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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미외교의 출발 : 허구로 밝혀진 고종밀사설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신화는 고종밀사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대미외교의 화려한 활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과연 고종의 밀사였는가,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무슨 외교 활동을 했을까.

고종의 밀사 아닌 개인자격의 밀사

이승만의 ‘고종밀사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나. 그동안 ‘고종밀사설’은 1904년 11월의 미

국 유학 과정과 1905년 8월 미국 체재기의 사건이 뒤섞여 알려져 왔다.

첫 번째는 1904년 11월 4일 이승만이 유학과 민영환·한규설의 개인 밀사 자격으로 외교를 시도하는 두 가

지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이 있다.(주진오, 1996, 183~192 ; 정병준, 2005, 82~84)1) 민영환·한규

설은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미국에 밀파하여 러일전쟁이 끝나고 강화회의가 열릴 때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

의 독립을 요청하고자 했다.(유영익, 1998, 38)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한국 정부의 밀사였다는 설이 훗날 대통

령 재임 기간 내내 유포되었다.(한철영, 1953, 27 ; 우남이승만전기편찬위원회, 1958, 52)

두 번째는 1905년 8월 4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온 윤병구 목사와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여름 백악관>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독립 보존 협조를 요청’

한 것이다.(유영익, 1998, 42)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하와이 교포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해 청원서를 채택하

고 대표로 선정한 이승만과 윤병구는 자신들이 고종황제의 사신이 아니라 하와이 8,000명 교포들의 대표

라고 자처하고, 또 조국에 있는 1,200만 백성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러일전쟁 중

1)　이승만 자신도 민영환·한규설 등이 자신에게 “위탁하여 종용히 도미”케 했다고 밝혔다(리승만, 1993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298쪽).

1. 신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고종 밀사설과 프린스턴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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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에서 자행한 각종 침략과 배신행위를 규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포츠머스 회담을 계기로 조미조약

(1882)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이들을 만난 루즈벨트는 정식 외

교채널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루즈벨트의 제안에 고무된 이승만·윤병구는 주미한국공사관 

김윤정을 만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윤정은 한국 정부의 훈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 하와이 교포들의 청원서는 미국 국무부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못하였다.(유영익, 1998, 42~44)

그렇다면 이승만 관련 글에 기록된 두 가지의 외교활동 중 ‘고종밀사설’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 확실

한 것은 모두 ‘고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고종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자

신의 자전적 글에서 1904년 11월 미국에 건너가게 된 경위를 기술하면서, 민영환과 한규설이 자신을 미국에 

파견하자고 고종에게 건의했으나, 고종은 그들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자신에게 접촉해 왔다고 썼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도 허풍으로 보인다.(주진오, 1996, 184) 그러면서도 자신이 미

국에 간 것은 유학 목적이 아니라 밀사로 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진회 대변인으로 대미외교 활동을?  

최초의 대미외교 활동에서 이승만이 친일단체 일진회의 대변인을 자임했다는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일까. 

1905년 8월 당시 이승만과 윤병구를 인터뷰한 미국 신문들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또 자신들은 고종의 밀사(특사)가 아니라 ‘일진회’의 대변인임을 자처했

다고 보도했다.(한겨레신문, 2011.8.22.; 정병준, 2012, 166~175) 미국 신문에서 확인되는 ‘고종․대한제국에 대

한 비난’, ‘반러․친일적 입장’, ‘일진회 대표 자임’ 등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우리는 황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진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할 것을 위임받

았다.”

“황제는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 명의 회원들로 이뤄진 일진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곧 국무를 장악하고 정부 구실을 할 것”

                                 - THE NEW YORK DAILY TRIBUNE, 1905.8.4      자료1    

“이들은 ‘일진회’로 알려진 한국의 거대 진보정당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THE WASHINGTON TIMES, 1905.8.4.

이 보도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 이들이 정말 일진회의 대표로 미국에 파견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부정

2)　신문기사 원문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신문검색 서비스(chroniclingamerica.loc.gov)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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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진회가 이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일진회

의 1차 기록물인 원한국일진회역사나기타관련자료어디에도이러한사실이확인되지않기때문이다.또 

창립초기부터 ‘동양주의’에 입각해 일본과의 일체화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벌인 일진회가 이

들을 대표로 보내 ‘일본의 침략과 배신행위’를 폭로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1905

년 8월 시점에는 ‘일진회=친일(당)’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일진회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10월부터 1905년 9월까지 ‘북진수송대’라는 명목으로 12만여 명을 

동원해 일본군 물자보급과 수송을 지원하고, 평안도·황해도 일대의 경의선임시군용철도 건축에 15만여 명

을 동원했다. 이미 1905년 초 전국에서 자행되는 일진회원의 작폐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일진

회 지부총회장 이용구는 각 지역에 글을 보내 ‘행위부정한 자와 범죄자’는 모두 출회(黜會)하고 법으로 다스

릴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또 1905년 1월 뤼순(旅順)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동양을 위해 러시아와 싸우

는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하고, 3월에는 펑텐(奉天)함락 소식을 접하고 ‘대일본제국 천황폐하

만세’라고 쓴 등(燈)을 들고 양국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일진회 스스로도 자신들이 “망국적” “매국노”로 불

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일진회 선언서’, 1905.11.17), 그만큼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 한국민들의 일진회에 

대한 적개심은 매우 컸다.

1905년 8월 이승만이 미국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친일단체인 ‘일진

회 대표’로 독립을 요청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승만과 윤병구가 ‘일진회 대표’ 운운했다면, 그

것은 일진회를 ‘민권을 옹호하고 한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내세워 미국 언론에 자신들의 개혁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일진회의 대표’로 일본에 파견되었

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졌다면,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3)

둘째, 미국 언론에 비춰진 이들의 일본관 곧 ‘이들이 일본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당

시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당시 미국 언론은 러시아와 일본 두 열강의 위협을 함께 

우려하면서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이들의 태도에 주목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줄곧 적이었고, 우리는 이 전쟁(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에 기뻐한다”는 윤병

구의 말을 빌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들은 전자(일본)를 주인(masters)으로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거

의 없다”고 보도. 

- THE NEW YORK DAILY TRIBUNE, 1905.8.4.      자료1 

3)  그런데 자신을 개인밀사로 보낸 충정공 민영환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경고, 대한이천만동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했으며, 한규설은 조약체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이승만이 대표를 자임했던 일진회는 1905년 11월에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했고, 나아가 1909년 12월에는 한국의 자주독립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기도록 하

는 ‘(합방)상주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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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먹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목구멍을 선호한다’

- THE STARK COUNTY DEMOCRAT, 1905.8.8.      자료2 

당시 이승만의 대일관으로 볼 때 이러한 발언과 보도는 근거가 있다. 이승만은 1898년 독립협회 활동 시

절부터 1905년 러일전쟁 시기까지 친일·반러 입장에 서 있었다.(정병준, 2005, 99~103) 그는 백인종에 맞서기 

위한 황인종단결론이나 동아삼국 연대론 등 일본의 주장에 동조했고, 러일전쟁에 대해서도 일본의 승리를 

원했다. 이승만은 1904년 8월에 정부 내 ‘개진파’의 도움을 받아 석방되었다고 했지만,(이승만, 1993, 298) 일

본측 기록은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가 석방시켜주었다고 나온다. 1904년 민영환·한규설의 밀사로 대미 

외교를 위해 도미할 시점에도 반일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당시 일본에 우호적인 시각과 자세를 갖

고 있었다. 1904년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곳곳에도반러·반청인식과친일적인정세관,황인종단결론

이 확인된다.(고정휴, 1986 ; 서정민 1987 ; 하유식 2000) 결국 이승만이 1905년 8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일본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일본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러시아보다 일본의 목구멍을 선호한다’고 한 것

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시점에서 이승만이 펼친 외교활동도 구체적인 외교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독립 유지를 오로지 미국에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이 시기 이승만 외

교의 정점인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31)이 체결되어 미국이 정식으

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승만의 ‘고종밀사설’은 실패한 외교행위(유영

익, 2009, 17쪽)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것이 비장한 독립외교의 실천으로 포장되었고, 결국 일본의 보

호국으로 전락하고만 약소국의 비애감을 딛고 철학박사학위를 성취해 낸 집념의 사나이로 미화되고 있다. 

2) 미국 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박사학위 성취

백년전쟁이이승만의학위에대해관심을갖는이유는이승만이얼마나훌륭한박사학위논문을썼는

가가 아니라, 정규 학력도 없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불과 5년 5개월 만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의 놀라운 집착을 확인하려는 데 있다. 

유영익(1998)과 손세일(2008)도 상세히 소개한 대로 이승만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한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 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물론 배재학당 입학 6개

월 만에 영어교사가 될 정도로 그의 능력은 탁월했다.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승만은 유학 경비 대부분

을 교회를 통해 조달받으면서 더없이 좋은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

럼 동포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장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현실순응적인 정세관 속에서 학위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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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념했다. ‘크리스천 이승만’을 기대했던 선교사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인 이승만’의 학력만 화려해 지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미국 기독교계 인물들과의 교류는 평생 이승만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1905년 2월 조지워싱턴대학 입학

1907년 6월 조지워싱턴대학 학사학위 취득

1907년 가을 ~ 1908년 여름(1년) 하버드대학 석사과정

1908년 9월 ~ 1910년 6월 프린스턴대학 박사과정

1909년 하버드대학 하계대학(Summer school) 미국사 이수

1910년 2월 23일 하버드대학 석사학위 취득

1910년 7월 18일 프린스턴대학 졸업, 박사학위 취득

먼저 이승만이 조지워싱턴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문제이다. 일

찍이 이승만은 배재학당 수학, 한성감옥 옥살이 과정에서 서양학문을 익히고 기독교에 입교했다. 특히 감

옥 안에서 전도-교육-저술활동을 눈부시게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선교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으며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승만의 미국 유학에는 이승만을 장차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로 키우고

자 기대한 이들 선교사들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04년 말 이승만은 게일(James S. Gale),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벙커(Dalziell A. Bunker), 질레트(Philip L. Gillett),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프레스턴(John F. Preston) 등 저명한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무려 19통이나 가지고 미국으로 향했

다. 선교사들은 추천서에서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감옥생활을 할 때 40여 명의 동료죄수들을 기독교로 개

종시킨 사실을 강조하고 그가 장차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장담하면서 그에게 2~3년간

의 교육 ‘완성’ 기회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승만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햄린(Lewis T. Hamlin) 

목사를 만나 세례와 유학 지도를 부탁했고, 햄린은 조지워싱턴대학 니덤(Charles W. Needham) 총장에게 이

승만을 소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학에 ‘특별생’으로 편입했다. 대학 측은 이승만이 

장차 ‘교역자(敎役者)’가 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도 마련해 주었

다.(유영익, 1998, 46~48)

유영익은 자신의 책 이승만의삶과꿈에서이승만의유학경력에두 가지매우궁금한점이있다고언급

했다. 하나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의 학부성적이 뛰어나지 못했던 ‘외국학생’인 이승만이 무슨 수로 하버드

대와 프린스턴대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었을까이고, 또 하나는 그가 언제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했느냐였다.(유영익, 1998, 54, 56)  자료3  백년전쟁도바로이 점에주목했다.

이승만은 하버드대학 인문대학원 원장에게 보낸 입학지원서에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

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는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썼다. 하버드대학 측은 2년이라는 시

한부 조건은 거절하고 석사과정부터 밟으라고 회답했다.(유영익, 1998, 56) 당시 미국학생들에게도 인문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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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은 통상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경

제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석사학위 취득에 실패하였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다음 학기에 낙제한 과목을 

재수강한 후 석사학위를 받으려 하겠지만, 이승만은 곧 전학(轉學)할 대학원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2년 이내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이승만의 집요함 때문이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 북장로교 선

교사 홀(Ernest F. Hall)을 만났다. 홀은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력히 권했고, 이승만

은 홀과 함께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장 웨스트(Andrew F. West) 박사를 면담했다. 면접을 마치고 뉴욕에 돌아

간 이승만은 웨스트 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꼭 끝내야 된다고 강조하였

다. 그리고 만약 프린스턴대학 측이 이 점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차라리 뉴욕에 남아 컬럼비아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유영익, 1998, 58)4) 하버드대학에 지원할 때 2년 이내 졸업이라는 단서가 용

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프린스턴대학이 2년 이내 졸업을 수용한 것은 ‘홀’로 대표되는 미국내 기독교계

의 지원이 작용한 것을 반증한다. 프린스턴대학 측은 이승만에게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

라는 ‘보장’과 함께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혜택까지 베풀면서 이승만을 받아

주었다. 석사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만에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을 요구하고, 대학이 그것을 수용

한다는 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상이었다. 

한편 이승만은 박사학위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하버드대학 석사학위를 얻고자 했다. 1년 만에 석사학위 취

득이 어렵게 되자 대안을 찾아 떠나온 곳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석사학위 요청에 하버드대학 측은 이번에는 

큰 이의 없이 계절학기 한 과목을 이수하는 전제하에 학위를 내주었다. 자기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 박사과

정에 진학한 학생이 다시 나타나 석사학위를 부탁할 때, 이를 수용하고 학위를 내주는 하버드대학의 처사

도 그리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상에서 보듯, 이승만은 미국 기독교계의 전폭적 지원 아래 유학길에 올랐고, 이후 학교 선택과 수학 과

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미국 기독교계로서는 이승만을 장래 한국 기독교계를 이끌어 갈 인물로 높

이 평가하고, 그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끝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승만의 ‘으름장’이 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이 단기간에 두 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기독교계의 전폭적 지원, 매우 이례적인 학위 수여를 수용한 각 대학 측의 배

려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5) 다시 말하지만 백년전쟁은이승만의박사학위논문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그의 학위 취득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의문과 그의 인생에서 드

러나는 집요함의 한 편린을 보고자 한 것이다. 

4)　‘으름장’은 유영익의 표현이다.

5) 물론 이승만의 논문이 대학 측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학위 수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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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열투쟁과 무장독립노선을 비난한 이승만 

이승만포럼은 백년전쟁이 “무장투쟁노선만이 독립운동의 올바른 노선”이라고 역설한다고 비판했다.

백년전쟁은 무장투쟁노선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독립운동에는 무장투쟁(독립전쟁), 의열투

쟁, 대중투쟁, 문화학술운동, 외교활동 등 다양한 방식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립외

교노선이 어떤 사상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왜 무장투쟁을 부정하면서 민족운동 진영을 분열로 몰아갔는지

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한 비판이 필요하다. 백년전쟁이주목한것은바로이 문제이다.

우선 이승만의 대외관과 정치사상은 독립정신(1910)에집약되어있다.특히후록｢독립주의의긴요한조

목｣을 보면 이승만이 얼마나 외세의존적이고 친미․친일․반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

다. 이는 개화파와 독립협회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특히 한국의 내정과 내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승만의 기독교․서구지향적 국가관․대외관과 

결합되면서 외교독립노선으로 이어졌다.(정병준, 2005, 77~78)

이승만은 세계와 마땅히 통교해야 하며, 통상하는 것이 피차 이익이라고 전제한 뒤 “외국인이 오는 것이 

본래 나를 해하려는 주의가 없고 피차에 다 이롭기를 경영함”이며 “외국인을 원수같이 여김이 제일 위태한 

것”으로 천주교를 몰아내려다 병인양요를 당했고, 갑신․임오에도 일본인을 몰아내려다 화를 당했다고 인식

했다.(이승만, 1993, 251) 이승만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논리에 대해 외국인을 몰아내지 못할 바에야 “아무

리 원통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참아서 피하면 그만”이라고 할 정도로 무저항적 수용 자세를 취했다.(이승

만, 1993, 253 ; 서중석, 1983, 226~227) 

따라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략은 한국이 독립할 준비, 즉 일본과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 승리할 물리력과 

실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전쟁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자력 독립이 불가능하니 실력을 갖출 때까지 

2. 독립운동을 부정한 독립운동가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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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윤대원, 1999, 148~170) 이러한 이승만의 논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 부정의 논리에 가까웠고 외세의존적인 운동방략이나 다름없었다.(정병준, 2005, 117)

이승만의 이같은 인식은 유학시절인 1907년 장인환․전명운의 변호 통역 거부에서부터 하와이에서 박용만 

세력과의 대립, 임시정부 연두교서에서 밝힌 독립전쟁 반대, 1930년대 김구 등의 의열투쟁 반대에 이르기까

지 일관되게 나타났다. 무장․의열투쟁 반대, 자력 독립전쟁 불가, 준비론으로 요약되는 이승만의 독립운동방

략은 사실상 독립운동 정신과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장에서는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주요 독립운동에 대한 이승만의 부정적 태도와 발언, 대일관의 

변화를 통해 이승만의 독립운동 인식을 다루고자 한다.

전명운·장인환 재판 법정통역 거부와 안중근 의사 비하 

이승만이 미국 유학중이던 1908년 3월, 일본의 외교고문이었던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가 장인환·전명

운 의사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동포사회는 일치단결하여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공

판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때 이승만에게 변호 통역을 부탁했으나 이승만은 개인 일정 문제와 기독교도로

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두고두고 한인사회의 비난을 

받았다.(한국일보 1975.6.12.) 

손세일은 당시 이승만이 빨리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

판의 통역을 맡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눌러 있을 수는 없었다고 옹호했다.(손세일, 2008, 41) 올리버도 당시 취

재원이 일본인으로 한정된 한국 관련 기사가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던 차에 하얼빈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

생한 사건까지 겹쳐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었던 상황을 거론하며 이승만이 이들의 변호 통

역으로 나서기는 곤란했던 상황을 기록했다.(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2002, 120~121)  

장인환·전명운의 통역을 외면한 이유가 시간과 비용상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는 변명을 굳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다음 자료에서도 보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승만의 인

식에 있다. 이승만은 스티븐스 살해사건을 일본이 당한 ‘불행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1909년 안중

근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도 나라의 명예를 더럽힌 암살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Dae-

Sook, Suh, 1987, 186 : 방선주, 1989, 36~37) 안중근의 의거뿐만 아니라 국내 의병투쟁까지도 어리석은 짓으

로 비판하는 발언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장인환·전명운의 변호 통역을 하지 않은 것은 무장독립노

선을 사실상 부정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을 대적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할 일(우남)｣

(일본이) 미국인 스티븐을 고용하여 미국인으로 미국인을 대적하게 만들었으며, 금년에 이르러는 상항(샌프

란시스코)에 일본아이 학교에 관계한 일로 인연하여 시비 생긴 이후로 미국에서 일인을 대하야 감정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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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때를 당하야 스티븐을 이 나라에 보내어 인심을 돌리며 정부공론을 사려 하다가 마침내 불행한 결과

에 이르렀으나, 일본의 전후 행사함이 속으로 준비하면서도 밖으로 정의를 얻는 것이 항상 전력하는 정책이라.

- 공립신보, 1908.8.12.(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사신문 http://db.history.go.kr)

｢일본의 기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 될 일이라｣

삼(三)은 조선사람들이 어리석게 소동하는 것을 일본이 매우 원하는 바라. 내지로 말하면 의병이라 배일당이

라 하는 것이 자기의 형세도 불고하며 세상 공론도 물론하고 다만 용진하는 마음으로 도처에 일어나서 지방

을 소요케 하는 것은 일본이 반가히 보고 앉었다가 가장 심한 곳을 따라 군사를 파송하여 공법으로 세상에 

반포하고 하나씩 둘씩 무찌를 터이니 도탄에 든 백성은 차라리 타국의 보호라도 받아서 편안히 살기를 원할

지라. 어언간에 백성이 애국심과 애국혈과 애국력이 날로 줄어질지니 일본의 원할 바 이것이라 부디 어리석

게 동하지 않을 것이오.

