독교 국가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는 소를 팔러 시장에 갔다가 

하와이 이주민 모집 공고문을 보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자진해서 이민을 갔다고 한다. 

  류석화가 발급받은 집조는 하와이 

이민을 위해 설립된 유민원에서 

발행한 여행권(집조)이 아닌, 1904

년 3월 6일에 대한제국 외부에서 

26)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136쪽.

그림 11. 류석화의 집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선임연구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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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은 新형식, 즉 집조 왼쪽 한문, 오른쪽에 영어·불문으로 기재된 

형식의 집조를 定價金葉十兩(10냥)의 발급비용으로 발행받았다.27) 

이후 인천항에서 Korea호를 타고 1904년 3월 3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선박부에는 나이가 27세이며, 결혼을 하였고, 이전 거주지는 

의주로 기재되어, 비석에 새겨진 나이와 고향이 동일하고, 선박 명부에 

기재된 7,000여명의 한국인 중 유일하게 나타난 이름이므로 비석의 

주인공과 동일한 인물로 확정할 수 있다. 

여행권
(집조)

이름 발급일 도착일 발급기관 출발항 발급가격표시 영불문 비고

劉碩華 1904.03.06. 1904.03.30. 외부(신) 仁港 定價金葉十兩 원형 恨一年繳銷

하와이
선박부

구분 이름 나이 혼인여부 이전 거주지 도착날짜 선박명

선박부 You, Suk Wha 27 married Eui Choo(의주) 1904.03.30. Korea

비석 류석화 27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삼상단

비고 이름(선박부 유일), 나이, 고향 동일

안중근
명 부

지역명 농장명 이름 한글 이름 금액

Hawai‘i Pāhala, Ka‘ū Yu, Sŏk-hwa 유석화 $1.00

표 24. 류석화의 하와이 기록들 

  하와이 도착 후 류석화는 1909년 12월에서 1910년 3월 중에 하와이섬

(빅아일랜드) 카우지역의 파할라 농장(Hawai‘i Pāhala, Ka‘ū)에서 일을 

하였고, 안중근 의사 모금운동에 1달러의 성금을 냈다.28) 

  1911년에 아내 성화(Sung Wha)를 빅아일랜드로 데리고 왔다. 그렇지만 

아내를 데려 오기 위해서 발급받아야했던 여권의 발급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내 성화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딸(Marion Lyu)에게 말하기를 

27) 김도형, 「여행권(집조)을 통해 본 초기 하와이 이민의 재검토」,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44권(2013), 312쪽.

28) Duk Hee Lee, 『Hawaii Contributors to the Defense of An Chunnggun, 
1909-1910』.



Homo Migrans Vol.23(Nov 2020)

144

남편이 하와이에 이민 간 것을 모르고 사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몹시 슬퍼하면서 지냈다고 하였다. 1914년 

빅아일랜드 힐로에서 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 빅아일랜드에서 

정착하여 커피농장을 가지고 커피를 재배하였다.

  1920년대 하와이에서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는 

가족이 많았다. 그의 아내 성화는 커피사업이 돈벌이가 되자 하와이에서 1

년만 더 머물자고 고집하였고 1년 뒤 커피 시장에 한파가 몰아쳐 그 가족은 

저축한 돈을 잃게 되었다.29)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류석화는 

1929년 10월 29일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힐로 알라에 묘지에 안장되었다. 

  비석의 형태가 1940년대 후반부터 세워지는 波形30)이고, 비석의 1단 

기단은 시멘트, 비신과 2단 기단의 재질이 붉은 대리석인 점, 비신 전면에 

이름, 고향, 생몰년월일까지 모두 새겨진 것으로 보아 1929년 사망 당시에 

세운 비석이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이후에 새로 제작한 비석으로 판단된다. 

  (2) 남순명·남성애 父女 비석

전면 南公順明之墓
우측면 主降生一千八百七十八年生
一千九百三十六年別世
후면 未亡人金順南

長子 承鶴
次子 炳鶴
長女 承義
次女 承淑
三子 貴鶴
四子 舞鶴

좌측면 朝鮮全羅南道順天后人

29)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136쪽.

30) 하와이 빅아일랜드 비석의 시대별 변화 양상은 차후 다른 지면을 통해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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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유아남성애지묘
우측면 구주강생

1923년 3월 23일 졸
좌측면 대한 전라남도순천군 거

남순명차녀신유생(1921년생)

표 25. 남순명과 남성애 부녀 비석 모습과 비문 내용

  남순명(힐로 알라에묘지 97번)과 남성애(힐로 

알라에묘지 63번) 비석은 힐로 알라에묘지에서 

부녀가 함께 묻힌 유일한 비석으로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에서 

사진신부 편31)에도 확인된다. 

31)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사 1903-2003』, 96
쪽.

그림 12. 1918년 촬영한 
남순명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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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한인
여권

여권신청자
한자
이름

 등록
거주지

관계 여권 이름
 한자
이름

발행일 Notes

Nam, Sun-
myŏng

南舜冥 Kyŏnggi w
Kim, Sun-

nam
金順南 10/1914

Nam, Sun-
myŏng

南順明 Kyŏnggi w Yi, Sun-i 李順伊 07/1914

표 26. 남순명 하와이여권 발급 기록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하와이 한인 

여권발급 신청서 명부에서 남순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남순명의 비석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1878년에 태어나 1936년에 

한국나이 59세에 사망했으며, 미망인 김순남과의 사이에 4남 2녀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애의 비석에는 1921년에 태어나 

1923년 3월 23일에 한국나이 3세에 사망하였다. 고향은 전남 순천이고, 

남순명의 차녀로 새겨져 있다.

