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심리학과 박 경안

6박 8일의 해외 탐방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 속의 자신을 발견하며 큰 꿈을

품기 위한 일정이 11월 23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시작 되었다.

탐방지역은 미국의 서부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등 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여러 단체들의 활동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 70주년의 깊은 뜻을 새기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칼텍과 UC버클리 등 명문대학을 탐방

하여 각 대학교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또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었고 최첨단

IT산업단지인 구글 캠퍼스의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도가 세크라멘토인 캘리포니아 주(State of Califonia)

는 서부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며 주요 대도시로는 로스앤젤레

스, 샌프란시스코, 새너제이, 샌디에이고가 있는데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가주(加州)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캘리포니아를 남가주(南加

州),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부 캘리포니아를 북가주(북(北加州)라고 부른다.

북쪽은 오리건 주, 동쪽은 네바다, 애리조나 주, 남쪽은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노르테 주

와 경계를 이루며 알래스카, 텍사스 주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주이다.

아울러 이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다양성의 함양을 통해 지구촌

속의 한국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 현장을 가다

 공립회관과 USC한국학 연구소

1.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독립운동과 공립협회를 찾아서

‘공립협회(1905)’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독립단체이었다. 현재 USC대학교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재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상항 桑港)는 1903년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래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본토 



내 첫 정착지였고 1902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도산 안창호는 학업을 위해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동포들의 열악한 생활상의 개선과 한인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상항 친목회

’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주지역 한인들의 친목도모와 국권회복을 전개하기 위해

1905년 ‘공립협회’를 조직하여 미주 한인들의 상호간 단결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어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1907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1910) 등 주요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미주지역 한일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2.USC 한국학 연구소(Korean Studies Institute)

현재의 USC 한국학 연구소(KSI)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단체를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족이 살던 주택으로 USC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었다. 

캠퍼스의 확장으로 현재의 주소로 새로이 신축 이전하였고 한국학을 연구하고 전공하는 교

수진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USC-미시간대학교 학부생 연례

학회, '떠오르는 한국학’,‘멘토링 워크숍, 매년 USC학부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선별하여

다양한 관정으로 한국학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KSI Fellows Program 등이 있

다. 

 전명운과 장인환 의거지와 페리가

샌프란시스코 페리가는 1908년 3월 장인환과 전명운이 

당시 오클랜드 역으로 가기위해 페리부두에 와 있던 

친일 외교관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 D.W)를 처단했



던 곳이기도 하다.

1908년 하와이 합성협회와 공립협회의 통합으로 공립협회가

국민회북미 지방회로 바뀐 뒤 1910년 8월 페리가 232번지 가옥을 구입해 국민회 회관으로

사용했다. 현재 이곳에는 페리빌딩이 세워져 쇼핑가와 파머스마켓이 열리고 있었으며 그 흔

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가주(中加州)의 다뉴바(Dinuba)의 독립운동

중가주는 델라노(Delano), 리들리(Reedley), 다뉴바(Dinuba), 

팔리어(Parlier) 등의 지역을 통칭하며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1903년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고종황제의 주치의였던 미국공사이자 선교사인 

의사인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의 제의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1910년 경 부터 하와이를 따라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한인 노동자들은 다뉴바와 리들리 농장

지대로 몰려들었다. 다뉴바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증가로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다뉴바 한인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리들리 한인장로교회(韓人長老敎會)에서는 매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독립의 그 날까지 열심히 싸우

자고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또한 복숭아재배로 많은 돈을 모은 김호, 김형순, 김용준 등은 

‘김형제(Kim Brothers Inc1920) 상회’ 는 상해 임시정부와 

해외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였고 1919년 미주 지역에서 조직

되었던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은 일본간장 안 먹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곳이다. 

현재 다뉴바(Dinuba)는 이민역사 기념비와 독립문 비각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의사들의 비각만이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느꼈다.

 상항(桑港) 한인감리교회와 이대위(李大爲, 1879-1928)

독립운동가 이대위는 1903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장경 등과 함께 친목회를 결성

하고 한인사회의 생활개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05년에는 공립협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

을 하는 등 1906년에는 상항(桑港) 한인감리교회를 창립하여 동포들의 구호사업과 교육, 계



몽 운동, 직업알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현재 상항(桑港) 한인감리교회는 1994년 유다

가 3030번지(3030 Judah St. San Francisco, CA)로 이전친축된 것으로 이전의 건물은 교회

사정으로 매각되어 중국사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미 서부지역의 명문대를 가다.

미국 서부의 대학교는 칼텍 대학과 UC계열의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인 USA대학교의 캠퍼

스를 둘러보았다.

1. 칼텍 (Califonia Institute of Technology 1891)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대학교

이다.