-『공립신보』1908.9.2(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사신문 http://db.history.go.kr)

이승만은 헤이스팅스에 도착하자마자(1910년 여름-편집자주) 기독교 부흥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하루에 3차

례씩 설교와 찬송 시간을 가졌다. 이승만은 군사훈련 대신에 이러한 종교활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왜냐하면

(1) 스티븐스를 저격살해한 장인환과 전명운, 또 이등박문을 하얼빈에서 살해한 안중근은 일국(一國)의 명예

를 더럽힌 범죄적 암살자에 불과하다.

(2) 일본과 같은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6)

- Dae-Sook, Suh(edited),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Paper No.13, 1987, 185~186 

무력투쟁불가론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운동의 방략을 두고 해외 독립운동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크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준비론(실력양성론)’, 박용만‧신채호‧이동휘 등을 중

심으로 한 ‘무장투쟁론(독립전쟁론)’, 이승만이 주장한 ‘외교론’을 들 수 있다. 그 중 이승만은 조선의 힘으로

는 독립이 어려우니 열강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 그들이 조선을 독립시켜 주도록 교섭을 하면서 실력을 갖출 

6)  방선주는 김현구가 묘사한 이승만의 견해는 과장이 있겠으나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고 보았다(方善柱, ｢朴容萬 

評傳｣, 在美韓人의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36~37쪽). 또 손세일도 이승만에 대한 격렬한 비판자인 김현구의 이러한 서

술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기는 할 것이나, 귀국하여 기독교 선교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승만의 행동으로서는 전혀 거짓은 아니었

을 것이다고 했다.(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1875~1919, 2008,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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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올리버는 1919년 7월 5일 임시정부에 보낸 보고서  자료4 에 이승만

의 독립투쟁 방략이 잘 나타난다고 했다. 열강, 특히 미국의 거중조정을 통해 독립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

승만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관심과 공평성을 크게 신뢰했고, 일본세력이 언젠가 미국과 충

돌할 것으로 예견하고 미국의 여론에 호소하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다.(올리버 지음, 황정

일 옮김, 2002, 175) 이승만은 무력항쟁이나 의열투쟁에 대해서는 부질없음을 공박하면서 결국에는 이를 배

격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개의 본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동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 

워싱턴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극동에 본부가 필요하며, 우리가 위대하고 관대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의 선의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향력과 압력을 통해 위대한 정부의 최종적이

고 실천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 워싱턴에 본부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우리의 노력은 미국에 

다소 집중되어야만 됩니다. 효율성은 중앙집권화로부터 유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외교 통신과 교섭은 

이곳 대표본부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 ｢이승만이 국민대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 1919.7.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권-서한집Ⅱ, 99~103쪽(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http://db.history.

go.kr)

이승만의 무장투쟁불가론은 1915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방략을 둘러싸고 박용만 세력과 극심하게 대립

할 때부터 강조되었다. 1915년 국민회와의 갈등이 벌어지던 시기 하와이 일간지에 ‘(자신의 정책은) 조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무력혁명에 의존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5.6.21.)  자료5  3·1운동 당시에도 박용만은 이때야말로 한

민족이 총궐기할 때이며 국내 동포들에게 무장항쟁을 호소하자고 주장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

이 세계여론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지금 만약 한국민중이 총궐기하여 일제에 항거한다면 강력한 일본군국

주의도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유혈(流血)이 독립운동의 방

식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고, 혁명이 필요하지 않고 데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65.8.5 ; 송

건호, 2002(12), 65)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이후 무력투쟁불가론은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스스로 허

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속히 상해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상당기간 미국에 계속 

머물던 이승만에게 국무총리 이동휘가 편지로 대정방침(大政方針) 즉, 독립운동 방략을 질문하면서 이승만

의 생각에 독립이 “국제연맹에 대한 요구”로 가능한가 아니면 “최후 혈전주의(血戰主義)”로 해결되느냐고 물

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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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방침(大政方針)을 물으신바 나는 당초에 평화회(平和會)나 국제연맹회에 희망을 두지 않는지라. 지금도 

연맹회를 은근히 반대하여 미국 상의원 제우(諸友)로 운동하는 바이나 외교상 응행사(應行事)에 대하여는 

유감이 없기를 꾀함이라. 우리의 만세독립을 어찌 불로이득(不勞而得)하리요. 조만간 나는 최후수단을 쓴 후

에야 국토를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한대도 완전한 기초가 설지라. 여기에는 형과 내가 이견이 도무(都無)하외

다. 그러나 최후운동에는 준비가 없고 될 수 없나니 나와 형과 유동열(柳東閱) 등 제우(諸友)가 원동(遠東)에서 

이것을 준비하신 바 아우는 이곳에서 미국인심을 고동(鼓動)하려 함이 미국인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출력(

出力)하기를 바람이 아니오. 단 미국인의 배일(排日) 상태가 수시증가(隨時增加)한즉 저들의 배일열(排日熱)이 

극도에 달하면 나는 금전(金錢)도 가득(可得)이오 다른 긴용물(緊用物)도 가득(可得)이라. 이것을 얻으면 내세

외기(內勢外機)를 응(應)하여 착수하게 될지니 아우는 이와 같은 우견(愚見)으로 여기에 있음이외다. 이때에 

내가 위험사(危險事)를 행함은 대사(大事)에 무익(無益)이고 여전히 시위운동(示威運動)으로 계속하면 각국 

신문계에서 방사원(訪事員)을 파송하여 실정을 광포(廣布)하겠소이다. 근일에도 한 사람은 상해로서 경성(京

城)에 갔고 또 한 사람은 이곳에서 발행하였소이다.

-「李承晩→李東輝(1920.1.28.)」, 李承晩 東文 書翰集上,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00~102쪽

여기서 이승만은 독립전쟁을 통해서만 완전 독립을 이룬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준비가 없으면 

안 될 것이고, 원동의 무장투쟁 준비를 하면, 미주에서는 외교를 담당하겠다는 역할분담을 주장했다. 상해

에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모여 독립방략을 도모할 때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여 외교적 노력만 기울이겠다는 

태도였다. 1920년 12월 상해로 간 이후에도 독립운동 방략을 둘러싸고 임시정부 각료들과 의견대립이 심했

다. 올리버는 이승만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전략인 무력항쟁이 승리를 거둘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일제의 

무단통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2002, 169) 

임병직도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략은 의병이나 게릴라작전보다는 국제외교를 통해 각국의 동정을 얻는 것이

었다고 주장했다.(임병직, 1964, 169~170)  자료6  이러한 이승만의 입장은 1921년 3월 발표한 연두교서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승만은 독립전쟁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개전에는 반대했다.

우리의 성공의 결국은 무력에 있고 무력의 승리는 준비에 있는지라 아국의 현금(現今) 형편으로는 대략 민병

제(民兵制)를 채용함이 가할지니 국내국외에 일반인민이 각기 소재지에서 직업에 종사한 여가에 병사(兵事)

를 연습하며 무기도 가급적 각자 구하였다가 시기를 틈타서 정식 선전으로 일제히 쾌전(快戰)할지며.

- ｢大統領의 敎書｣, 독립신문1921.3.5.(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그러나 이승만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시기는 이미 중국 동북지역에서 청산리․봉오동전투를 통해 일본제국

주의에 대한 강력한 무력항쟁을 전개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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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20년부터 29년까지 10년간 3천여 회의 전투가 두만․압록 두 강안에서 벌어졌으며, 국내에 잠입하

다가 일경에 체포된 독립당원만도 4천여 명에 달하는 항일민족해방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민중의 역량

에 기초한 주체적인 무장투쟁을 배격하고 오로지 외국에만 의존해서 독립을 얻겠다고 하였다.(서중석, 1989, 

234~235)

의열투쟁에 대한 부정 

이승만은 의열투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20년 국무위원 이시영, 장붕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내에서 폭탄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고(｢이승만→이시영｣, 1920.9.30.7) ; ｢이승만→장붕｣, 

1920.10.15.),  자료7    자료8  “지금 몇십 몇백 인이 폭약(爆藥) 작탄(炸彈) 등으로 시위 공겁(恐怯)하면 한때 

듣기에 쾌치 않은 것은 아니나” 불가하다고 했다.(｢이승만→윤치영｣, 1928.2)  자료9 

1930년대에 들어서도 이승만의 외교노선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승만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

기 전에는 모든 무장투쟁·의열투쟁 등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며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었다. 

더 나아가 이승만은 이러한 행위를 “무법한 개인행동”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번 서약예식장에서 총재 이승만박사께서 동지회 3대 정강을 들어 간략히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비

폭력”이란 구절에 대하야 다수 동포가 오해한즉 근본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 동지회원들이 우선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며 일반 국민적 행동으로 전쟁을 준비한 후 공식으로 적국과 전쟁을 선포 후에 대

포나 비행기를 가지고 원수를 치는 것은 폭력이 아니오. 세계공법이오. 세계만국이 다 하는 일이다. 우리 

한인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한다 하며 무법한 개인행동으로 원수 한 두사람이나 살해하려다가 수 천명

의 생명과 무수한 재산손해 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맙시다. 다수 동지가 정신과 물질을 합해가지고 기회

를 좇아 정식으로 전쟁을 선고하고 한번 크게 싸워 봅시다 하는 말씀으로 권셜하였고(후략) 

- ｢동지회간친회 후문｣ 태평양잡지,1930년7월호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축하 행사에 폭탄을 던졌을 때도 이

승만은 이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 1965.8.7 ; 송건호, 1977, 179) 그러나 윤봉길의 희생은 어

리석은 짓이 아니었다.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중국의 3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

다”고 극찬하고,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 2005, 251) 윤봉

길의 상해의거는 침체되었던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지만, 

7)  1920년 9월 이승만의 서한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내는 것으로, 李承晩東文書翰集(
上)에는 이승만이 ‘국무원’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온다.(연세대학교 출판부, 李承晩東文書翰集(上), 200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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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이 의거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올리버의 이승만 전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이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임시정부는 공공연한 혁명 활동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시베리아, 만

주에는 한인들의 군관학교가 설치되어 병사와 유격대원을 양성했다. 1932년 1월 천황 암살 지령을 받은 이

봉창이 도쿄에 밀파되어 천황의 승용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승차계획 변경으로 천황이 다른 차를 타는 바람

에 미수로 끝났다. 국내에서는 8개의 비밀결사가 의열단(義烈團) 산하에 모여 일제 고관들의 암살을 맹세했

다……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일제는 만주침략의 성공을 자축하는 큰 행사를 마련해 

중국 주둔 일본군 수뇌부와 정치인들이 단상에 앉아 일본군의 개선행진을 참관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애국

자 윤봉길이 군중을 헤치고 단상 앞으로 나가 폭탄을 던졌다……1935년 200명 정도의 무장 한인들이 만주에

서 국내로 잠입했다. 이승만이 크로니클지에 보도된 ‘비밀임무’로 상하이에 갈 것을 계획한 것이 바로 그때

였다. 이승만은 그런 행동이 무모하다는 것과,8) 오히려 한국인들은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일제의 주장

에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전쟁행위를 중단하라는 지령을 비밀리에 전

한 후 마지못해 그의 뜻을 따르겠다는 회답을 받고 일본이 지배력이 날로 확산되는 중국에 들어가는 극도의 

위험 때문에 상하이 행을 단념했다.

- 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185~187쪽

그리고 김구에게 이승만은 ‘폭력’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비폭력을 주장했다. 

(二) 외교선전보다 용전(勇戰)이 우선이니 군물(軍物)을 득송(得送)하라는 것은 이곳 형편을 전연 모르시는 

것입니다. 선전으로 우리의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도움을 얻지 도무지 한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

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외다.

(三) 동지회(同志會) 주장하는 것을 각 단체가 불인(否認)이라 하심은 불가합니다. 오인(吾人)의 경우에 혁명 

대운동의 일방식(一方式)이니 이 방식으로 상당한 정도에 도달한 후에야 하소불위(何所不爲)으로리까. 폭력

으로만 주장해야 된다 하면 하나만 아는 것이오 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 ｢李承晩->金九(1939.8.30.)｣, 연세대학교 출판부, 李承晩 東文 書翰集上, 2009, 11~12쪽

8)  Oliver의 영문판에는 “the folly of this kind of activity”로 표현되었다. Robert T.Oliver, 1960,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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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승만의 외교론은 주로 교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신과 입장과 다른 독립운동을 억압하였으며, 교

포들의 독립운동의 의지마저 소진시켜 버림으로써 민족해방투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질적으로 그것에 

부정적 작용을 하였다.(서중석, 1989, 236) 또한 무장독립노선을 반대하고, 자력으로 독립전쟁은 불가하다

는 입장으로 일관했으며, 독립 전쟁을 위한 준비 자체를 방기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정병준, 2005, 120)

2) ‘나는 반일인사가 아니다’고 항변하는 이승만 

이승만은 미국의 정세에 따라 대일 유화적 자세와 반일 사이를 오갔다. 1913년 하와이 망명 이후 해방 될 

때까지 이승만은 미일 간에 평화가 지속되면 대일 유화적 자세를 취했고, 미국 정세가 일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반일 구호와 운동방침을 주장했다. 특히 그의 근거지였던 하와이는 일본인들의 영향력

이 강했던 곳이라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미일간의 우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노골적인 반일태도를 자제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발언을 했는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승만 

105인 사건을 피해 1912년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이승만은 일제의 식민지배기 한국의 근대화를 강조

하고, ‘친일’로 간주할만한 위험한 발언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불과 3년이 지나기도 전

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

다. 오늘의 서울은 주민의 피부 색깔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신시내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The 

Washington Post, 1912.11.18.)  자료10  올리버는 이 기사를 두고 ‘말썽꾸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이승만의 진지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썼다.(올리버 지금, 황정일 옮김, 2002, 

137~138)  자료11  방선주는 이 기사에서 이승만이 후반부에 일제점령 하 조선의 ‘눈부신 발전’을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공을 YMCA로 돌리고, YMCA 사업에 대한 화제로 돌렸다고 했다.(방선주, 1989, 205) 기사에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YMCA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적어도 식민통치하의 발전상을 두둔하고 있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913년 미주에서 발행한 한국교회핍박에서는 이상한 대일관을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어오던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비판을 받아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 “우리는 진실로 일본과 권세를 다투려 한다든지 일본인을 배

척하자는 것이 조금도 아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서 조선 민족

이 장래에 생존을 유지하며 자유 복락을 누릴 희망이 있도록 배려하면 우리는 일본인의 정치적 자유를 조

금도 방해하지 않고자 함이니 그렇게 된다면 어찌 피차에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이승만,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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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7~108 ;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2009, 45, 228)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지 않으면 일본의 정치적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이러한 발언은 하와

이 동포들, 특히 박용만을 포함한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간극이 있는 것이었다고 손세일도 

비판했다.(손세일, 2008, 160) 명백히 선교활동과 독립운동을 ‘바겐세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내용이다.

한편, 이승만이 하와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던 태평양잡지에도 이러한 대일 유화적 발언이 실려

종종 논란이 되었다. 노령에서 발행하던 권업신문이 태평양잡지에 게재된 내용이 동포들의 정신계를 그

르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한민보(1914.4.2.)가 이를 중재하고 태평양잡지에서 이를 해명하는 기사

를 낸 것이 일례이다.  자료12 

얼마 전 소왕령(니콜스크 우수리스크)으로 오는 소문을 들은즉 어느 한 이가 태평양잡지를 보다가 크게 분개

하여 발길로 차 던졌다 하기에 듣는 바에 매우 이상하여 그 잡지가 오기만 기다렸더니 四, 五일 전에야 비로

소 제四호가 왔기에 바삐 열고 4호를 본즉 과연 괴상한 주의와 그 파측한 언론이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현란케 하였는데 그 대개를 들면 한인이 배일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며 일본 천황폐하 하시는 일이란 말과 일

황 요시히토의 생일날에 하와이 일영사 영룡구길의 청한 잔치에 참여한 일 등 여러 가지 괴상한 언론과 파측

한 행동이 많아서 우리 동포 정신계를 크게 그릇할 염려가 있는 고로 다시 그 잡지의 원문을 대강 들어 여러 

동포에게 소개하고자 하느라.

- ｢태평양 잡지의 괴상 언론｣, 권업신문1914.1.25(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

or.kr)

지금 미국인 영국인이 일인의 잘못 하는 것을 시비하려면 자기는 배일이 아니라 하고 극히 발명하며 경위분석

을 할 수 있는대로 하는 바이지만은 권업신문 기자는 배일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알던지 애국으로 알던지 하

거던 권업신문의 이름을 변하여 배일신문이라고 대서특서할지라도 우리는 말리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일본 천황폐하라 하는 말로 의른할지라도 내 집 어른을 어른으로 여겨서 남의 집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

는 것이 옛적 성현의 세우진 예절이라. 비록 적국을 대하였은들 어찌 예절을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하물며 지

금 세상에는 옛적과도 달라서 각국 제왕공후 이하로 지어 평등 서인이라도 각각 그 받은바 명호를 불러 주는 

것이 국제에 통행하는 법이라. 권업신문 기자가 이런 것은 다 모르는 모양이고 다만 옛적에 충신의사가 적진

에 잡혀가면 절개를 굴치 않노라고 적국의 왕이라 원수의 괴수라 하던 법을 행코자 하는 모양이니 권업보 사

장이 5백년전에만 생겼더면 큰 충신 노릇을 하였을지라.

권업보에 또 말하였으되 일황가인의 생일에 참예한 일 등 여러 가지 괴상한 언론과 파측한 행동이 많아 우리 

동포의 정신계를 크게 그릇할 염려가 있다 하였는지라. 이것을 보면 권업신문 기자의 말 만드는 재주는 비상

하도다. 태평양잡지에 난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한동강을 따다가 기록하여 마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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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었은즉 태평양잡지가 동포정신계를 그릇할가 염려한다 하니 실상은 권업신문이 도리어 정신계를 그

릇함이라. 우리는 잔치에 참예한적도 없고 잔치에 참예하라고 권한적도 없고 권업신문 기자의 어두은 정신계

밖에 다른 동포의 정신계는 그릇드린 적이 없었노라. 

- ｢권업신문의 론란｣, 태평양잡지8호(1914.4)

하물며 지금에 다수한 한인은 배일사상과 애국심을 분간하지 못하고 두가지를 혼잡하야 생각하나니 이러므

로 애국하는 자는 의례히 절대적으로 일인을 배척하는 것이 본분이오. 또한 무슨 경위를 당하던지 일인을 배

척하는 자이면 의례히 애국자로 여기는지라. 오늘날 우리의 당한 처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없지

만은 만일 이 생각을 길러서 일인이라고는 우리가 기회있는 대로 배척하기를 일삼을진대 이는 한국인 장래에 

큰 위태한 일이라. 지각있는 애국자들은 지금부터 깊이 방비할 일이로다.