  남순명의 비석에는 남성애가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비석 후면(碑陰) 

가족사항에 새겨지지 않았으며, 남성애는 長女 承義 다음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들 부부 사이에는 4남 3녀를 두었던 것이다. 

  남순명은 2회의 여권 발급 기록이 확인되는데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자 

이름은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비문속의 南順明의 부인인 金順南을 

데리고 오기 위해 1914년 10월에 여권신청서를 제출한 인물은 비석에 

새겨진 南順明과 다른 南舜冥이며, 이름이 동일한 南順明은 1914년 7월에 

부인 이순이를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 

  이러한 사례는 힐로 알라에묘지 89번 비석 주인공의 남편 金壹萬도 2

번의 여권 발급기록이 확인되며 영문명은 동일하나 한자명은 각각 金壹萬, 

金一萬이다. 남순명과 김일만 모두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2명의 여성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각각 다르게 한자명을 기입한 것인지, 기입하는 사람이 

다르게 기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여권 발급의 관리가 엄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른 여권 발급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순명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1878년에 태어나 1903~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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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민을 왔다. 1914년에 사진신부 김순남을 하와이로 데려오기 

여권 신청을 했고, 결혼하여 1918년에 첫째 아들 승학과 둘째 아들 병학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다.32) 이후 장녀 승의가 태어나고, 1921년에 차녀 

성애가 태어난 뒤 1923년 3살에 사망하게 된다. 이후 2남 1녀가 태어났다. 

  류석화, 남순명 사례처럼 하와이 한 구석에 홀로 남겨진 비석은 하와이 

이민자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Ⅳ. 맺음말

  본 논문은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빅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

기,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기, 코나 캡틴쿡 6기,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기의 비석이 그 대상이었다. 

  짧은 조사기간과 능력 부족으로 비석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음을 자인한다. 그렇지만 하와이 이민자의 비석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비문을 검토하고 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다. 비석에서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비석조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하와이 

한인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 여권발급신청 명부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죽음을 미약하게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석은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 史料이다. 

  이처럼 중요한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이 지금도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2) 로버타 장, 웨인패터슨, 같은 책, 96쪽. 위 책자 사진 설명 중 아내 이름 김순
남을 남김순으로, 아들 이름 승학을 성학으로 오기하여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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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빅아일랜드 한인이민자들의 비석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하와이에서 함께 비석을 조사한 문경희 창원대 

교수님, Seri I. Luangphinith 하와이대 힐로캠퍼스 교수님과, 코나지역의 

비석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 김교문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덕희 소장님, 공정자ʻ오인환 

교수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창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kjy1234@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비석(gravestone), 하와이(Hawaii), 빅 아일랜드(Big Island), 힐로 

알라에묘지(Hilo Alae Cemetery), 초기 한인이민자(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사료(histor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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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초기 한인 비석연구

-비석을 통해 본 이민자들의 생애사 복원-

                                             김 주 용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검토함으로써 과연 

초기 이민자들은 비석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하와이 빅아일랜드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빅아일랜드 힐로 Alae 공동묘지 136기, 코나 

이민센터 Holualoa 커피농장 10기, 코나 캡틴쿡 6기, 코나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총 155기의 비석이 그 대상이었다. 

  하와이 한인 이민자의 비석을 조사하여 처음으로 비문을 검토하고 자료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은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다. 비석에서 고향, 종교, 

직업, 나이, 가족, 조국애, 그리움 등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비석조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았던, 하와이 

한인 선박 명부와 안중근 의사 성금 명부, 여권발급신청 명부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죽음을 미약하게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비석은 하와이 이민 역사와 생활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 史料이다. 

  이처럼 중요한 한인 이민자들의 비석이 지금도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다. 

무명의 독립운동가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남긴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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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Restoring a Life History of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on the Big Island of Hawaii based on their 

gravestone inscriptions

Kim ju-yong

  The gravestone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are found as the most vivid and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that give a glimpse of their life and dea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hat messages the their gravestones tried to convey 

by analysing the gravestone inscription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gravestones, which were mainly erect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the Big Island of Hawaii. During the 10 days 

of the fieldwork conduced in July, 2019 at four different cemeteries, 

155 gravestones were investigated. They include 136 gravestones 

from the Alae cemetery in Hilo, 10 in the old Holualoa Coffee Farm, 

6 from the Kona Captain Cook area, and 3 from the Kona Kohala 

Baptist Church. While there are many studies focusing on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depending on various forms 

historical documents and life histories, few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examining their life and death stories based on the gravestones. 

The messages engraved on the gravestones informs us of the dead 

person’s birth to death dates, hometown, religion, occupation, age, 

family, love, longing for the motherland and so forth. This paper 

uses these data to explore their life trajectories by matching the 

data from other official records, including The list of the passengers 

of Korean ships to Hawaii, 1903-1905, the list of donations to one 

of the Korean independent activists called Ahn Jung-geu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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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assport issuanc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gravestones 

as a form of historical records, they are still being damaged and 

disappearing.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gravestones 

in order to preserve and examine the precious records left by the 

unknown independent movement fighters from Hawaii and at the 

same time, the pioneers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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