칼텍은 MIT와 쌍벽을 이루는 미국최우수 사립 공과대학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에 중점을 두고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3으로 소수정예 과학영재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1891년 트롭 대

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20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부속 연구소로는 제트연구소, 벡크먼연구소, 밀리컨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중앙에

9층 건물로 자리하고 있는 밀리건 도서관은 칼텍 지진연구소의 연구자료 용도의 건물로서

가장 미세한 지진(2.0)에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진도 9.0의 강도에도 버틸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한 때 아인쉬타인이 교수로 재직

하였고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세계적

으로 유명한 지진연구소가 있다. 

2학년이 되면 교수님과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4학년이 되면 국가 주요기관과 요직에 취직할 수 있

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 카페테리아에서 교수와 학생이 마주앉아 

점심식사 하는 모습과 연구에 열중인 학생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다람쥐의 행보와 낯익은

동백꽃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2.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엔젤레스 캠퍼스 UCL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공

립 종합 대학이며 UCLA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UC 버클리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함께 UC계열의 여러 캠퍼스가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UC시스템에는 이 두 학교 외에 UC어바인(UC Irvine), UC데이비스(UC Davis), UC리버사이드

(UC Riverside), UC머시드(UC Merced), UC샌디에이고(UC San Diego), UC샌프란시스코

(UC San Francisco), UC샌타바버라(UC Santa Barbara), UC샌타크루즈(UC Santa Cruz)의 10

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UC계열의 대학으로 처음에 4개 동의 작은 

캠퍼스로 시작하여 영화인을 다수 배출 하였고

음악과 예술계열도 꽤 유명한 대학이다. 

캠퍼스초입 왼쪽 건물은 서로 대칭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졸업시험에서 양쪽의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캠퍼스 내에는 특이한 거꾸로 분수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 고 전처럼 풋볼 시합과 관련된 

일화가 있었다.

경기를 앞두고 USC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꾸로 분수에 파란색 세제를 넣어 파란 거품이 넘

치는 일이 생겼고 이에 UCLA대학교 학생들은 USC 대학교 캠퍼스에 소 배설물을 투하 하였는

데 두 학교가 팽팽한 경쟁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일화로 유명하다고 한다. 마침 캠퍼스 내에

서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작은 행사로 물건을 팔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국내 대학의 학

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매점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문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UC버클리대학교( 1868년)

UC (University of California)계열 중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설립된 최초의 

UC계열 1호 대학교이며 현재 세계 최고의 

공립대학교이다.

1949년 골드러시로 동부의 많은 개척자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을 위한 사범대 개념으로 시작하여 점차 학문 

중심대학으로 발전하여 20세기 물리, 화학, 

생물학과 컴퓨터 공학에 지대한 발전을 이끌

었고, 여전히 여려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방문 날에 휴교하여 캠퍼스투어를 할 수 없었으며 입구와 학교 내를  잠깐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4)USC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880)

미국 서부 명문 사립대학으로 1880년 개교한 

서던 캘리포니아대학은 캘리포니아 주 로스엔젤레스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흔히 한국인들게는 

남가주(南加州) 대학이라고 불린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안창호선생님을 주축으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곳으로 안창호선생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 소재했던 대학교이기도 하다.

 CA, NA, AZ문화 예술을 경험하다

차이나 극장과 돌비극장이 있고 

세계 유명배우들의 손도장이 있는 

헐리우드 가를 거닐고 아카데미시상식이 

열리는 곳에서 추억의 사진도 찍었다. 

명품가를 

지나는 동안 

차창너머로 보이는 

비버리힐스가는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였다.

게티뮤지엄에서는 

유럽의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공예품, 

생활용품과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키 높은 나무들로 가득 찬 레드우드 공원의 푸르름은 지금도 잔잔하게 밀려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아주 

남동부와 네바다 애리조나 주의

일부에 걸쳐있는 광활하고 삭막한 

모하비(Mojave)사막을 지나 드러나는

화려한 도시 라스베거스는 사치스럽고 

높은 빌딩이 가득했으며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벨라지오 호텔에서 

본 O'쇼는 경이롭고도 

장엄한 예술작품으로 

기나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베이쿠르즈(Bay Cruise)와 

태평양 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금문교의 불빛과 예술의 궁전의 

멋스러움, 그리고 그랜드캐년의 신비함과 

그린피스 천문대에서 바라본 LA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다.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주지역의 독립운동현장을 탐방하고 그 뜻을 되 돌

아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독립단체에 대한 자료와 독립운동 현장 보존의 미흡함으로 실질적

인 체험을 할 수 없었던 점과 유명대학교의 휴교로 인해 캠퍼스의 일부만을 보게 되었던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양한 문화 예술의 체험으로 지구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

서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 주셨던 지도 교수님과 학생 지원처 선생님, 그리고 여러 학과의

학우님들과 함께 했던  뜻 깊은 여행은 세계 속의 나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