만일 한인들이 배일 사상을 애국심으로 오해하고 이런 애국심을 극히 발달하여 놓을진대 독립전쟁이 벌어지

는 날에 도처에서 한인들이 제일 목적할 일이 무엇이뇨. 대소 관민이나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일인이라고는 만

나는 대로 힘 자리는 대로 잔해하야 애국심을 표하려 할지니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여 가지고는 1500만 명이 

다 의용병이 될지라도 한 주일내에 각국 연합병이 전국에 편만하야 다 탄압정돈 시킬지라. 이는 청국의 화단

의 경력으로만 보아도 가히 알지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도다

- ｢세상시비｣, 태평양잡지8호(1914.4)

1910년대 미일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반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15년 이승만은 호놀룰루애드버타이저에 ‘자신은한국은물론하와이에서도혁명운

동을 꿈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정책은 그들을 도와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 달

성을 위해 무력혁명에 의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이었다.(The Honolulu Advertiser, 1915.6.17. : 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2002, 145~146) 

1916년 9월 29․30일 호놀룰루스타블레틴은한인사회에정통하다는일본인의발언을인용해박용만뿐

아니라 교육자이자 기독교 신사인 이승만도 반일적이며, 그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반일적으로 가르친다고 

보도했다.(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6.9.29,30) 이에 대해 이승만은 바로 반박기사를 내어 “우리 학교에

서는 반일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정반대로 우리는 전인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원리를 가르

치고 있다. 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어떠한 반일감정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6.10.6)9) 이 기사의 원래 취지는 기사 본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승만이 구태여 ‘나는 반

9)  ｢(機密第24號)1916.11.5 朴容萬ノ獨立資金募集ニ對スル邦字及英字新聞所說ノ餘波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
米(3)의 첨부자료에는 호놀룰루 스타불레틴에 실린 박용만․이승만과 관련된 기사들(9.29, 9.30, 10.6, 10.13)이 첨부되어 있다.(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해외항일운동자료- 구미지역(1910~1926)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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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사가 아니다’라는 반박기사를 내었는가에 있다.  자료13 

이러한 대일 유화적 태도는 1922년 9월 하와이로 귀환한 후 발언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

전 종전 이후 워싱턴군축회의(1918~21)에 기대를 걸었던 이승만은 예상과 달리 미일 유화적 국면이 전개되

자 총독정치를 긍정하면서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교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의 치안

상황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및 하와이 방면에 있어서의 불령운동의 중심인물인 이승만(李承晩)은 워싱턴 회의에서 일찍이 자

기가 성명한 바의 일단(一端)조차 실현할 수 없어 신(信)을 중외(中外)에서 잃은 이래, 깊이 침묵 상태에 있으

면서 아무런 활동하는 바 없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대정 11년(1922) 9월 7일 워싱턴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이튿날 8일 동지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하였다고 신문에 게재되었다.

“현재 2천만의 한국인은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더욱 더 그 결속을 굳게 하고 있는바, 개중에는 일본과 전

쟁 운운하는 자도 있으나, 전쟁은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의 상태는 일본의 신(

新) 총독(總督)의 치하에서 현저히 그 면목을 일신했다. 한국내에 있는 일부 한국인으로서 독립시위운동을 하

는 자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운동은 2년 전의 독립열이 왕성하던 당시에 비하면 실로 거론할 만한 것이 못 된

다. 신 총독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개혁은 한국인에 의해 승인되고 있었다. 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일본

의 한국 점령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일본은 점차 한국에서 철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히 그 독립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때는 사실상 현재 다만 지상(紙上)에만 존재하는 임시정부를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독립에 관하여 금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현재 적확하

게 선견(先見)할 수 없으나, 한국 이외에 약 2백만 명의 한국인이 있어,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독

립의 획득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에 따라, 종래와 같이 평화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평화적 수

단이 진(盡)하였을 때는 전쟁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쟁은 1년 후가 될지, 또는 10년 후가 될지 여기

에 이를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완미불령(頑迷不靈)한 그의 뇌리에도 분명히 우리[일본] 총독 통치가 얼마나 선미(善美)하고 일본제국이 

다액의 국탕(國帑)을 투입하여 한국 신부(新附)의 백성을 배양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것으로 인정된다.

- 조선총독부 경무국, ｢(大正十一年)朝鮮治安狀況(國外)追加」, 김정주 편, 朝鮮統治史料 제7권, 1971, 320-

321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 887~888쪽)

이승만을 교주로 하는 한인기독교회 건립식이 개최되었을 때 하와이 한인 사회 최초로 일본 총영사가 참

석해 기부금을 내기까지 했다. 이어 10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만국상업회의에 참석한 김윤수는 이승만이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아동 교육을 중점으로 한 국민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종래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감

소되었다고 일본 총영사에게 보고했다.(김정주 편, 1971(7권), 320~321, 945, 322~324)  자료14    자료15    자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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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자신의 외교에 의한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국제 정세 및 미국 여론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명목상의 반일 구호보다는 실리를 꾀했다.

일본의 이이제이에 휘둘린 1923년의 하와이모국방문단 

1923년 이승만이 운영하던 한인기독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하와이모국방문단의 한국방문은 그의 대일관

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1923년, 이승만은 자신이 운영하던 하와이 한인기독학원학생 20명을 중심으로 모국방문단을 조직했다. 민

찬호·김영우․김노디의 인솔 아래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된 모국방문단은 6월 20일 호놀룰루를 

떠나 7월 2일 국내에 도착했다. 이 모국방문단에 대해 당시 신한민보에는다음과같은비판기사가실렸다.

(힐로시사) 제1권 제1호 잡보에 기재한 것을 보면 호놀룰루 대한인 기독학원 학생내지방문단이 일인과 무슨 

밀접관계가 있는 것을 많이 기재하였더라. 힐로시사에 기재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본보는 묻고자한다.‥(중

략)‥ 하와이 민단(이전 국민회)은 과거에 독립운동의 유력하던 단체며 겸하여 대통령의 직접 관할 밑에 있는 

단체로서야 어찌 일인의 영사관에 차마 발길이 들어서야 출입하지 양심이 있고야 그리할 수 있으랴 함이라. 이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누구나 함부로 말못할 문제라 그리하여 본보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려 하였었다. 만일 힐로시사의 주장이 사실일진대 과거 수십년동안 미령에 거류하는 한인들이 조국 독립

을 위하여 힘쓰던 것이 허디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힐로시사여 그 말이 참 말이거든 어데까지던지 말하되 조

금이라도 희미하거든 세상에 드러내놓지 말지어다. 어찌 6천 동포를 대표한 하와이 대한인 민단으로서야 3만 

달라 교육비에 팔려 백기를 내어 들고 일인에게 항서를 써서 바칠수 있겠는가? 힐로시사여 그러면 저 기독학

원 학생들이 10년 성상을 격해두고 길렀던 자유정신을 하루 아침에 북망산에 갔다가 장사하고 노예정신을 사

려간다 함인가. 그 학교의 영예를 3만 달라에 희생하려 한다 함인가?

- ｢힐로시사와 내지방문단｣, 신한민보 1923.5.17(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사신문 

http://db.history.go.kr)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될 일/ 만일 방문단이 무사 왕반한다고 하면 이 아래 기록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될 

것이 없겠다.(1) 방문단이 [반대자의 말과 같이] 독립운동 주의를 포기하고 일인에게 방문단의 보호를 청함이

거나 또 (2)는 방문단이 [민단에서 변명하는바와 같이 사실상 일인과 아무 연락이 없이] 내지에 들어가면 일

인들이 간휼한 수단으로 방문단을 잘 보호도 하여 주며 혹 총독부에서 초대 (해삼위 음악대를 초대하던 전

례대로)도 하여 보낸 뒤에 세상에 발포하기를 하와이 한인들이 이제는 다 귀화되었다 할 계획이겠다. 그러면 

방문단이 일인과 무슨 연락이 있고 없는 것도 막론하고 그 사명의 성공여부도 묻지도 말고 이상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면하지 못할 경우인즉 그 최후 결국은 우리 정신상 대 실패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 방문단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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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내지에 가서 3만원만 얻어 오면 대성공으로 알겠지만은 만일 이를 성공이라고 할진대 그는 우리의 

독립정신을 희생하여 3만원으로 전당잡힘인즉 우리 독립정신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한들 3만원에 판다고 

하여서야 말이 되겠는가?       - ｢논설: 방문단에 대하여｣, 신한민보 1923.6.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

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사신문 http://db.history.go.kr)

이런 비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승만 계열이 추진한 하와이 모국방문단은 1916년부터 하와이 일본영사

관측이 조선총독부와 상호 계획을 세우면서 한인사회 분열과 회유를 목적에 둔 일종의 한인사회분열 프로

젝트의 일환에서 출발한 것이다. 일제가 1910년대 미주무장투쟁의 선구자인 박용만과 외교노선으로 대표되

는 이승만 간의 대립을 역이용하여 박용만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세력을 거세시키고 한인사회를 분열하는

데 1차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이해와 더불어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정

치적으로 흥정한 것이 하와이 모국방문단이었다.(김도훈, 2003, 26~27)

1923년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로서 이승만 계열의 이러한 대일유화적 태도는 일제 관동청경

무국 문건과 독립신문에도 적시되어 있다. 

하와이 독립단 중에는 소위 교민단(僑民團)과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이 있는데.‥(중략)‥대한독립단 계열은 

“일본 관헌 등의 후원 하에 고국방문학생단을 조직해 선내(鮮內) 및 일본을 순유(巡遊)한 후로 (교민단의) 그 

행동이 점차 ‘연화(軟化)’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한독립단 일파는 크게 분개하여 공격하고 각지 동지에게 격문

을 보내 앞으로 교민단과 일체의 연락을 끊을 것을 주장했다. 대한독립단이 발표한 교민단의 연화로 칭한 것

은 다음과 같다. 요즈음 양자의 반목암투(反目暗鬪)가 더욱 치열해졌다. 

1. 이승만 박사가 경영하는 학교가 일본의 원조를 받아 학생으로 하여금 일본 내지 및 조선을 방문케 한 일. 

2. 교민단은 교회당을 창설할 때 일본 영사를 초청해 기부금을 받고 무명씨로 국민보에 등재한 일. 

3. 민찬호 목사는 국민보 확장의 목적으로 일본 영사를 방문해 이를 의뢰한 일. 

4.  3.1운동 이래 각 신문지상에 일본인의 광고를 등재한 일이 없었으나 국민보는 일본인 하원모(河原某)씨의 

금물상(金物商)광고를 등재한 일

- 關東廳警務局, ｢(關機高收第2526號-1)臨時報 第66號, 布哇鮮人獨立團ノ內訌｣, 1924.2.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http://db.history.go.kr)

올치 학교말을 하니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잇다, 참 무셥게 수단 높은 이(李)군(이승만-편집자주)의 외교사건 하

나있다, 무엇이냐? 놀라지 말아라, 일본 령사에게 대한 외교(?)란다. 이 군이 경영하고 또 그 교장의 직을 가진 

하와이 한인기독학교(布哇韓人耶蘇敎學校)의 기본금을 위하야 일본령사에게 미화 백원을 무명씨 명의로 받

은 것과 또 동(同)교 기금모집을 위한 고국방문단을 내지(조선-편집자주)로 보낼 때에 일본령사에게 교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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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半割)한 것이다, 이 외교(?) 한 가지는 무섭게●●●였다 한다, 놀랍지 아니하냐. 대한민국임시대통

령의 일본제국 주하와이(駐布) 령사에 대한 외교(?) ? 듣건대 이 사건의 책임집행자는 이 군의 신임비서 민찬

호(閔鑽鎬)군이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군의 책임이 소멸될 리는 조금도 없다, 하도 엄청난 사건이니까 우

리는 이 사건에 대하야 시비를 논할 필요도 업다.(笑公)          - ｢이승만군에게 一言을 與하노라｣, 독립신문 

1925.3.31.(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임시정부 수립 후 4년이 지난 이때 이승만은 여전히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건축

비 조달을 위해 호놀룰루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교섭한 결과 학생들이 일본 여권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도

록 했다. 적국인 일본과 싸우고 있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건축비 조달을 위해 일본 여권을 발급받고자 교섭

한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적국’ 일본 정부의 

관계는 명백히 비적대적이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유화적인 대일관과 태도는 1939년 워싱턴으로 건너갈 때까

지 지속되었다.(정병준, 2005,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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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론은 외교독립론, 구체적으로 친미 외교독립노선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

한 이승만의 외교노선에 대해, ‘1945년까지는 미국정부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한 방략’이었다는 평가가 있다.(유영익, 2009, 49) 결과론

적 해석을 넘어 이승만을 친미외교지상주의자에서 ‘건국의 예언자’로 탈바꿈시킨 매우 낯 뜨거운 해석이다. 그

런데 1919년 논란이 되었던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정말 외교독립노선에 따른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는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미국식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 그의 친미 외교독립노선의 일환이라 볼 수 있

다. 당시 안창호, 김규식 등 주로 구미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서 친미외교노선을 공유하고 

있었다.(오영섭, 2012, 90~94) 그러나 위임통치청원에서 이승만의 주장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한 개인의 견

해에 머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대표자라는 위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의 즉시독

립불가, 자력독립불가라는 입장에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인의 현실적 판단일 수는 있지만,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었다. 즉 주체적인 독립을 부정하는 방안인 위임통치청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대표자라는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했고,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부정했

다. 이런 이승만의 판단과 청원행위는 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무시한, 오직 자신의 우월의식에서 표

출된 비민주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정병준, 2005, 157~158)

게다가 이승만의 이러한 행동은 독립운동전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독립이란 지상과제

를 두고 무장투쟁, 외교활동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전략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

일 수 있다. 3․1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수립되며, 결집된 민족의 역량이 독립운동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

만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 이승만

의 위임통치청원은 이승만 개인에 대한 성토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둘러싼 노선 갈등과 분열의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3. 이천만의 독립의지를 부정한 위임통치청원 



24  

1) ｢한국위임통치청원서｣ 작성 경위와 내용  

▪ 1918년 말   파리강화회의 개최소식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재미 한인들의 독립열 고조

▪ 1918.11.14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윌슨대통령에게 승전메시지 전송

▪  1918.11.25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중앙총회임시평의회에서 파리강화회의·소약속국동맹회의 파

견 한인 대표자 선정

▪ 1918.12.14.~15, 소약속국동맹회의에 정한경·민찬호 파견 

▪ 1918.12     이승만·정한경·민찬호 3명 명의로 작성한 청원서를 정한경이 윌슨에게 보냄  자료17 

▪  1919.1.6      이승만, 파리강화회의 참석차 하와이를 떠나 1.15 샌프란시스코 도착. 일본 항의로 미국에

서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파리행 불발. 이승만, 서재필·정한경 등과 대책 논의 

▪  1919.2      이승만, 병원에 입원. 병원을 방문한 정한경과 함께 이전에 윌슨에게 보낸 청원서 일부 문

구 수정, 위임통치청원 삽입해 새로운 청원서 작성(1919.2.25.)

▪  1919.3.3     새로 작성된 위임통치청원서 제출.  자료18  파리강화회의에서 잠시 귀국하는 윌슨과 면

담 추진, 청원서 직접 제출하고자 했으나 실패. 위임통치청원운동 종결

▪ 1919.3.9    미주 지역에 3·1운동 소식 전파

▪ 1919.3.16    이승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위임통치청원서｣ 공개, 신문에 보도됨  자료19 

▪ 1919.3.20  정한경, ｢뉴욕타임스｣ 위임통치안 기고, ｢아시아(Asia)｣ 5월호 자치설 발표

1919년 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전후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미주한

인사회에서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인 대표자를 파견해 열강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는 계획을 진행

했다. 승전국인 미국의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는 한편, 강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뽑는 데 분주했다. 하

지만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일원인 일본의 반발, 그러한 일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미국의 비협조로 강

화회의 참석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점에서 이승만과 정한경은 한국에 대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바란다는 청원서를 작성해 미국 대통

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위임통치청원서의 작성은 1919년 2월25일, 제출일은 3월3일과 3월7일로 확인된

다. 이후 3월16일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했으며, 며칠 뒤 정한경은 이를 언론에 기고했다.

이 청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다음은 이승만, 정한경이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

서의 일부로 문제가 되는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동봉한 청원서를 각하께서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 측이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고(under the mandatory of the League of the 

Nations)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a zone of neutral 

commerce)으로 변하고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극동에 하나의 완충국(a buff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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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r East)을 창립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어떤 특수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에 있어서의 평화를 유

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역사비평사,2005, 127쪽재인용.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병준(2005)은 이승만의 대미외교노선의 핵심을 ‘한반도중립화론’으로 보았다. 즉 ‘한반도중립화론’은 독

립정신집필(1904),박사학위논문(1910),위임통치청원(1919)을거치는동안발전되어온것이다.문제는이러

한 논리가 철저히 미국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립화라

는 것이 독립국가가 행하는 중립 선언이 아니라, 중립화의 주체를 미국에 두고 있다. 결국 한반도 중립화론

은 무장투쟁론, 독립운동과 결합되거나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체적 독립운동 부정론이

나 외세 의존적 허무주의에 가까웠다. 이런 기조는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위임통

치청원서의 핵심은 국제연맹을 통한 위임통치, 한반도의 중립적 상업지역화 및 완충국화이다. 하지만 한반

도 중립국화나 국제연맹 위임통치국화라는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한국의 자력독립불가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정병준, 2005, 124~130)

다음은 손세일(2008)의 평가이다. 손세일 역시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의 핵심을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어 한반도를 중립적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극동에서 일본이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양 평

화 유지를 위한 완충국이 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의 전망은 청원서가 작성되는 시

점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고, 이승만의 박사학위논문의 논지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형성되는 제국주의 국제정치 질서에서 이러한 이상

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손세일, 2008, 416~417)10)

2) 상해에서의 논란과 이승만에게 쏟아진 비판 

이승만이 위임통치를 청원한 직후부터 독립운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19

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에서 신채호는 이승만이 위임통치 및 자치론을 제안한 사실을 거론

10)  오영섭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이승만 외교독립운동의 정수이며, 해방 후 한국현대사는 이승만의 구상대로 흘러갔다고 평가한

다. 오영섭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당시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었고, 정한경뿐 아니라 안창호․김규식 등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제연맹 출범기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외교독립운동을 펼친 온건성향의 

유력한 한국인들이 위임통치청원을 독립방략의 일단으로서 공유한 사실을 강조하고, 위임통치 청원논쟁은 임정 초기 반임정․반이승

만세력의 이승만에 대한 사상공격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계의 패권다툼의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 

통치를 볼 때 신탁통치와 진배없는 기간을 거쳐 부국강병을 달성한 근대국가로 성장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렸다.(오영섭, 2012, 

138~139) 1919년 당시의 위임통치론을 해방 후 미군정 통치와 연관시키는 이러한 해석은 1919년을 전후한 시기 이승만의 시대적 인

식의 한계뿐 아니라, 자력에 의한 해방의 좌절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기적 조건을 무시한 채 ‘건국의 예

언자 이승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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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의 국무총리 선임에 반대했다. 이날 임시정부의 국호, 관제, 국무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

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신채호는 ‘이승만은 전자에 위임통치 및 자치

문제를 제창하던 자이니 그 이유로 인해 국무총리로 신임하기 어렵다’, ‘국무총리도 별도로 선거하자’라고 

주장했다.  자료20  

상해 임시정부 조각 과정에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사실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현순이 이승만에게 

보낸 전보에서도 확인된다. 현순은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는 소문이 알려져 상해 임정에 큰 장애가 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면 상해 임정으로

서는 이승만을 신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자료21 

또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는 1921년 상해 임정을 둘러싼 독립운동 노선갈등을 빚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상해 임시정부 수립단계에서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

던 신채호 등은 다음과 같이 ‘위임통치청원 성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에게 이승만(李承晩), 정한경(鄭翰景) 등이 대미 위임통치청원 및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

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를 성토하노라.(중략)

갑자기 위임통치청원서 곧 조선이 미국식민지 될 것입니다 하는 요구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매국매족의 행

위를 감행하였도다. 독립이란 글에서 일보를 물러서면 합병적괴 이완용이 되거나 정합병론자 송병준이 되거

나 자치운동자 민원식이 되어 화국(禍國)의 요격(妖擊)이 병작(竝作)하리니 독립의 대방(大防)을 위하여 이(

李), 정(鄭) 등을 (중략) 주토(誅討)치 아니할 수 없도다.(하략) 

- 신채호 외 53명 위임통치청원 성토문, 1921.4.19.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자료22 

신채호는 ‘성토문’에서 위임통치청원은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승만의 행적을 이

완용, 송병준의 매국행위와 비교하여 성토하였다. 박용만 등이 결성한 대조선공화국군사통일회의 역시 이

승만을 민족의 원한, 국가의 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일본의 노예 상태

인 우리 민족을 미국의 노예로 전매하는 것이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었다고 성토했다.

어느 시대에 물어보아도 가증가한(可憎可恨)한 자는 백성의 적이요, 어떤 법에 비춰 보아도 베어 죽여 가한 자

는 국가의 도적이라. 오호라, 이완용·송병준이 금일까지 상존함도 오히려 우리 민족의 원한이오, 우리나라의 

수치이거늘. 하물며 금일에 제2의 이완용과 제2의 송병준이 다른 이름으로 이미 왜적에게 팔아먹은 국가민족

을 또다시 미국인에게 전매하고자 함이라. (중략)

이러한 때(3․1운동)에 지금 소위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 자칭하는 이승만과 그밖에 또 정한경(鄭翰熲)·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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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閔燦鎬) 두 놈은 무슨 뜻과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결심을 파괴하며, 우리 민족의 욕망을 압도(壓倒)하고 

감히 제멋대로 미국정부와 평화회의에 대하여 ‘대조선 국가의 통치권을 미국정부에게 위임하기를 희망한다’

고 하며, 겸하여 그들은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이천만 백성의 의지, 즉 우리의 자결심(自決心)으로 이를 요구하

노라’ 하였으니, 아아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의 자결심이며, 또 우리가 일찍이 이 사명을 이승만 등에게 위임하

여 왜적의 노예를 미국에 전매하라 하였더냐. (중략)

홀연히 3월27일에 만국연합통신사 전보가 나왔는데, 이승만의 위임통치 요구가 구미(毆美) 각 보도에 게재됨

에 졸지에 인심이 돌변하며 여론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당시에 열심히 우리 독립운동을 응원하던 자들이 모

두 발걸음을 주저하고 행진을 멈추었으며, 말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말하기를 “조선민족의 자결심이 완전

독립이냐? 통치위임이냐? 우리가 만일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모순으로 진행하면 이는 이웃의 통곡에 양복

을 마름질함이라” 하고 일반 운동과 일절 기관이 모두 관망하는 위치에 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 

이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외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국가 전도의 명맥과 

절호의 기회를 완전히 일개 이승만이 소멸시킴이로다. (후략)

- 대조선공화국군사통일회의 성토문, 1921.5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자료23 

같은 시기 만주에서 김동삼(金東三), 곽문(郭文), 이진산(李震山) 등도 상해 임시정부의 개조를 요구하는 

비공식회의를 가졌으며, 위임통치를 청원한 행위의 주창자, 곧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요

구했다.  자료24 

이렇듯 상해 임정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실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비판적으로 인

식되었으며, 이승만을 국무총리에 선임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게 헸다. 이후 이 문제는 독립운동 노선

을 둘러싼 독립운동가들의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상해 임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이완용, 송병준의 매국행위와 같은 것으로 성토하며 대통령직에

서 물러나기를 요구했다. 이런 기조는 1925년 이승만이 탄핵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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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놀랍게도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다. 그것도 헌정사상 유례없이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다. 

그는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면직되었으며, 1960년 4․19혁명의 결과 탄핵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이미 임시정부 수립 시기 위임통치청원, ‘대통령’ 자임에서 확인되는 이승만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스

타일, 권력에 대한 집착은 결국 ‘탄핵’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두 차례에 걸친 이승만의 대통령직 탄핵은 모두 

원인이 그의 ‘독선’과 ‘권력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1) 대통령을 자임한 이승만  

3·1운동 직후부터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제각기 임시정부 수립에 나서고 있었다. 초기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 고려임시정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까

지 알려진 것만 8개이다. 

이후 1919년 9월 초기 상해임정과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으로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각 

단체들은 주요 명망가들을 내세워 임시정부를 조각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이승만도 독립협회 활동과 

투옥 경력, 미국 박사학위 취득과 미국 대통령과의 교분, 대중적 명성, 연장자인 점 등이 고려되어 각 임시정

부의 주요 직위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주어진 직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President)’을 자임했다.  미국

식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집착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로 인해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갈등 또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났고, 3․1운동으로 비롯된 독립

4. 탄핵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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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열기를 결집해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 자임 경위 

다음은 이승만에게 부여된 임시정부 직위와 달리, 이승만이 대통령을 자임하는 경과와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① 1919년 3월 29일 현순이 하와이 국민회에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가 번역되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승

만은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내지 임시공화정부 국무경으로 소개되었다.(현순이 하와이국민회에 보낸 전보, 

1919.3.29.)  자료25  이에 근거해 이승만은 4월 5일 이후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국무경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

했다. 현순의 전보가 이승만에게 전해진 것은 4월 4일이라고 한다.(신한민보 1919.8.16.)  자료26 

② 4월 13일 (초기) 상해 임시정부의 성립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4월 10일 현순은 하와이 국민회로 전보

를 보내 상해 임정 수립과 이승만의 국무총리 선출을 알렸다. 더불어 앞서 보낸 전보, 즉 대한공화국 임시정

부 소식은 착오였음을 밝혔다.(현순이 하와이 국민회에 보낸 전보, 1919.4.10)  자료27

다만 유영익의 연구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 시기에 대외적으로는 내각의장 내지는 국무총리로 활동했

다고 한다. 4월 30일 ‘President of the Cabine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명의

로 미국대통령 윌슨과 파리강화회의 의장 끌레망소에게 공문을 보냈다. 또 6월 10일에는 ‘Premier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명의로 미 국무장관 랜싱에게 공문을 보냈다.(유영익, 

2009, 2~5) 그럼에도 대내적으로는 국무경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신한민보 1919.5.8.)  자료28 

③ 초기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에게 공식적으로 국무총리 선임을 통보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상해 임정 

임시의정원 원장 이동녕은 이승만에게 국무총리 선임에 대한 정식 빙준(憑準)을 보냈다.(신한민보, 1919.5.31, 

8.30.)   자료29    자료30  그러나 이승만은 상해 임정 국무총리에 곧바로 취임하지 않았다. 한성정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④ 5월 31일 한성정부 문건이 이승만에게 도착했다. 한성정부 각료는 집정권총재(이승만), 국무총리총재

(이동휘), 외무부총장(박용만), 내부무총장(이동녕), 국무부총장(노백린), 재무부총장(이시영), 재무부차장(

한남수), 법무부차장(신규식), 학무부총장(김규식), 교통부총장(문창범), 노동국총판(안창호), 참모부총장(

유동열), 차장(이세영)이다.(獨立運動に關する不穩文書發見の件, 1919.4.24)   자료31 

⑤ 1919년 6월 14일부터 이승만은 대한공화국 국무경 직함을 버리고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자임했다.(Korea Review Ⅰ-5, 8쪽)  자료32 

이승만의 영문 발표 자료를 연구한 유영익에 따르면, 1919년 6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발표한 영문 문서

에서 이승만은 모두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유영익, 2009, 2~5)

⑥ 당시 상해에 있던 안창호는 이승만의 대통령 자임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국민회에 전문을 보내 대통

령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신한민보, 1919.6.17.)  자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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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해 임시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대통령이란 명칭을 밀고 나갈 결심을 분명히 했다. 6월 

17일 이승만은 상해로 전문을 보내 자신이 ‘대통령 명의’로 파리의 김규식, 이관용에게 신임장을 보냈고, 동

맹국들에게 한국 독립을 인정하라는 ‘국서’를 보냈으며 조만간 미국 국회에도 제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

리고 외교 사무는 워싱턴에서 주관할 것이니 서로 혼잡되지 않도록 지시했다.(신한민보, 1919.8.19 )  자료34 

⑧ 일단 자신이 대통령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다음 7월 4일에 ‘대한민주국 대통령’ 명의의 선언서를 발

표했다. 이 선언서는 이승만이 작성한 ｢선언서｣, 한성정부에서 작성한 ｢국민대회취지서｣와 ｢선포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써 이승만은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가 정통성을 지닌 정부임을 강조했다. 임시정

부의 존재, 이승만의 직위 등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혼란은, 이날 신한민보가같은면에이승만이국무

총리로 되어 있는 상해 임정의 ｢임시징세령에 관한 건｣을 게재하여 반박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으로 나타났

다.(신한민보, 1919.7.10)  자료35 

⑨ 7월 4일 발표한 선언서는 5월 31일 이승만에게 전해진 한성정부 포고문과 달리 이동휘는 국무총리총

재에서 국무총리총장으로, 안창호는 노동국총판에서 노동국총장으로 바뀌어서 발표되었다. 원래 한성정부

는 외형적으로 2총재, 8부 총장, 1국 총판의 집단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승만과 이동휘, 두 사람을 

최고지도부로 둔 체제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발표하여 공식화한 후 한 달이 지나서 대통령이 집정

관총재이며, 이동휘는 국무총리총장, 안창호는 노동국총장으로 바꿔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이승만 자신만

이 최고지도자가 되는 수직적 정부조직을 지향한 것을 의미한다. 즉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통령-국무총리-

장관의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정병준, 2005, 192~196)

국채발행권과 신임장만 요구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직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상해 임정에 대해 국채발

행권과 신임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국채(공채)발행권, 구미위원부 설립의 근거는 상해 임시

정부가 아닌 한성정부에서 찾았다. 

4월 4일 현순에게 대한공화국 임시정부의 국무경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부터 이승만

은 현순에게 지속적으로 공채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임시정부의 문빙을 요청하였다.(신한민보, 1919.8.16.)  

자료26   

상해 임정은 이승만이 국무총리 취임을 거부했음에도 공채발행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8월 13일 

집정관총재 명의로 ｢국채표에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며 국채수합권이 상해 임정이 아니라 한성정부의 권한

으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신한민보, 1919.10.7, 8.21)  자료36   자료37 

8월 25일 집정관총재의 명으로 ｢임시정부행정령(제2호):한국위원회｣를 통해 구미위원부를 설립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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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공채권과 구미위원부 설립의 법적근거를 상해 임시정부가 아닌 한성정부에서 구하고 있다.(신한

민보, 1919.9.18.)  자료38 

이승만의 대통령 자임에 대한 평가

안현경씨에게 元早 寄緘은 詳悉이며 我 其 소위 통령(統領)이라 총재(總裁)라 하는 명칭을 更不掛論코져 

엿스나 부득이하여 이에 數字로 說明거니와 今에 一般 人民이 我 獨立大事에 專力 此時에 統領이나 

總裁나  區別이 何等 大關係가 有관 尙今토록 如是히 文字와 電報로 頻繁히 往復지 實로 可歎々

이々외다. 當初에 漢城에셔 國漢文으로 執政官總裁라 고 英文으로 President라 엿 統領이 아니라 

이 誰며 其 證據 何오. 또 상해에서 旣往에 何如 主意로 하였던지 정부를 개조(改造)하여 통령(統領)이

라 엿다니 卽 漢城에셔  바와 本意 同一지라. 或 統領이라 或 總裁라 기로 何經緯에 不合이며 何法

律에 違反이기에 獨히 統領이라고만 고 執政官總裁라고 못라 必要가 무엇이뇨. 旣往에 改造이라 改

選이라 言論이 發生기 前에 所謂 公債票를 國漢文으로 總裁라 고 英文으로 統領이라 엿스니 卽 

內地에 意思와 上海의 意旨를 다 包含엿거 今에 公債票를 改正야 統領으로만 고 總裁라고 말나 

니 此 兒孩遊戲 等事에 無異다 지라. 各國人 法律所在에 早(朝)夕變改가 萬難니 此도 聽從키 不能

고  安昌浩氏 上海에셔 何人이던지 我에게 무삼 惡意를 가지고 我에게 貽害코져 이리오만은 我로 言

면 內地 人民의 十死九生며 行 을 아조 拒絶 態度를 보히기 願치 아니이니 此 卽 安島山(安

昌浩)의 意와 同一지라. 엇지 上海 諸位 同志의 盛意를 無視코져 이리오. 

- 李承晩→安玄卿(1920.2.13), 李承晩 東文 書翰集上,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80~83쪽 ; ｢이승만이 안현경

에게 보낸 서한｣, 1920.2.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권-서한집Ⅰ, 94~98쪽(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

터베이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http://db.history.go.kr)

說은 云되 本來 執政官總裁라 은 總務를 稱이오 統領이 안이어 李某가 自稱 大統領이라 엿기로 其 

體面을 爲야 上海셔 更히 選擧야 統領을 삼았다 니 此는 事實이 안이라. 當初에 內地에셔 總裁라  

거시 卽 統領이라 이 英文으로 President라. 此를 漢城에셔 內地 聯合通信으로 各國 新聞上에 公佈되엿거

 在外 一部分人이 實情도 不知고 如是히 執言도 不可고 設令 此가 事實이기로 其 名号에 何等 大

關係가 有야 如是 層節을 生오릿가.

- ｢李承晩→李東輝(1920.1.28.)｣, 李承晩 東文 書翰集上,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00~102쪽 ; ｢이승만이 이

동휘에게 보낸 서한｣, 1920.1.2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권-서한집Ⅰ,73~76쪽(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

이터베이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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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① 한성정부는 집정관총재=대통령이고, ② 한성정부에서 발표한 집정관총재를 외국 통신사를 

통해 미국에 ‘President'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이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① 한성정부는 대통령-국무총리 체제가 아니었다. 두 명의 총재를 둔 2총재-8총장의 집단지도체제

였다. 따라서 총재=통령=President가 될 수 없다. ② 이승만이 외국 통신사의 보도라고 제시한 뉴욕타임즈

1919년7월13일자기사는실제로게재되지않았다.

당시 미국에서 활동했던 곽임대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내가 백이 가져온 소위 한성내각의 명단을 보고서 당황해 하여 크게 우려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나

로서는 이승만 박사의 그 위인됨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든지 일을 위하기

보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한성 내각의 집정관총재라

는 직책을 맡게 된다면, 국무총리보다 좀 높은 지위이니만큼 이박사로서는 환영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 (중략)

이 박사는 백이 전하는 명단을 받아 보고 크게 만족하였다. 집정관총재를 영어로 번역하면 President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즉시로 그는 대통령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과 각국 대사관에 ‘나 이승만은 한

국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소’라고 선포해 놓고 한인사회에도 그와 같이 공표한 다음 워싱턴에서 그 나름의 

내각을 조직했다. 

- 郭林大, 못잊어화려강산,대성문화사,1973, 134~135

이승만에 대해 ‘일보다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감행하는’ 인물로 평하며, 자의적으로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영익은 이 시기 이승만의 영문 공문서류를 연구하여 대통령 

자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선임된 소식을 들은 이후, 자기의 영문 직함을 ‘대한민국 내각 의

장’(President of the Cabine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4월 30일)으로, 그리고 6

월 14일 이후 ‘대통령’(President)으로 호칭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의 문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왜곡 내지 오류들은 3․1운동 전후 서울․상해와 워싱턴 간의 통신의 불순, 국한문 문서의 번역상의 애로, 그리

고 외교문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고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유영익 외, 이승만과대한민국임시정부,연

세대학교 출판부, 2009, 40쪽

이승만의 대통령 자임문제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 정치적 효과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승만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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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요컨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집중과 재정권의 장

악을 목표로 대통령직을 자임했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한성정부 또는 상해임정을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2) 탄핵·면직과 구미위원부의 해체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후 구미위원부를 통한 대미외교에 집중했다. 하지만 재

정 문제를 둘러싼 상해 임시정부와의 갈등, 워싱턴군축회의 참가 실패로 상징되는 외교노선의 시대적 한계 

등은 이승만의 자질론과 맞물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구미위원부 폐지, 이승만 대통령 탄핵

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제기되는 핵심사안이다. 

첫째, 구미위원부 활동은 주로 이승만의 미주한인사회에 대한 재정권 장악에 활용되었다. 

둘째,  이는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

용했다.

셋째, 워싱턴군축회의 참가는 열강들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시도였다.

넷째, 1925년 이승만은 탄핵을 받아 대통령에서 면직되었다. 

미주 한인사회의 재정관할권 장악을 위한 구미위원부의 조직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후 구미위원부를 통해 주로 대미외교에 노력을 집중했다. 

구미위원부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① 미주한인사회의 재정 출납 업무, ② 외교 및 선전 활동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립문제를 일본의 내정문제로 취급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활

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승만과 구미위원부의 외교활동은 주로 미국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이었

다. 구미위원부의 외교활동은 크게 ① 한국친우회 운영과 선전활동, ② 미의회 청원운동, ③ 워싱턴군축회

의 참가시도로 구분된다. 

1919년 5월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서 조직한 한국친우회는 이후 1921년 7월까지 미국 내 21개 도시와 런

던, 파리에서 총 25,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구미위원부는 한국친우회 및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인을 기

반으로 강연회나 출판물을 통한 선전활동을 벌였다. 또한 1919~1920년간 미국 의회에 한국 독립문제를 상

정하려고 시도했고, 1920년 3월 한국 독립 동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구미위원부 해

체 결정 이전 이승만과 구미위원부의 마지막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워싱턴군축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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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 하려는 시도였다. 워싱턴군축회의는 1921년 11월 12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해군

군비축소 및 태평양ㆍ극동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가리킨다. 이승만, 서재필 등은 미주한인사회 및 상해 임

정 등 국내외 한인들의 큰 관심 속에 한국대표단을 꾸리고 워싱턴군축회의 참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회의는 

한국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끝나버렸다. 실상 워싱턴군축회의는 단순히 군비축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

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결국 이 회의는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의 새로

운 강자로 부상하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도 더욱 공고해지는 워싱턴체제를 낳았다.

한편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의 미주한인사회에 대한 재정권 장악에 활용되었다. 1919년 8~9월 이승만은 국

채 발행을 공포하고 동시에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모집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임시정부행정령 2호에 의

하면, 구미위원부는 집정관총재 이승만에게 직속되어 미주와 유럽에서의 모든 정부행정을 대행하도록 되

어 있다. 

물론 조직운영과 인사의 전권은 이승만에게 주어져 있다. 특히 설립조항이 재정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연이나 공채 혹 국채나 조세를 물론하고” 모두 구미위원부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진 9월 12일자 공고문에서는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모집을 금지했다.(신한민보, 1919.10.7, 3면)  자료39   

요컨대 구미위원부 설립의 근본목적은 미주한인사회의 재정관할권을 장악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

한인국민회는 이런 조처에 반발했고(신한민보, 1919.10.11.)  자료40 , 상해 임정도 혼란스런 입장에 놓였다. 이

후 미주한인사회는 심각한 분열에 휩싸였다. 

구미위원부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자. 1919년 9월부터 1922년 4월까지 수입은 총 148,563달러였다. 그리고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1919년 12월부터 1921년 8월까지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고정휴(1992)의 분석

에 근거하였다. 총지출 89,141달러 중 임시정부에 16,552달러, 각 통신부에 24,041달러, 대통령 공관 경비 9,932

달러, 위원부 사무실 경비로 25,735달러를 사용했다.

지출내역
대통령

공관

위원부

사무실

통신부지원금 임시정부

송금
기타 합계

필라델피아 파리 런던

금액(달러) 9,932 25,735 15,765 6,977 1,299 16,552 12,881 89,141

비율(%) 11.14 28.87 17.69 7.82 1.46 18.57 14.45 100

그런데 총지출 중 임시정부에 송금한 액수가 전체의 18.6%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구미위원부가 최소

한의 자금만 임정에 보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위원부 사무실을 두고 별도의 대통령 공관을 운영하는 등 

운영경비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만과 임시정부 사이에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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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이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국채발행권에 강한 집

착을 보였다. 구미위원부 역시 미주 한인사회의 재정권 장악에 주로 이용되었다. 재정에 대한 이승만의 집착

은 1924년 6월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에 대한 ‘대통령 유고’를 결의했을 때에도 확인된다. 이승

만은 이 결의안을 공공연히 비난하며, 미주 한인들이 상해 임정으로 직접 납입하는 인구세마저 구미위원부

로 납부하도록 강요하였다.(고정휴, 1992, 268~269)

이렇듯 미주한인사회의 재정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대미외교활동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은 1925년 구

미위원부 해체와 이승만의 임시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상 고정휴, 1992; 황

민호․홍선표, 2008; 정병준, 2005를 참조)

구미위원부의 해체와 탄핵·면직

파리강화회의, 워싱턴회의 등으로 대표되는 대미외교활동의 실패는 상해임시정부 내의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갈등을 야기했다. 거기에 더해 이승만과 구미위원부의 파행적 행보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강

한 반감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독립운동 진영 내의 운동방략에 대한 갈등은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

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의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회의는 결렬되었고 창조파는 신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남겨진 임시정부에게는 난국을 타개하고 독립운동의 힘을 결집해야 할 과

제가 주어졌다.

이미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이승만은 격렬한 저항을 맞았다. 1919년 위임통치청원 문제로 말미암아 신

채호를 비롯한 임시정부 구성원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았고, 1920년 5월에 차장들이 나서서 임시대통령 

불신임을 결의한 일도 있었다. 1921년에는 각료들이 대통령 사퇴를 종용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승만의 존재

는 독립운동 세력의 힘을 분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승만의 탄핵 및 구미위원부 해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탄핵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3년 2월이다. 독립운동 국면을 일신하기 위한 ‘대국쇄신안’, ‘대국쇄신실행안’

이 논의․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이대통령 탄핵안’이 포함되었고, 1923년 4월 28일 처음으로 탄핵안이 상정되

었다. 그 탄핵발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 공무도 없이 정부 소재지를 떠나 정무를 지체시키고 시국을 수습하지도 못함.

둘째, 국무원의 동의 및 국무원의 연서가 없이 교령(敎令)을 남발함.

셋째, 행정부서를 정돈하지 못하고 법률을 준수하지도 못하고, 준수하게도 하지 못함.

넷째, 구미위원부와 그 직원, 주미공사를 자기 마음대로 설치함.

다섯째, 민국 원년(1919) 5백만원 외국공채의 사용 및 구미위원부 재정을 마음대로 독점함.

- 독립신문, 1923.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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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통령 탄핵 논의는 임시헌법 개정으로 발전해 갔지만 국민대표회의가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

문에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1924년 6월 이동녕 내각에서 ‘대통령 유고안(有故案)’이 상정․통과되었다. 이어 9월 1일자로 ‘임시대통령이 

직소(職所)에 귀환하기까지는 유고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공포되었다. 일단 대통령이 ‘유고’ 상태라고 규정되

었고, 이어서 임시대통령 대리를 선임했다.

1925년 3월 13일 ‘임시대통령이승만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 상정되었다. 탄핵안 상정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세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헌법 제14조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것.

둘째, 사사로이 통치 영역을 두 군데로 나누어 미주지역 정무를 임시정부에서 분리시킨 점.

셋째, 한성에서 선포된 약법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선출한 헌법과 임시의정원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점.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1925.4.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1925년 3월 21일 상해임시정부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한 사실과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은 7년 동안 취임 선서도 하지 않고, 행정을 맡지도 않았으며, 각료들과 다툼을 벌였다.

둘째, 구미위원부를 세워 국무원과 다투고, 마음대로 법령을 발표하여 혼란을 일으켰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

면 정부에 맞섰다.

셋째, 임시의정원을 무시하고, 대통령 자리를 황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평생 직업으로 여겨 민주주의를 말살

했다.

넷째, 미주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섯째,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들과 다툼을 벌여 정부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1925.4.30  자료41 

그리고 이승만 탄핵이 마무리되어 가던 3월 10일 구미위원부 폐지령을 공표했다.(이상 김희곤, 2008을 참조)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을 아우르는 한국독립운

동의 최고지도부의 위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활동이 기대되었다. 이승만은 바로 이런 민족적 기

대와 내부적 혼란이 충돌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에 차례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독

립운동의 최고지도자로서 독립을 위한 비전과 방략을 제시하고, 독립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상해에 온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비전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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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1921년 태평양회의 참가 실패를 마지막으로 이승만과 구미위

원부의 외교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면직하고 새로운 체제를 향해 나아갔다. 

유영익은 이승만의 상해행을 목숨을 건 영웅적 행위로 묘사했지만, 그가 상해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

해에서 그가 한 일의 오히려 실망과 갈등만 조장한 일, 그는 단 한번 상해에 왔지만 임정 요인들은 그 위험한 

상해에서 끝까지 활동하고 있었고, 의열단은 국내로 들어와 파괴활동까지 벌이다가 사형당하는 일이 비일비

재 했다. 오직 ‘대통령’ 이승만 혼자만 단 한번 상해행을 빼고는 줄곧 해외에 있었던 일, 안창호는 미주에서 

상해로 와서 활동하다 윤봉길의사의 건으로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되어 결국 순국한 사실과 비교할 때 이승

만의 상해행 자체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비추자면 과히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명망가이자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연장자인 이승만에게 요구된 것은 통합의 리더

십이었다. 그러한 기대와 요구가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게 한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생

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을 아울러 민족의 독립이란 하나의 목표로 수렴해 내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

승만의 권위적, 독선적 성향은 오히려 반대파를 늘려가기만 했다. 이승만은 대통령 직함, 재정 문제에 집착

함으로써 스스로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결국 1920년대 초반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커녕 독립운동 진영의 혼란

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 자신은 하와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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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하와이 체재기간(1913년 2월~1931년 11월)에 과연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기간에 일어난 이승만과 관련한 주요 법정분쟁들 때문이다.11) 아래 표로 정리한 20여 건의 소송

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

우선 1915년부터 본격화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이승만과 박용만의 갈등에서 비롯되

었다. 물론 이 두 지도자간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한인사회 지도권․재정권 장악을 둘

러싼 갈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승만은 1915년 국민회 일부 간부들의 재정 횡령과 문부(文簿) 착오, 무장투쟁

노선의 무모함을 공격하며 하와이국민회를 장악한 후, 하와이 한인 사회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이승만이 

국민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과 재판이라는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반대파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민회를 운영할 때도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

판과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났다. 다음 표는 그러한 사태의 일단을 보여주는 소송 목록 일

부이다.

<표>  1915~36년 하와이 한인 소송 목록

번호 기소일자 원고 피고 소송내용 판결 비고

1 1915.5.14 정인수 김종학 공금횡령 무죄

2 1915.6.29 김종학 등 홍한식 등 국민회 임원 불법선출 소송 취하

3 1918.2.15 김순기 안현경 무고,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

11)  이후에도 이승만은 1935년 부인과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렸고 1939년 3월 구미위원회 활동을 위해 워싱턴으

로 떠났다. 이 기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법정분쟁으로 점철된 망명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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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18.2.15 하와이주 유동면 등 불법집회, 폭행 무죄

5 1920.2.20 이종관 등 손창희 등
국민회 법적 

임원 권리문제
원고 승소

6-1 1921.8.3 이상호 김경준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2 1921.8.3 정국선 황용익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3 1921.8.3 박재필 황용익 등 폭행 벌금150불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4 1921.8.3 한선일 배덕수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5 1921.8.4 김한경 손덕신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6 1921.8.4 방하규 김상원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7 1921.8.4 김영한 장원여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8 1921.8.4 김신환 손덕수 등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9 1921.8.4 노중훈 전익서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10 1921.8.4 김차덕 허용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11 1921.8.4 Mary 서 김홍범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6-12 1921.8.4 김해나 송병국 폭행 불명* 태평양시사 습격사건

7 1931.1.13 안영찬 이승만
동지식산회사 

재정내역 조사
불명 교민단총단관 점거사건

8 1931.2.2 배일진 등 손덕인 등 교민단 재무 조사 기각 추정 교민단총단관 점거사건

9 1931.2.4 손덕인 등 김정현 등 교민단 법적 임원 권리 원고 승소 교민단총단관 점거사건

10 1931.4.29 배일진 등 손덕인 등
교민단 임원 회계부정 및

자치규정 위반
기각 교민단총단관 점거사건

*  태평양시사습격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은 8월 9일 배심원 평결에서 벌금형 100달러를 언도받았으나 최종

판결은 불명확함.

*  한국현대사자료집성45 : 대한인국민회와 이승만(1915~36년간 하와이 법정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99)에 의

거하여 정리함(정인수 대 김종학 사건 추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법정분쟁에 대해 김원용은 재미한인오십년사에서다음과같이단언했다.12)

1915년과 1918년과 1921년과 1930년에 큰 풍파와 재판을 일으켜서, 소모한 재정이 수십만 달러이며, 교회와 단

체를 분열하여 독립운동과 단체 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 싸움들의 원인이 민족운동이나 단체 발전에 

관한 정견 차이가 아니었고, 이승만이 단체를 억압하며 재정과 권리를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일으킨 싸움들

인 까닭에, 매번 싸움의 일방 당사자가 이승만이었다.(김원용, 2004, 129) 

12)  1959년 캘리포니아 리들리에서 출판된 김원용의 재미한인오십년사는 1974년 독립운동사자료집 8 : 임시정부자료집에 수록되었

고, 2004년 국문으로 재출판되었다(김원용 지음,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오십년사, 혜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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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파에게 부부가 테러를 당했던 김현구는 하와이에서 한인 관련 소송이 90건이었고, 그 가운데 70건

이 이승만의 동지회와 국민회간의 소송이었다고 우남이승만전에기록했다.(Unam,SyngmanRhee, 230)

191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박용만 계와 이승만 계의 법정분쟁은 박용만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계

열간의 쟁투의 결과 이승만계가 승리하면서 하와이 국민회의 주도권은 이승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1920년대 전반기는 국내 3・1운동의 여파와 상해 임시정

부 수립 등으로 민족운동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상해 임정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등 많

은 물의를 일으킨 이승만이 1921년 6월 다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자신의 지지세력인 동지회를 조직, 

독립단과 계속 대립하였다. 1920년 초 독립단측의 ‘국민총회관 점령사건’, 1921년 ‘대평양시사 습격사건’ 등으

로 독립단 측은 심대한 타격을 입어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1931년 동지회가 패소할 때까지 이승만이 하

와이 한인사회를 전횡하는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여기서 백년전쟁이제기한문제를환기해보자.백년전쟁은이승만이국민회를장악하기위해테러도 

불사하며 하와이 한인사회를 분쟁으로 몰아갔던 사실, 더 나아가 교육사업을 명목으로 국민회 재정권까지 

장악하여 사적으로 남용했던 사실 일부를 지적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법정분쟁과 이승만의 교육사업 확

장은 묘하게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교육사업을 명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거래가 빈번했으나, 부동산 대

출금의 용처와 상환(이자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표>  로버트 장이 말하는 하와이 국민회 주요 사건 일지

일시 사건 부동산과의 연관

1915년 1월

▪  국민회 자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승만파

가 박용만, 김종학 등을 몰아내고 국민회

를 폭력으로 장악

▪  국민회 자산인 여학교를 이승만에게 1달

러에 매각

1916년 12월
▪  자금집행 승인을 거부한 새 회장 홍한식 

목사가 임기중에 다른 섬으로 전출

▪  국민회 자신인 남학교를 이승만에게 명의 

이전

1818년 3월

▪  파리평화회의 파견을 앞두고 이승만이 박

용만의 일본군함 폭파 계획을 언론에 노출

▪  한인기독학원 설립

▪  이승만이 갖고 있던 국민회 자산인 여학

교, 여학생기숙사, 남학교 등을 모두 매각

1921~1924년

▪  상해 임시정부 차원에서 국민회를 해체하

고 교민단을 설립

▪  통지식산회사 운영 및 통지촌 개간

▪  국민회 자산을 한인기독학원에 1달러에 매각

▪  한인기독학원 자산 일부를 국민회 승인없

이 매각

1926~1930년
▪  통지식산회사 파산 및 교민단 내부에서의 

대대적인 소송 제기

재미사료연구가 로버타 장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회와 이승만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 한



41  

인사회 내부의 갈등과 폭동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2.8.16.) 로버타 장은 “하와이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선뜻 냈던 자금이 독립운동에 쓰이기는커녕 출처도 제대로 알 

수 없이 쓰였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과의인터뷰에서로버타장은 “중국과

한국의 독립운동 투사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던 것이 국민회의 본뜻이었는데, 이승만이 한인사회를 장악

한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적이 없다”면서, “한일사회를 분열시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것이 이승만이란 인물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그 기간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정적

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소송과 폭력, 비방을 일삼으면서 하와이 한인사회를 분열로 몰고 간 것이다. 이 

시기의 분규로 인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열의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1) 국민회와 갈등의 시작(1915)

① 정인수 대 김종학 소송(1915.5.14.) 

1914년은 하와이 교민사회가 크게 도약한 해였다. 국민보주필인박용만은무장독립단체인국민군단을

조직하였고 또한 9월에 교민들의 후원에 힘입어 산넘어병학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하와이 국민회(총회장 

김종학)는 하와이 교민사회의 숙원인 총회관 건축에 매진하여 12월 9월 총회관을 완공하고 내외빈 5~600

명이 참석한 성대한 낙성식을 가졌다.

그런데 1915년 1월 15일 하와이 국민회 지방총회에서 국민회 간부인 박상하, 홍인표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

러나자 이를 빌미로 이승만은 국민회를 자기 수중에 넣고자 자신이 경영하는 태평양잡지를통해현 국민

회 임원들을 비방하고, 자기 사람들을 지방 대의원으로 만들어 기존의 국민회를 전복하고자 하였다.(태평

양 잡지 제2권 5호, 6호 참조 ; 김원용, 2002, 113~114쪽 재인용)  자료42  이승만이 김종학을 비롯한 국민회 

임원들을 불신하게 된 계기에 대해 김원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승만이 그런 형편으로 1년을 지내던 동시에, 한인여자학원 설립을 시작하고 국민회의 원조를 청하는데, 일

찍이 국민회가 교육사업을 위하여 매득하여 두었던 엠마기지를 자기에게 주어서 교육사업에 쓰게 하라고 하

였다. 국민회가 엠마기지를 한인여자학원 설립에 기부하기를 허락하였을 때, 이승만은 그 기지를 자기의 명의

로 양도하여 주고,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국민회는 공유물을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지 않겠

다고 한 까닭에 이승만이 국민회를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은 하와이지방총회가 확장되던 때이며, 이 해

에 수입된 회원의 의무금이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총회관 건축을 위하여 수입된 건축 특연이 5천 달러이었

으므로, 국민회에 많은 재정이 들어갔는데, 이승만에게 교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감정으로 태평양잡지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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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 임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하며 인심을 선동하였다.

-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974, 689~690쪽

 

1914년 5월 1일 공금횡령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대의회가 개최되었으나 76개 지방 대의원 중에 31개 

지방 대의원이 참석하여 법정수 미달이 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측은 국민회 당국자를 처벌하고 국민회 임원 

전체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대의회 개최를 강행하여 총회장 김종학을 파면하고 정인수를 임시총

회장에 선출하였다. 5월 14일 심시 총회장 정인수가 김종학을 1,345달러 64센트의 공금횡령죄로 하와이법정

에 고소하였다. 그리고는 이승만측이 6월 15일에 다시 국민회 임시대의회를 소집하여 새 회장단을 선출하였

다. 부회장은 정인수, 총무는 안현경, 구제부 부장은 주영환, 감사는 이종후로 이승만 측근 일색이었다. 공금횡

령 혐으로 피소된 김종학은 3개월 동안 하와이법정의 조사를 받았으나 9월 중순에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다.

② 김종학 대 홍한식 소송(1915.6.29)

전 국민회 총회장은 김종학을 비롯한 국민회 구 임원진은 6월 15일에 선출된 홍한식, 정인수 등을 상대로 

신임회장단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915년 5월 1일에 열린 임시대의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이후 

진행된 신임 회장단 선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심리는 하와이주 제1순회법원에서 다루어졌

으며, 김종학이 무죄 석방된 후인 9월 22일에 이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1915년에 발생한 두 소송의 결과, 이승만은 하와이국민회를 장악하였고 그 이후 1930년까지 ‘이승만의 전

성시대’를 구가하였다. 

방선주는 “이 1915년의 국민회 정권교체는 국민회 헌장에 비추어 분명히 비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이박사는 

사실상 하와이 교민사회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하였다.”고 평가했다.(방선주, 1989, 86) 일제 정보보고서에서

도 ‘이승만의 전횡’이란 항목에 1915~16년의 하와이 교민사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승만의 소지(素志)를 관철하여 임시총회는 점차 국민총회의 실권을 장악하여 국민회로 개칭하고 이에 반

하여 연합회는 점차 세력이 실추되어 1915년에 하와이 조선인은 서로 알력과 암투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 이

르고 다음해 1916년 국민회 총회에서 홍한식을 회장으로, 정인수를 동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동회의 실권은 

완전히 이승만 측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에 이승만은 결국 4천여 불을 던져 건설한 남녀학생 기숙사 부지

와 건물 일체를 자기 명의로 서환(書換)하였으나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래 하와이 조선

인 사이의 문제는 이승만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득의전성시대라고 일컬어진다.

- 在ホノルル帝國總領事館, ｢布哇朝鮮人事情｣(1925年 12月調),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7권, 한국사료연구

소, 1971, 954~955쪽



43  

③ 이승만측의 반대파 테러

이승만은 국민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법정소송뿐만 아니라 온갖 선전선동과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

렀고 더욱이 반대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테러까지 자행하였다. 1915년 김종학과 여타 간부들은 이승만

이 학감으로 있던 감리교 소년학교에서 온 남학생들의 습격을 받는 일이 있었고, 하와이 지역신문에 이홍

기 구타사건(신한민보, 1915.6.10, 6.24) 과 함께 박용만 살해기도 기사도 실렸다.(로버타장․웨인 페터슨, 2008, 

105~106) 이승만을 지지하는 새로운 분파가 박용만을 비난하고 ‘박용만파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

의하였다는 것이다.(Honolulu Star-Bulletin 1915.7.6, 1면)  자료43  1916년 이승만의 추종자였던 홍한식 목사

도 이승만이 요청한 국민회에 남학생 기숙사 자금을 거절하자, 회장 임기를 끝내기도 전에 마우이로 쫓겨났

고, 결국 그곳에서 습격을 받았다.(로버타 장․웨인 패터슨, 2008, 107) 

이승만이 교육제일주의라는 기치 하에 국민회의 실권과 재정을 장악해 가는 과정은 이렇듯 반대파를 제

거하기 위한 갖은 선전선동과 테러, 법정분쟁을 일삼는 과정이었다. 

2) 동지를 고발한 출운호 사건(1918)

① 하와이 준주(準州) 대 유동면 등 소송(1918.2.15)

1918년 1월 15일에 열린 하와이국민회 제10차 대의회에서 재정문부를 조사하면서 1,800달러의 공금횡령

을 발견하였다. 

당시 안현경이 국민회 총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승만이 서기와 재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대의원들이 재무 

담당인 이승만에게 공금횡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재무에 대해서는 총회장인 안현경이 관

리했다고 하면서 문부조사원을 만나주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

2월 11일 회의장에서 대의원 유동면이 안현경의 공금횡령 중에 학생들의 휴대금 500달러 유용에 따져 묻

다가 양파 간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1차로 상호간 폭행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고, 2월 15일에 총회장 안현

경이 유동면, 김석률, 김한경, 이찬숙을 난당(亂黨)으로 몰아 하와이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하였다. 이 4명은 

안현경의 공금횡령문제에 대한 문부조사를 강력히 주장한 대의원들이었다. 

1918년 2월 27일 재판이 시작되어 이승만과 유상기 등이 고발인으로 나와 “저자들이 나(이승만-인용자)

의 교육을 반대하며 또 무리를 지어 국민회를 전복한다”고 하면서 유동면 등의 국민회 전복기도와 폭행사

실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건 배경인 공금횡령문제에 관한 변호인측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

가 “거짓증언을 서는 것은 사람을 속임이요, 국민회를 요란케 하는 것이 곧 이 사람(이승만-인용자)이라” 말

을 듣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3월 8일 배심원의 판결로 유동면 등 피고인들은 무죄 석방되었다.(

신한민보19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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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승만측의 반대파에 대한 모함 : 출운호(出雲號)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승만은 법정에서 이들 반대파 대의원들을 박용만 일파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키어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그들을 조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신한민

보 1918.6.27 ;김원용, 697)13) 또한 검사 앤드로가 이승만의 진술을 부언하여 “이박사 말하기를, 저 사람들

이 다 군단파를 도와 연대로 무리를 지어 국민회를 전복하고자 하며 나의 교육 사업을 반대하여 위험한 일

을 행한다” 하고, 피고에게 “너희의 군단을 세움은 일본과 싸우고자 함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사 브랙큰은 “한인은 일본 사람에게 나라 빼앗긴 사람이니 일본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큰 잘못이며 또한 이 재판과 군단이 무슨 관계냐” 하고 반론을 펴자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공고

서호외. ｢재판소식｣)

6월 4일 발간된 공고서 제28호(하와이국민회 임시연합중앙회 발행)에서는 유동면 등의 무죄석방과 이

승만의 출운호 발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승만을 다음과 같이 힐난하였다.

박용만씨가 군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싸우고자 한다고 횡설수설로 고소하다가 그것이 다 효력을 얻지 못하여 

소위 난당은 다 무죄백방이 되었으니 그때 고발의 결과는 곧 이것이라. 그러나 그때에 만일 그 난당들이 일인

의 재판소에서 그런 관계를 당하였다면 다소간 곤란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요. 또 일족이 군단에 이름을 두었

던 사람들은 다 포살을 당하였을 것이라. 아무렇게나 이승만씨는 이것도 일본이나 조선인줄 알고 그와 같이 

말하여 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공포서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여 소위 군단 사람이 일본군함을 폭발

약으로 치고자 하였다 하다가 향차에는 또 이것이 다만 농담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만일 농담이면 대저 향자

에 유동면, 김석률 씨를 난당으로 고발하였던 것도 아마 장난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담과 장난을 

그 모양으로 하면 필경에는 자기 동족을 몰아 외국인에게 팔아먹을 것이요, 조선 사나이들을 죽여 일본의 근

심을 덜게 하겠도다.

박용만은 공고서 제30호(1918.6.11)에 ｢싸움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다. 여기서  하

와이국민회의 존립이 어려운 것을 통탄하면서 출운호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자료44 

만일 싸움을 다시 계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정치상 싸움 할지라도 개인상 싸움은 하지 말지며 또는 비록 개인

상 싸움까지 할지라도 결코 국가 민생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비록 천만가지 욕설을 다 들어

도 오히려 다 용서하고 참을 수 있으되 소위 출운호를 침몰시키려 하였다는 말이나 일본과 싸우기를 준비한

13)  방선주는「박용만평전」에서 1918년 2월 재판에 대해 재판문서의 열람을 통하여 필자도 이를 인정한다면서 김원용의 저서를 인용하

고 있다.(방선주, 96) 이승만의 발언에 대한 재판문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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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는 말 같은 것은 이것이 비록 근저는 없는 말이나 이는 곧 국가 전도에 관계가 되는 일인고로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여 우리의 원수를 도와주는 것이 불가한 줄 아노라.

이승만측의 출운호 모함은 하와이한인사회뿐 아니라 미주한민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

승만에게 교민들의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는 이승만의 국민회와 박용만

의 갈리히연합회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한인교포들의 운동역량이 분산되어 향후 미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3) 1931년까지 지속된 이승만 관련 법정분쟁 

(1) 이승만 일파의 반대파 테러 관련 소송 

① 태평양시사사(太平洋時事社) 습격사건의 배경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은 1921년 5월 상해를 떠나 필리핀 루손을 거쳐 6월 2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

착했다. 이 시기에 하와이국민회는 하와이교민단으로 변경되어 이승만파인 민찬호가 총단장을, 안원규가 부

단장을 맡고 있었다. 이승만은 도착 직후인 7월 7일에 호놀룰루에서 자신의 측근인 민찬호, 안현경, 이종관

과 함께 동지회 조직을 의논하고, 7월 21일에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임시정부를 옹호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포문과 동지회 규정을 발포하여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편 이 무렵 박용만계의 대조선독립단이 경영하는 태평양시사7월23일자(109호)에｢도망자(逃亡者)탐

문(探聞)｣이란 제목으로 이승만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朝鮮人騷擾事件에 관한 報告의 건(公 제

323호 受 27188호, 1921.8.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部-在歐米(5))

② 8월 2일 태평양시사사 습격과 12건의 소송

8월 2일 오후 5시경 한인부인구제회(동지회 소속단체) 회원들인 김해나 김차득 등이 태평양시사 신문사에 

찾아와 사장 함삼여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경한 기사를 정정하라고 하자 함사장은 상해적십자회에

서 보내온 서신14)을 보여주며 정정기사를 실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분에 못이긴 부인들은 함삼여에게 

14)  김원용, 1974, 718~719쪽. 상해의 한국적십자회 주무원 서병호가 하와이 지부장 문도라에게 보낸 편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승만씨가 다사하고 다난한 이때에, 임시정부에 왔다가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으며, 시국을 정돈하지 못하여서 민중에게 실망을 주

고, 간다는 말도 없이 없어진 까닭에 민중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영도자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민중의 뜻

을 따라서 상당한 인도자를 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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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함을 힐난하고 욕설을 퍼붓자 신문사 직원들이 부인들을 밖으로 쫓아냈다. 부인들이 귀가하여 남편에

게 알리니 남녀 수십 명이 다시 신문사로 난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무집기까지 부수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자 1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부상자를 구급병원으로 호송하였다. 이들 10명은 보석금

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현장에서 도주한 이승만 지지자들이 각처를 돌아다니며 동지를 규합하여 쇠몽둥이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오후 8시경에 다시 신문사에 들이닥쳐 사원들을 구타한 뒤에 밖으로 끌어내고 인쇄

기와 활판기계를 파괴하였다. 2차 습격자 23명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8월 3, 4일에 12건의 폭행사건에 대한 상호 고소가 있었다. 여기서 3건은 박용만측이 피고였고, 9건이 이

승만측이 피고였다. 8월 9일 배심원 평결에서 12건의 피고인들에게 100달러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재필 : 황

용익·이국선’ 건의 경우, 신한민보 1922년 2월 23일자 ｢황이 양인의 처벌｣ 기사에 따르면 하와이지방법원

으로부터 “벌금 150달러와 재판비를 영수하되 만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5개월 징역에 처한다”는 판결

을 받았다. 

③ 태평양시사사 습격사건의 여파

당시 호놀룰루에서 발간되고 있던 영문지 Star-Bulletin는사건다음날인8월3일에이 사건을대대적으

로 보도하였고, 사설 ｢No Mob Violance Wanted｣를 통해서 “이번 폭동사건은 위의 직접 원인(즉 조선부인자

선회원에 대한 한인신문의 모욕적 기사) 외에 한인사회에서의 종래 정치상 알력에서 기인한다고 전해진다. 

가령 그들의 정치상 의견 차이가 원인이라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당지에서의 무법한 폭거를 자행하기에 이른 

것은 한인사회의 수치다. 따라서 우리는 당지의 책임 있는 한인들이 사법당국자와 함께 습격자들을 검거하

여 법의 제재를 받게 하기를 희망한다. 호놀룰루는 더 이상 폭도와 소란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인들의 폭행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폭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자료45 

이처럼 하와이 사회에서 한인들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었고 심지어 “독립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

고까지 들었다.(신한민보1921.8.25)

이 사건 후 이승만파의 교민단 및 동지회와 박용만파의 대조선독립단은 더욱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

로 인한 한인사회의 분열은 극심해졌으며 그 양상은 정치뿐 아니라 교육 종교 등 분야에서도 나타났다.(신

한민보1921.9.22)

(2) 이승만측의 패배-1931년 동지회의 교민단 총단관 점거를 둘러싼 소송들

① 1930년 이승만 전횡에 대한 반발

1920년대 내내 이승만이 하와이한인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기반은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교민단, 동지

회,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지지자들 중에서 이승만의 장기간 전횡에 불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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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세력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이승만에 대한 반기를 든 첫 계기는 1930년초 교민단 임원선거에서였다. 1929년 12월 교민단 임원 후보자 

선거에서 총단장 후보자로 이종관과 손덕인, 부단장 후보자로 안영찬과 최홍위가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자

신의 측은인 이종관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1930년 1월 13일 제10회 의사회에서 손덕인이 총단장, 안영찬이 

부단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에 대한 반발은 동지회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이승만은 1930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지회와 교

민단 주체로 미포(美布)대표대회를 개최하여 동지회를 부흥하고 각 단체를 망라하여 연합기관을 구성하며 

미주와 원동 각지를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대회에서 동지회 헌장과 정강, 조례를 확정

하고 총재인 이승만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지회를 이끌어 갈 9인의 중앙이

사부에 동지회 미주대표 김원용과 하와이교민단 총단장 손덕인, 국민보주필김현구등 이승만반발세력

이 선출되어 이승만의 동지회 부흥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체제에 균열이 생긴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동지식산회사 및 동지촌의 파산이었다. 이승만

은 경제적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1925년 12월 동지식산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모아 힐로섬에 토지

를 매입하여 동지촌을 세웠다. 이곳에 한인을 입주시켜 농장, 목재와 숯 가공업을 시도했으나 자본금과 사

업능력 부족으로 1929년말에 2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아 결국 1931년 4월 폐업하였다. 동지식산회사에 투

자하였거나 동지촌에 들어가 일했던 한인들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고 이승만에 대한 신뢰도 약화

되었다. 

미포대표대회 개최 이후 이승만은 동지식산회사의 파산을 구제하기 위해 교민단과 한인기독교회에 재

정지원을 요구하였다. 곧 교민단과 교회의 재산을 저당 잡혀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것이었다. 교민단 총단

장 손덕인과 한인기독교회 목사 이용직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승만은 국민보 주필김현

구에게 교민단 임원 고발 기사와 이용직 목사에 대한 비방기사를 실으라고 하였다. 김현구가 이를 거절하

자  김현구를 사임시키라고 교민단을 압박하였다. 이리하여 교민단 대 이승만 ․ 동지회의 갈등은 첨예화하

였던 것이다.

② 동지회의 교민단 총단관 점거와 폭행사건

1931년 1월 5일 교민단 정기의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동지회측 대의원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

러자 교민단 임원진은 1월 12일 동지회측 대의원 참가를 원천봉쇄하고 대의회를 개최하여 각 지방 성적보고

및 교민단 문부와 재정 조사를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동지회측은 오후 5시에 총단관에 난입하여 총단관을 점거하고는 자신들만으로 임시의사

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교민총단의 재정문부를 넘기라는 공문을 발표하였고 국민보 주필 김현구를 파

면하고, 임시총단장에 김정현, 임시서기에 최백열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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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총부단장 후보자 선거를 거행하여 총단장 후보자로 이종관, 김광제를 부단장 후보자에 정인수, 

안현경을 뽑아 각 지방에 선포하고 교민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새 임원진을 선출한다고 발표하였다. 1월 21일 

교민단의 총단장 손덕인과 부단장 안영찬이 탄핵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교민단측은 동지식산회사 주주

인 안영찬으로 하여금 일단 이승만을 상대로 동지식산회자의 장부와 기록을 검토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

기하였다.(안영찬 대 이승만의 소송) 

이러한 양측의 대치 국면은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1월 26일 동지회측 태평양잡지 주필 김진호가

국민보사의 인쇄소로 들어가 잡지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교민단측 사람들이 총단관에 가서 동지회원

들을 폭행하였다. 1월 27일 교민단원 김이후의 집에서 나오던 정달수가 동지회원 민근호에게 쇠망치로 맞았

고 곁에 있던 김영성은 정달수를 쏘다가 지나가던 일본인을 맞추었다.(김도형, 1998, 221~223 ; ｢하와이교민단 

관련 재판 문서｣)  자료46  양측의 대결이 폭동 양상으로 치닫자 하와이 경찰당국은 양측의 지도자를 불러 

이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더 이상의 불상사가 있을 시에는 추방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③ 동지회측의 패소

1931년 2월 2일 배일진 등은 교민단측 임원진이 부정을 저질러 동지회측이 총단관을 점령하여 임원진을 

교체한 것이 정당하다면서, 손덕인 등에 대해 소환영장 집행을 신청하였다.(배일진 대 손덕인 등 소송) 소환

영장 내용은 교민단의 회계장부와 은행기록, 영수증 등 모든 기록을 조사․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민단측은 이에 대응하여 2월 4일에 손덕인 등은 소환영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

편, 동지회측 임시단장인 김정현과 임시서기 겸 재무인 최백열에 대해 소환영장 집행을 요구하였다.(손덕인 

등 대 김정현 등 소송) 이후 양측은 영장 취하신청, 답변서, 재항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치열한 법정투

쟁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4월 16일 하오 4시 제1순회재판소 크리스티판사법정에서 교민단의 장래를 결정짓는 ‘손덕인 등 대 

김정현 등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그러므로 최백열의 주장한 의회는 임원의 직임에 관

한 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없음을 모든 증거의 의하여 판결되었음. 그럼으로써 최백열의 당파에게 의사회나 

집회에서 지정한바 교민총단의 서기의 사무실이나 그 외의 다른 사무실을 쓰지 못하게 금지함”(신한민보

1931.4.30)이라고 판결하여 손덕인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④ 판결 이후의 상황

재판에 패소한 동지회측은 이 결정에 대해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6일 기각되었다. 배일진 등 동지회측은 

4월 29일에 교민단 임원들의 재정 부정과 자치규정 위반을 걸어 다시 제소했고(배일진 대 손덕인 등 소송) 

1931년 12월 29일 법원 결정문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교민단 관련 사건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동지회측 교인들이 또다시 한인기독교회 관련 문제에 대해 민단측 교인들을 고소하였다.(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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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1931.11.21)

이승만은 교민단과 한인기독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지면 하와이를 떠나겠다”(이승만

법정자료 ⅸ)고 말하면서까지 1931년 일련의 소송에 집착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승만은 1931년 11월 21일 하와이를 떠났다.

교민단 총단관 점거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이 교민단의 승리로 끝나면서 하와이한인사회에서 그동안 주

류로서 군림해온 동지회를 비롯한 이승만 지지자들은 소수세력으로 밀려났다. 이는 1915년부터 1930년까지 

16년간 전횡을 일삼아온 이승만에 대한 교민사회의 염증과 김현구, 김원용, 이용직 등 북미에서 들어온 신진

세력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1931년 내내에 벌어진 양측의 소송전으로 인해 교민사회의 출혈도 컸다. 법정투쟁을 전개하면서 양

측이 소송비용으로 쓴 돈은 대략 25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역시 하와이교민들의 의연금으로 충당

되었는데 1929년 대공황 이후였음을 감안하면 하와이 교민들의 처절한 내핍 속에서 조달되었던 것이다. 아

울러 이 과정에서 교민단․국민회측과 동지회를 비롯한 이승만 지지파의 반목과 알력은 더욱 깊어졌으며 지

금껏 하와이 교민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4) 교육사업을 명분으로 한 이승만의 부동산 거래  

이승만 측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8년제 남녀공학 기숙학교

인 한인기독학원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영수증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재정보고서도 투명

하게 공개했으므로 횡령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교터 등을 담보로 한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영수증, 재정보고서와 같은 명확한 회계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고, 없다면 이승만이 공적자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1) 이승만은 정말 교육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는가? 

1913년 박용만의 초청과 지원에 의해 하와이에 정착한 이승만은 한인소년기숙학교의 교장을 맡게 되었다. 

다음 해 여름에 한인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여학생기숙사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측 연구자인 이덕희

(2013)는 3,600달러를 모금하여, 2,400달러로 푸우누이 애비뉴(Puunui Avenue)에 집을 사고 나머지 1,200달

러를 들여 이를 확장했다고 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성금 2,400달러로 땅(건물 포함)을 

샀고, 그 땅을 담보로 1,400달러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덕희에 따르면 건물을 사고도 증축할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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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정도로 충분한 모금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대출받은 현금 1,400달러는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일까? ‘이

승만포럼’의 주장대로 건물 증축에 썼다면 회계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회를 장악한 후인 1916년 이승만은 국민회에 남학생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했다. 

국민회 회장 홍한식 목사는 소년들의 교육은 ME소년학교에서 잘 마련되어 있고, ME소년학교를 그대로 활

용해야만, 즉 교민들의 성금을 학교신축에 쓰지 않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독립투사들의 위한 독립자금을 

갉아먹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다시 불화가 생겼다. 김

종학 때처럼 홍한식도 이승만을 반대했기 때문에 습격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감리교에서 그를 임기

를 마치기 전에 마우이로 보냈다. 그의 딸 메리 홍의 진술에 따르면 홍한식은 결국 마우이에서 습격을 당했

다고 한다. 새로운 국민회 회장 정인수는 이승만이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는 남학생 기숙사의 권리증에 서명

하였다.(로버타장․웨인 패터슨, 2008, 107) 그리고 자신의 지지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은 11월 8일 남학

생 기숙사를 담보로 1,325달러(연8%이자)의 대출을 받는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승만이 진정 공적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본인이 대출한 대출금은 본인이 갚았나?

한인기독여학교를 비롯해서 이승만 개인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향방은 묘연하기만 하

다. 그러나 이승만은 부동산을 획득할 때 마다 어김없이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즉 교

민들의 성금이나 국민회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부동산 담보 대출→부동산 법인에 양도→ 담보대출금도 

법인에 이관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묘한 과정을 거쳐 이승만 개인 명의의 담보대출은 본인 상환 부담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자상환부담까지 고스란히 국민회나 법인 등에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민성금으로 구입한 여학생기숙사의 경우 이를 담보로 1,400달러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다시 

여학생기숙사를 한인여학교 법인에 증여하여 결국 담보대출금 상환부담은 법인이 지게 되는 형식이었다. 담

보대출금 1,400달러는 결국 매각 과정에서 변제 처리되었다.

(3) 상환할 때까지 연8%의 이자 규모는 얼마나 되었나?

1914년 7월 14일 여학생기숙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1,400달러는 1918년 5워 17일 최종 상환되기까지 이자

부담이 429달러, 4,500달러짜리 부동산과 여학생기숙사를 담보로 받은 4,250달러의 경우는 한인기독학교로 

양도되어 최종 1924년 부동산 매각시기까지 무려 8년 동안 2,720달러의 이자부담을 졌다. 이는 여학생 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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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지를 매입가에 상당할만큼 엄청난 규모의 액수였다. 

한편, 이승만으로 인해 가난한 한인들이 부담하게 된 연8%의 대출이자를 챙겼던 이들은 누구일까. 윌리

엄 캐슬과 같은 하와이의 유력한 부동산투기꾼, 금융자산가들이었다.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도 부동산을 담

보로 하는 안전한 대출상품을 애용했던 이승만과 그의 법인은 하와이 백인들에게는 반가운 ‘우량고객’이었

던 셈이다. 이들은 또한 하와이 사회에서 이승만의 사업이 번창할 수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던진 의문과 같이 <백년전쟁>은 이승만이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했거나 국민회가 소

유한 부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한인여학원, 에마기지, 교사기숙사, 남학생기숙사 사례를 통해 추적했

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적이 현지 한인(반이승만세력)과

의 소송이었고 그 소송의 상당 부분은 재정권을 둘러싼 권력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인사회의 분열

의 가장 큰 불씨는 바로 로버타 장이 지적했듯이 이승만의 ‘자산사유화’에 있었다.(한겨레신문, 20118.16)  자

료 47    자료48  

기본적으로 학교터나 건물은 하와이 교민들의 피땀으로 축적한 공적자산이었고, 교육사업을 명분으로 투

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였지 매매의 권한은 없었다.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현금

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받는 방안이 유일했다. 이승만은 부동산을 입수할 때마다 담보대출을 받았

고 그 대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 

<백년전쟁>은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 대출금의 사용처, 연 8%에 이르는 대출금 이자, 교육시설 운영자

금, 부동산 매매 차액 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자금들의 용처에 대해 이승만 측에게 구체적인 입증자료

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승만 측의 주장대로 대출금이든 부동산 매매수익이든  모든 자금이 전부 교육사업

에 투자되었다면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횡령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

다. 이승만이 국민회를 장악한 후 일체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승

만 자신만이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 자금의 출처가 모두 한인 노

동자들의 피땀어린 돈이기 때문이다. 당시 하와이는 해외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었다. John K. 현

(현도명의 아들)은 하와이 국민회가 1909년부터 1920년까지 약 30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모았고, 그 대부분

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송금되었다고 한다.(국민회약사, 1986, 12) 임정으로서는 국내에서 흘러나

오는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또 일제에 의해 차단당하게 되면서 미주 한인동포들에 대한 의존도는 날이 갈

수록 커져 갔다. 하지만 한인들의 재정상태는 이러한 부담을 능히 감당할만한 수준은 못 되었다. 

하와이 5천여 명 동포 중에 고등한 월급을 받고 일하여 생활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50달러 내지 1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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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삭 받는 이는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난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매일 1달러에 목

을 매달고 사탕밭에서 일하는 우리 다수 동포는 참말 살기 어렵습니다. 매달에 주일날 내어놓고 26일을 줄곧 

일한대야 26달러 버는 것 가지고 하와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보면 남의 빚지기가 쉽

습니다. 이것저것 다 주다가 한 가지만 못 주어도 이편 사람이니 저편 사람이니 하는 명사가 나돕니다. (신한

민보, 1923.8.30)

위 신문기사는 익명의 한국인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의 ｢어쩌면 우리는 살까?｣라는 기고문의 일부이다. 

익명의 한인 노동자는 박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위와 같

이 토로하고 있다. 

1903년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했다. 그리고 시간

이 흐르면서 차츰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이 나타났다. 이 기사가 작성된 1923년 무렵이면 상당수가 다른 직

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한인들이 힘겨운 노동 속에서 한 달에 26달러를 버는 어

려운 형편이었던 것이다.

방선주는 하와이 한인노동자의 경제생활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개월 수입이 평균 25달러, 생활비 20달러(식비 14달러), 차액 5달러이다. 생활비를 제하고 연평균 60달러의 돈

을 여타 지출에 분배하는데 의무금 5달러, (국민)담보금 10달러, 인구세 1달러를 낸다. 그러고 나면 요긴하게 

쓸 돈의 4분의 1이 없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44달러에서 고향 송금, 교회헌금, 병원비, 혼상례, 의복, 오락, 가구 

등에 지출하는 것이다. 한인공공단체, 예를 들면 학교, 국민회, 신문사 유지비가 연 최소 12,000달러 가량 들고 

이것이 점점 불어나가는 추세에 있으니 농경노동자 2,000명의 부담이 과중하다.

-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 출판부, 1989, 204쪽

한인들에게는 식비를 포함한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연평균 60달러 정도였다. 그 가운데 4분

의 1을 국민회 의무금, 담보금, 인구세로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인들이 감당해야 할 단체들은 점점 그 수

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였다. 결국 한인사회의 제한된 재정규모를 놓고 각종 한인단체들 사이의 분

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백일규는 1918년 ‘한정 있는 수입에서 한정 없는 지출을 지탱

하고자 하니 분쟁을 면치 못한다’고 표현하며 하와이 한인사회 분쟁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내렸다.(방선주, 

1989, 204)

즉 이승만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민회의 자금은 한인노동자들이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힘들게 각출한 소중한 성금이었다. 여기에 더해 한인들은 이승만이 교육시설을 마련할 때 자금을 모아 지

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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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의 편향된 신앙심

이것이 곧 지금 세계상 상등 문명국의 우등 문명한 사람들이 인류 사회에 근본을 삼아 나라와 백성이 일체

로 높은 도덕 지위에 이름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데, 

이 교(기독교-편집자주)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오.

신학문을 힘써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오, 외교를 힘써도 깊은 정의를 얻지 못할 것이오, 주권을 중히 여겨

도 참 동등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오, 의리를 숭상하여도 한결같을 수 없을 것이오, 자유 권리를 중히 하

려도 평균한 방한을 알지 못할지라. 우리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

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히 되게 하며, 이후 천국에 가

서 다 같이 만납세다. 

- 이승만, 독립정신(1910),정동출판사,1993, 282~283

1920,30년대 하와이 미국당국의 정보문서를 보면 이박사를 목사 즉 Rev.Rhee로 호칭한 것이 많다. 그는 감

리교단에서 떨어져나와 자신의 교단을 창설하였고 휘하에 많은 목사, 전도사를 거느렸다. 그에게 전도사의 

일면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201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날 이승만은 최고령이어서 국회 임시의장이 되었는데, 이 때 이승만은 등

단하여 “대한민국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6. 인간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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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

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

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속기록에는 일동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이 한 기도문도 그대로 기록되

어 있다. 1948년, 한국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1% 내외였는데, 아무리 미군정 시기라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 국회사무처, ｢제1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국회속기록, 1948.5.31, 1쪽15) : 서중석, ｢이승만의 퍼스낼

러티와 유교문화｣, 이승만의정치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2005, 177~178

2) 뿌리깊은 왕족·군주의식과 권력욕  

이 박사는 이씨 왕조의 양녕대군의 후예로 왕족에 속해 있었으므로, 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박한 사

람들의 절대적인 복종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특히 이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미국인

들의 존경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였으므로, 노동자층은 그들의 운명을 이 박사에게 안심하고 맡겨도 좋다

고 판단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박사 자신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민주주의를 체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의 후예로서의 지배의식, 또는 양반의식이 매우 강한 분이었다.

- 허정, 내일을위한증언,샘터사,1979, 53

이승만 박사는 그의 활동상의 필요 때문에 언제나 말쑥한 서양 신사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

동과 사고방식은 배재 재학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양반의식을 짙게 느낄 수 있었고, 존왕사상의 일면초

자도 엿볼 수 있었다. 왕가의 후예라는 긍지, 귀한 집 자손으로서의 고집,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만을 좋아하

는 성격…이런 면들이 이 박사와 다른 지도자들을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몸소 미국

의 민주주의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생활 감각을 보여 주었다. 우선 

그는 다른 사람과 의논도 하지 않을 만큼 독선적이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선생 등과는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박사는 지성적인 사람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다.

- 허정, 내일을위한증언,샘터사,1979, 79~80

미군정에서 하지의 정치에이전트로 좌우합작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합리주의자 버치는 1946년 남

15)  대한민국국회 정보광장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 가운데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

html)은 제헌의회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회의 모든 회의록을 PDF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헌국회회의록은 PDF이미지와 함

께 한글 텍스트도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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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방문한 시카고썬지기자게인에게 “이승만씨는결코파시스트가아닙니다.그는파시스트보다2세

기 앞입니다. 순수한 부르봉파예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1946년 하반기 게인이 지방에서 과도입법의원 선거

를 취재하고 이승만쪽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다고 말하자, 이승만은 ‘봉건군주가 그의 왕국의 얘기라도 

하듯이’ “나의 백성은 나와 같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의 재팬다이어리(Japan Diary)(1948)에 기

록하였다.

- Mark Gayn, Japan Diary,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1948, p.352 ; 손세일, 이승만과김구,일조각,

1970, 4 ; 서중석, ｢이승만의 퍼스낼러티와 유교문화｣, 이승만의정치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2005,178~179

이승만은 한국 독립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행동에 옮기는 참된 애국자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

에 득이 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곧 한국처럼 생각한다.

이승만은 생애를 한국 독립에 바치면서 자신이 한국을 통치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목

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기꺼이 활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 써먹는 데 주저

함이 없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와의 타협만큼은 늘 거절했다는 것이다. 바

로 이 점 때문에 이승만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공주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승만은 또 그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나타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밀쳐버

리려고 했으며, 그런 시도를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승만은 결국 이 자만심 때문에 그가 미국에

서 활동할 때든 한국에 돌아갔을 때든 자신이 추구하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말을 바꾸곤 했

다. 그의 지력[intellect]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며, 그의 행동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

처럼 군다. 그러나 최종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빈틈없는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

이 이승만이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모세인 동시에 예수라고 자임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정치적 

입지가 어렵다는 점을 망각한 적은 거의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한국 임시정부의 구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개인적인 로비망을 구축하는 데에 구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십분 

활용했다. 개인적인 로비망 구축이야말로 이승만에게는 아주 값진 것이었다. (후략)

- Appendx A : Personality of Rhee Syngman, Prospects for Survival of the Republic of Korea, CENTAL 

INTELLIGENCE AGENCY, 1948.10.28

3) 이승만의 자기선전  

이승만은 (1)독립협회(the Yusin Party in Korea)의 첫 창립멤버였다, (2)애국혁명으로 8년간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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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왕족의 혈통이다, 그리고 (4)미국에서 열린 러일 평화회담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었다는 자기선전을 했다. 

- Autobiography, Dae-Sook, Suh,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 Autobiography with Commentaries on 

Syngman Rhee, Pak Yong-man, and Chŏng Sun-m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109 

이 박사는 기독교로 개종의 결과로 15년 전 진보적 봉기에 참여하였다. 혁명을 추구했던 결과로 그는 수백의 

동지들과 함께 7년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감옥의 동료

들에게 전했다. 이 박사와 그의 청강자 중 50명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 The Washington Post 1912.11.18

베티김 :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승만 박사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손을 

떨면서 손가락을 호호 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고문을 심하

게 받아서 생겨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그는 진정한 영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를 다르게 봤죠.

 - KBS 한국사傳 이승만 1부(18:47-19:45)

이승만은 항상 그의 손가락을 불고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어째서 저분을 저렇게 해"라고 묻고 했다. 아

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승만씨는 일본인에게 고문을 당해서 그렇다고 했다. 일본인들이 그의 손가락 손톱

들 아래 꼬챙이들 또는 무언가를 억지로 넣어 그 꼬챙이를 데웠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그는 오늘 날까지 손

가락을 부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항상 얼굴에 경련이 상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고통과 

여타의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 ｢Mary Lee Moon Han｣, ROBERTA CHANG with SEONJU LEE, When the Korean World in Hawaii 

was Young 1903-1940 하와이의 초창기 한인사회 : 1903~1940, 북코리아, 2012, 64

이승만이 운전중일 때 그는 한손으로 운전하곤 했는데, 다른 손의 손가락을 불곤했고 때때로 차를 운전중

에도 두 손을 불며 그대로 가곤했다. 내가 말하기를, “잠깐, 잠깐만요, 잠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때 내가 

그에게 운전하기를 요구했고 마침내 그는 그렇게 하라며 고마워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리 손톱을 부세요?”그는 자신이 일본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손톱아래

에 타는 대나무 꼬챙이를 넣고 그를 고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내 추측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아마도 

어떤 신경계는 영원히 손상되었을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가진 분명한 습관이었다. 이따금 그는 손가락을 계속 불고 있었고, 그가 운전할 때 종종 동시

에 두 손을 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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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Thomas S. Min, ROBERTA CHANG with SEONJU LEE, When the Korean World in Hawaii was 

Young 1903-1940 하와이의 초창기 한인사회 : 1903~1940, 북코리아, 2012, 88~89

4) 이승만의 라이벌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매도, 매카시즘형 지도자    

1925년 5월 박용만은 하와이에 돌아와서 즉시 이승만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추종자들은 회

합을 방해하고 박용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붙였다. 더구나 그들은 미국의 이민국에 박용만을 “공산주의

자”라고 고발하여 국외추방시키려 했다. 

- John K.玄, 洪性傑 譯, 1986, 國民會略史-하와이 國民會의 成立과 活躍相(1903~1945),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21

김현구는 “이승만은 미국에 충성하는 자기의 행동을 늘 정당화시켰다. 안창호, 박용만 그리고 김규식을 미

군 정보당국과 민간 첩보기구에 급진적인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라고 보고했다”라고 했으며(『박용만 평전』) 

방선주는 “FBI보고에는 또 1931년의 문서를 인용하여 이승만이 박용만을 ‘일본 밀정’으로 중상 모략한 일이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사정은 1925년 신한민보도 보도했다. “하와이 통신으로 하와이 일부 인사들이 임

시정부를 조직하려고 비밀회의를 빈번히 한다는 풍설이 있다. 안창호씨는 미국에서 쫓겨 나가게 되었다고 

선전한다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볼셰비키주의를 선전하므로 미국을 범했다고 하더라. 최근에 이승만 인

도자의 말을 듣건대 어떤 한인이 미 국무성에 편지하기를 안창호씨가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하였으나 그 편

지에 성명을 쓰지 않아 익명서와 비슷하다고 하더라.”

1924년 가을 도산은 미국 입국을 위해 상하이 미국영사에게 입국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 서재

필에게 알려 스펜서(Spencer) 상원의원을 통하여 미 국무성에 교섭한 즉,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한인지도

자가 안창호를 공산당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라는 회답을 받았다. 서재필은 “여기 한인

은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라고 했다.(『신한민보』 1925.6.25.)

- 윤병욱, 도산의 향기, 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기파랑, 2012, 293~294

이승만(李承晩)과 안창호(安昌浩)는 이번에 불화로 인해 융합되지 않고, 이승만(李承晩)이 미국으로 돌아가 

안창호(安昌浩)를 공산주의자라고 선전하였기에 안창호(安昌浩)의 미국에서의 신용은 추락하였다. 상해 미

국 영사관에서 매 년 여권의 서환(書換)을 받을 때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따라서 국민대표회의 결

과 어떻게 하든 안창호(安昌浩)가 상해를 물러날 수밖에 없으나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고 길림 방면 또는 사

천성 방면으로 향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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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경무국, ｢上海情報(高警 제245호 ; 1923.1.28.)｣, 日本外交史料館資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 원문정보 - 독립운동가 자료 http://serch.i815.or.kr) 

이승만은 자신의 라이벌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는 한길수․김원봉․김규식 등을 모두 '공산주의

자'로 몰아부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길수는 미국 내 한국 ‘빨갱이들’의 두목이요 왜놈의 ‘사냥개(이중간첩)’

라고 지목하고 그를 예민하게 경계하였다. 

동시에 그는 한길수가 미정부 요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내분'을 지나치게 과장.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임정 승인을 방해했다고 분격했다.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6, 202

필자는 이박사가 안창호, 박용만, 김규식의 미국방문을 막기 위하여 미국당국에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무고

하였다는 수많은 서술들의 진상을 확인하여 보려고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비자거부당(box)」의 부분적 공

개를 요청하였었다. 그리하여 전직 국무부관리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한국의 조오지 워싱턴의 신화를 무

너뜨리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190

(한길수는) 임시정부의 대표성과 대일 투쟁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승만의 임시정부승인교섭에 강

력한 제동을 걸었다. 

한길수는 1942년 4월 20일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8쪽에 달하는 이 편지의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미주와 극동에는 ‘이승만-임시정부’과 ‘한길수-조선의용대’로 대표되는 

2개의 한인그룹이 존재한다. 즉 미주에는 이승만과 한길수가, 극동에는 임시정부와 조선의용대가 있다. 그

런데 이승만과 임시정부는 그들의 반대세력을 모두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임시정부에서 축출하거나 암살

했다. 김립․안창호․박용만 등이 그러했다. 

중한민중동맹단을 조직한 김규식과 조선의용대를 창건한 김원봉도 공산주의자로 몰려 임시정부에의 참여

를 거부당했다. 이승만은 1934년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갔다가 지금은 워싱턴에서 활동하

고 있다. 그의 어리석고 모순된 행동은 극동 한인들 사이에 분열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승만과 그의 늙

은 그룹은 결코 일본놈들과 싸울 수 없다.’ 

- 미국무부문서 895.01/102, Kilsoo K. Hann→Cordell Hull(1942.4.20.) ; 고정휴, ｢태평양전쟁기 미주한인사

회와 독립운동,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274~2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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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다 

굳이 3사람을 비교하면 박용만은 호걸형이며 안창호는 이상주의적인 반면 이승만은 현실정치가다. 이들의 

성격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도 나타난다. 박용만은 숫제 교회에 출석 않는다. 안창호의 태도는 어디까

지나 평신도다. 반면 이승만은 설교를 하는 ｢반(半)목사｣다.

이렇게 다른 3지도자의 강렬한 개성은 끝내 화합할 수가 없다. 조정에 실패한 안창호는 이해 12월 하와이를 

떠나갔고 이승만, 박용만의 분규는 더욱 악화됐다.

- ｢인간이승만백년 74 - 삼지도자의 불화｣, 한국일보, 1975.7.4. 3면

그의 본격적인 정치적 생애는 이때(1948.5. 초대 대통령 취임-인용자)부터 12년 후인 1960년 5월 어느 날 새

벽 하와이로의 슬픈 망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붓을 놓아도 좋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위에서 본 그의 소위 ‘독립운동’에서 우리는 이승만의 정치적 활동의 싹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알렌의 말에서도 분명하다. “귀국하기까지의 그의 투쟁생활은 연단에 서서 자

기의 적을 몰아치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대통령의 지위가 요

구하는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었고 언제나 적을 찾는 싸움

닭(鬪鷄)과도 같이 정적(政敵)들을 때려눕히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의 정치가 시종 독선과 고집으로 일관되

어 있었음은 그가 독립운동 때에 쌓은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의 당연한 결과였다.”

- ｢李承晩博士 海外獨立運動의 內幕(完)｣, 경향신문1965.8.11. 6면

한국에 영구귀국을 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한 1세들은 …(중략)… 하와이에서의 조선독립운동의 특징이었던 

분열상은 이제 한국으로 옮겨졌다. 어느 반이승만 인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

가서 정치에 몸을 던졌을 때,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인사회에서 했던 활동, 즉 파벌을 만들어 반대파를 

형성하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정치 집단 내에 끊임없이 불화를 조성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를 모르고 또 그가 외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을 좋아하게 되었다.”

- 웨인 페터슨, 정대화 옮김, 2003, 하와이 한인 이민1세 -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들녘, 340

(이승만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극도의 양욕, 맹렬

한 개인적 야망, 그리고 그가 모든 비판자들을 잔인하고도 가차없이 다루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자

신의 성(姓)을 로마자로 ‘RHEE’로 표기하는 데에서도 그의 성격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은 조선

조의 마지막 왕의 성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에 속하며 음성적으로 ‘LEE’로 표기한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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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모든 한국인과 구별짓기 위하여 ‘RHEE’로 표기하기로 선택했다

- Hyun, Peter. Mansei! :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152 ; 김욱동,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본 이승만｣, 동아연구제55집,2008, 35재인용

우리는 이제 우리 지도자를 잃었답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던 분, 박용만 말

이지요. 그분은 주지사에 의하여 추방당했어요. 아마 상하이에 건너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인 중 절반이 이승만이 설교를 하는 교회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해방을 

위하여 대한인국민회에 쏟아 부은 그 돈 말이에요.-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말들만 많아요! 또한 싸움질만 해대고요!

- Pai, Margaret K. The Dreams of Two Yi-Mi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37 ; 김욱동,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본 이승만｣, 동아연구제55집,2008, 37~38재인용

6) 독립운동가가 평가한 이승만 

신채호가 평가한 이승만 

강도 일본을 내쫓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제1은 외교론이니, 이조 5백년의 문약정치가 ‘외교’로써 호국(護國)의 계책으로 삼았는데, 더욱 그 말세에 대

단히 심하여 갑신(甲申) 이래 유신당, 수구당의 성쇠가 거의 외국의 도움이 있고 없음으로써 판가름되며, 위

정자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끌어들여 을국을 제압함에 불과하였고, 그 믿고 의지하는 습성이 일반 정치 사

회에 전염되었다. 그래서 갑오(1894), 갑진(1904) 양 전쟁에 일본이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하

여 청·로(淸·露) 양국을 물리치고, 조선에 대하여 강도적 침략주의를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하는 이들은 한 자루의 칼, 한 방의 탄알을 어리석고 용렬하며 탐욕스런 관

리나 나라의 원수에게 던지지 못하고, 탄원서나 열국공관(列國公館)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외롭고 약함을 슬프게 호소하여 국가 존망·민족 사활의 큰 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

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도다. 그래서 ‘을사조약’, ‘경술합병’, 곧 ‘조선’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 년에 처음 당하

던 치욕에 대한 조선 민족의 분노의 표시가 겨우 하르빈의 총, 종로의 칼, 산림유생의 의병이 되고 말았도다.

아! 과거 수 천 년 역사야말로 용기 있는 자로 보면 침을 뱉고 욕할 역사가 될 뿐이며, 어진 자로 보면 상심

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해외로 나가는 모모 지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

교가 그 제1자 제1조가 되며, 국내 인민의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일미 전쟁(日美 戰爭),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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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日露 戰爭) 등 기회”가 거의 천편일률의 문장이었고, 최근 3․1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

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이 용기 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의기(義氣)를 없애는 원인이 

될 뿐이었도다.

- 신채호, ｢朝鮮革命宣言｣, 192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 

원문정보-선언서류 http://search.i815.or.kr)

안창호가 평가한 이승만

(하와이지방총회 분규 중재 명목으로 하와이에 가서) 1915년 9월 18일 와히아와에서 열린 지방연합회 주최

의 환영회에서 안창호는 “심리개량”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은근히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여행목적이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또 

양쪽 지지자들의 아집을 함께 비판하는 투의 말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승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면 저가 무슨 까닭에 단체의 진흥을 음해하야 공익의 발전을 장애하는가. 저가 나라를 사랑치 아니함

이뇨? 저가 동포를 미워함이뇨? 아니라. 저가 나라를 사랑하는 열심도 있고 동포를 위하는 성의도 있지마는 

다만 그 마음이 공평치 못하고 편벽되며, 그 생각이 넓지 못하고 좁아서, 스스로 높이고 남을 업수이 여기

어, 차라리 나는 사람을 괄시할지언정 사람은 반드시 나를 존경하리라고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여, 홀로 지

혜로운 생각이 충만하며, 홀로 나라를 사랑하는 뜻이 팽창하야 다른 사람의 주견은 덮어놓고 반대하며, 다

른 사람의 애국사업은 모조리 저해하며, 서로 질시하고 서로 각립하야…(중략)…두세 사람도 능히 뜻을 허

락하고 마음을 합한 자 없는 고로 공동단결력이 매양 부족하야, 공익발전에 은연중 큰 장애물이 되었나니, 

이는 과거에 듣지 못하고 미래에 있지도 아니할 애국자의 불애국 행동이 현시 우리 사회에 고질이 됨이로다.

- ｢심리를 개량하라, 인도자들로부터 동포들도 속히｣, 신한민보, 1915.10.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사대신문 http://db.history.go.kr) ; 

손세일, 2008, 이승만과 김구 1875~19193권, (주)나남, 318~319

동지회에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무조건 복종하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거두어 

거느렸지만, 자기를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았다. 이박사는 어떤 일에든 적은 있기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편, 안창호 선생은 자신이 동

지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이었다. 안선생은 한국인이 새로이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

리 벽촌이라도 곧 달려가서 밤을 새우며 설득을 해서 기어이 흥사단에 입단시켰다. 동지회가 어느 정도 주종

적 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면, 흥사단은 이념적 단합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허정, 내일을위한증언, 1979,샘터사,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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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이 평가한 이승만 

3.1운동이 발발한 후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바 있는 서재필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보니 2년 동안에 그간 의사생활에서 근근히 저축한 私財 7만 6천불을 전부 탕진하여 무일푼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애국운동을 빙자하고 私慾을 채우고 私財를 축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로서

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당시의 이승만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다. 

- 서재필, 서재필박사자서전, 1948, 261쪽; 송건호,178재인용

7) 이승만과 여인들 

그(이승만-인용자주)가 독신으로 지낸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그를 몹시 따

랐다. 큰 애들은 서루 다투어 그분을 둘러싸곤 했어요. 잡수실 것을 만들어 학교로 가져오기도 하고…. 우

리들 어린 학생에겐 접근해 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난 그분을 숭배했다가는 낙심도 하곤 했지요.<박

에스더 여사(72)의 말>

이박사는가끔나이많은여학생무릎을베고누워머리를긁어달라고하곤했습니다.

<鄭월터씨의 말>                                                                                                              - 한국일보, 1975.7.8. 

이승만 주변에 여성팬이 많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소문을 낳았다. 그의 하와이 시절을 말하는 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지만 소문의 촛점은 역시 김노디 여사다.…(중략)…한인사회에서는 그 여비서

가 이승만을 짝사랑한 것이라 쑥덕댔다. 김노디 여사와 싸운 화풀이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승만이 프란체스크 여사와 결혼하자 김노디 여사도 결혼했다. 남편은 孫씨. 마음씨 착하기로 이름난 신기

리였다. 한인사회는 이 결혼에 대하여도 말이 많았다. 쑥덕공론은 이승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나 하고 결

혼한 것이 아니냐고들 했다.…(중략)…당시 한인 사회에서 이승만이 결혼을 한다면 김노디를 아내로 맞을 것

이라고 생각했음을 말해준다. 

- 한국일보, 1975.7.8. 

김노디

원적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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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住 : 호놀룰루시

직업 : 교사

연령 : 35,6세

자산 : 없음

약력 : 유년시 부모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와 소, 중학교를 졸업, 그후 미국 본토로 건너가 오하이오주 오벌

린대학에 입학하여 교육학 수료후 하와이로 돌아옴. 이승만에게 사랑받는 관계상 일부 조선인 사이에는 이

(李)의 애첩(愛妾)이 되었다는 풍설(風評)이 있다. 현재 기독교학원(이승만이 세운 한인기독학원을 말함-편

집자 주)교사 및 학감, 동 학원의 유지에 노력하며 운영금 모집에 진력하고 있다고(후략) 

- 조선총독부 경무국, ｢大正十四年 布哇朝鮮人事情｣,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7권,

한국사료연구소, 1971, 1005~1006

그 때에 미국인 거드필이라 하는 부인이 한국 사정을 선전하기 위하여 워싱톤 DC에 갔다가 이승만 박사를 

만나 보고 5인의 여학생들이 하와이로부터 온 것을 이승만이 데려왔다고 생각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이승만

이 <Man Act>라 하는 미국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저질러 지금 범죄자로 검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맨 액트>라는 법률은 누구든지 여자를 이 도에서 다른 도로 옮겨 가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매

음 업종으로 인정하여 형법위배의 범죄자로 검거하는 것이었다.

- 郭林大, 못잊어華麗江山-재미독립투쟁반세기비사,대성문화사,1973, 214~215

1920년 6월에 이승만이 맨액트(Mann Act, 유색인종이 여성과 함께 주 경계를 넘어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노동부가 이승만을 고소하면서 이승만의 상하이행이 더 늦어졌다. 이 사

건과 연루된 젊은 여성은 이승만이 자신의 대리부(surrogate father)라고 증언하였다. 그 사건은 하와이로 이

송되었고, 그곳에서 기각되었다. 

- 로버타 장․웨인 패터슨, 이주영 옮김, 하와이의한인들-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100년사(1903~2003),눈빛,2008, 119 

“이 박사의 대 여인관계는 신비의 베일 속에 싸여 있지만 그가 말년에 프란체스카 부인과 결혼하기 전 어떤 

미국 여자와 동거생활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헤어지면서 “닥터 리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정적을 꺼꾸

러칠 생각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서워졌다” 운운하는 신문보도는 한낱 가십으로서만 보아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신상초, ｢밖에서 본 이승만 박사｣, 신동아, 1965년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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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김난혜는 뉴욕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러한 모임에서 이승만을 몇 차례 걸쳐 만났다.…(중략)…김난

혜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 이승만은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며 접근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녀는 “그가 나

한테 관심을 표명하며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다”하고 밝힌다. 이승만은 아마 그녀의 미모와 지성에 끌렸

던 것 같다. …(중략)…1934년이라면 김난혜의 나이가 서른 두 살, 이승만은 무려 쉰아홉살이 되는 해이다. 이

승만은 그녀보다 무려 27살 연상으로 연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에 가까웠다. …(중략)…그러나 김난

혜는 처음에는 “주저하지 않고” 선뜻 이승만의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뒤에 가서 그 제안을 취소한다. 

 나는 그의 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 뒤에 그가 하와이에 머물 때 여자친구와의 과거 관

계와 관련하여 로스엔젤리스 한인사회에서 들어 온 소문, 또한 조선에 대한 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소문

을 모두 기억하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어 데이트를 취소하였다. 

…(중략)…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승만이 김난혜에게 데이트를 제안한 해가 바로 그가 

뉴욕 클레어먼트 호텔에서 프란체스카와 결혼식을 올린 1934년이라는 점이다.

- 김욱동,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본 이승만｣, 동아연구제55집,2008, 24~26

데이지 김은 애초에 이승만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어느 날 짙은 먹구름이 데이지와 이승만 사이에 드리우게 

되었다. 이승만은 리들리에 있는 데이지 집에 나타났다. 그들의 만남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이번 경우 이승

만은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었다. 데이지는 “이 박사님, 나한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승만은 뒤돌아서면서 조금 멀리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던 여인에게 손짓하며 앞으로 다가오라고 했다. 그녀는 짧은 금발에 유럽식 액센트를 가진 여성이

었다. 이승만은 데이지에게 그의 와이프(프란체스카-인용자주)를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중략)…이들

의 결혼은 한인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승만을 모시고 있던 김현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하기

를 이승만은 자주 기독학원과 교회에서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국제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다고 

한다. …(중략)…데이지와 이승만의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유럽태생의 프란체스카와 이승만이 결혼

하기 전, 이승만은 이십대 초반 미모의 여성인 데이지와 해리의 큰딸 메리에게 눈독을 들였다. 메리는 명문 

피바디 음대를 졸업했으며 물론 그 당시 미국 거주 한인 중 가장 부유한 부부 중 하나인 해리 김의 딸이었다. 

이승만은 메리가 자신의 부인이 되는 것에 대해 김씨 가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을 보냈다. 이승만은 오십대의 독신남으로 임시정부의 전임 대표이자, 독립한국의 가능한 미래의 대통령이

었다. 최근 아흔 네 살인, 뉴욕에 거주하는 메리와의 면담에서 그녀는, “이승만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으며, 

게다가 나도 그때 약혼상태였다”라고 회상했다. 김씨가와 이승만 관계에서 파생된 이런 뒤틀림으로 인해 유

럽인 신부를 그녀 집에 데려온 이승만에 대한 데이지의 분노는 분명하게 복잡하였을 것이다. 

- Marn J. Cha,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1957) :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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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COREANS AT OYSTER BAY. ENVOYS OF 

THE PEOPLE’, THE NEW-YORK DAILY TRIBUNE, 

1905.8.4. 

 자료2   ‘KOREA HESITATES TO BE SWALLOWED 

BUT PREFERS THE MAW OF JAPAN TO THAT 

OF RUSSIA’, THE STARK COUNTY DEMOCRAT, 

1905.8.8.

7.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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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3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8, 54,56쪽

 자료4   ｢이승만이 국민대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 1919.7.5.

국민대회 의원들께, 

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며 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

임시공관 본부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설치되었으며 통신국이 동일한 장소에 개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는 항구적인 공관 본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열강에게 개입하여 거중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일본에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우

리의 요구가 독립의 회복이라는 것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

본은 우리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여하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열강들에 지원을 

요청하는 법률적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직접 호소하는 호소문이 준비되었던 바, 그것은 1882년 우리나라와 체결한 우호통상조약(한

미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 거중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문은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상원 외교

위윈회 위원장, 하원과 상원의 모든 의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셀던 P. 스펜서 상원의원께서 국무장관

에게 대한민국의 승인 및 1882년의 조약에 부합하여 미국의 거중조정의 행사에 관한 자문 보고서 제출이라

는 결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허락을 얻기에 앞서 이 결의

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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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강화회의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즉시 본인은 윌슨 대통령과 파리의 클레망소 총리에게 여

하한 형태나 방식으로든 한국을 구속하는 일본의 권리에 반대한다는 전신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외교 서한의 복제본을 포함한 기

록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이 교신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가 보다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개

의 본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동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 워싱턴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극동에 본부가 필요하며, 우리가 위대하고 관대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의 선의

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향력과 압력을 통해 위대한 정부의 최종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 워싱턴에 본부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우리의 노력은 미국에 다소 집중되어야만 됩니다. 

효율성은 중앙집권화로부터 유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외교 통신과 교섭은 이곳 대표본부를 통해 이

루어져야만 됩니다. 

이곳 워싱턴의 통신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 필요성을 미국 국민에게 철저히 알리기 위해 한국의 상황

을 선전하는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국이라는 국가는 대중의 정서와 공감에 의해 지

배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여 일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국민이 한국의 역사 및 상황

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대의에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다수의 단체와 연맹들이 

결성되었고, 모두가 워싱턴의 중앙본부의 지휘아래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다수의 저명인사 내지 유력인사

가 이들 단체나 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우리의 대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급격하게 성장

하고 있는 정서는 본인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통신국은 우리

나라에 우호적인 모든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발췌하고 요약하여 매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이들 

신문과 잡지를 열거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

본인은 이곳의 재무 담당자와 논의한 후 그리고 우리의 법률고문인 돌프와 상의한 후 대한민국 정부 공채 

미화 500만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우리의 대의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요건들에 부합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돌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돌프는 그렇게 하

였으며, 본인은, 돌프가 감독하고 이곳에서 그렇게 하였듯이, 통과되고 인증을 받을 법률 양식과 더불어 그

의 지침을 여기에 동봉합니다. 우리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 일은 즉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권고는 이 문제에 관해 여러

분들께 보낸 7월 3일자 전신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신 것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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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의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인식하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1919년 7월 5일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 http://db.history.go.kr

 자료5   

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5.6.21.

(자신의 정책은) 조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

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무력혁명에 의존할 생각은 없다.

 자료6   임병직, 임병직 회고록, 여원사, 1964, 169~170쪽

대통령 이승만박사를 맞이한 임정(臨政)은 활기가 감돌고 있었다..그 이튿날부터 매일 속개된 회의는 갈

수록 정책적 의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 논란된 것 중에서 특히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본 것은 주요정

책의 하나인 독립운동의 방법론이었다.…(중략)…이와같은 무력수단을 강구하자는 강경론이 대두하자 이박

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면에서 반대하였다. 一. 의병단조직이나 게릴라작전은 일리가 있

으나 만약 이것이 행동화되면 국내 동포는 일본으로부터 더 한층 탄압을 받게 되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

게 될 것이다. 三 . 국제외교를 통하여 각국의 동정을 얻어 독립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중략)…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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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가 오래전부터 견지해 오는 정견이었던 것인데, 의정원은 결국 그의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자료7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낸 서한｣, 1920.9.30 

요즈음 미국의 영문(英文)으로 된 각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지에서 폭발탄(暴發彈)을 사용하고 ‘독립’

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재정을 징수하는 등의 일이 유해무익(有害無益)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외국의 동정(同情)하는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내국(內國)의 민심도 잃

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결코 독립선언에서의 본래 의도는 아니며 도리어 대사(大事)를 선전하는 데에 장

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 계책은 인내하면서 기회를 살피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들의 

뜻을 단결시키고, 밖으로는 정의와 인도(人道)를 선전하면서 일단 대세(大勢)가 변하기를 모두 소리 지르며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깊이 생각하고 멀리 고려하여, 가르치시고 그만두도록 권유해주

십시오. 오직 이 일로 말씀드립니다. 

2년 9월 30일 동생 이승만(李承晩) 올림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서한집Ⅰ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http://db.history.go.kr) 

 자료8   ｢이승만이 장붕에게 보낸 서한｣, 1920.10.15, 

현재 그대의 심각하게 근심하는 것은 내지폭탄(內地爆彈)과 토재(討財) 일사(一事)이온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불가피하다 하나 나는 홀로 전혀 옳지 않다 하노니 이는 외국의 동정(同情)이나 의지해 앉아

서 독립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어리석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내지(內地) 인민으로만 논하

여도 이로 인하여 추락하고 흩어질지언정 장려결합(獎勵結合)될 이치는 만무하고 적에게 성토(聲討)할 기회

를 주는 것이니 그대는 힘닿는 데까지 권하여 그만두게 하고자 하나이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2-서한집Ⅰ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자

료집 42(http://db.history.go.kr) ; 연세대학교 출판부, 李承晩 東文 書翰集 上, 2009, 141~142쪽

 자료9   ｢이승만이 윤치영에게 보낸 서한｣, 1928.2

一. 혁명적 독립운동을 찬성하나뇨 폭력도 끼우나뇨 하난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로 분명히 말하자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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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폭력도 끼우나뇨 함에 대하여는 의의(疑議)가 없을지니 무릇 폭력이라는 것은 약자가 소규모로 쓰면 

세상사람들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의롭지 못한 것이라 하야 그 약자로 자잔(自殘) 자장(自戕)에 떨어지게 

하되 강자가 대규모로 쓰는 때에는 공전(公戰)이라 하야 폭력으로 보지 안이 하나니 이것이 즉 이 세상에 통

례라. 국제전쟁에도 상호간 선전토죄(宣戰討罪)하야 비법무도(非法無道)한 행동을 자국(自國)은 범하지 않

는다라고 선언선전(宣言宣戰)하거든 하물며 우리들은 군사력이 비슷하여 맞서볼만한 처지도 아닌데 정의와 

인도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명정이순(名正理順)케 되기를 바라기 어려움이라. 고로 아회(我會)는 소규모적 폭

력을 정지하고 안으로는 양정축예(良精畜銳)하야 후일을 준비하며 밖으로는 비폭력을 주장하야 3.1정신을 

발휘함이 좋은 방책일지라. 지금에 몇십 몇백인의 폭약 작탄 등으로 시위 공겁(恐怯)함이 일시 듣기에 즐겁

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몇백만의 조직적 행동으로 공연 성명(聲明)하고 일시에 한꺼번에 나란히 일어나면 적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것이오. 세상사람들의 동정과 원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 연세대학교 출판부, 李承晩 東文 書翰集上, 2009, 90~94쪽

 자료10   The Washington Post, 1912.11.18.

“오래된 ‘은자의 왕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출

신으로 YMCA 방문객으로 이곳에 와 있는 이승만 박

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3년만에 한국은 전통이 지배

하는 느린 나라에서 생기 있고, 산업주의의 북적거

리는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말했다. 

Willard에서. “노면 전차의 궤도들이 그 나라의 여기

저기서 교차하고, 도시들은 전깃불로 밝혀졌고, 제분

소들과 공장들과 백화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

습니다. 서울은, 거주자들의 안색을 제외하면, 흡사 신

시내티와 비슷하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워싱톤의 거실에서 찻잔

에 묘사되던 한국에서 이제는 여행객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근대적으로 산업화된 한국으로의 

변화 말입니다.…(중략)…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YMCA입니다(후략)”

- The Washington Post Archive

(http://pqasb.pqarchiver.com/washingtonpost_historical/access/141572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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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1    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이승만 - 신화에 가린 인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137~138

이승만이 워싱턴에 체류하던 11월 중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그가 묵고 있던 윌러드 호텔로 찾아와서 

그를 인터뷰했다. 11월 18일자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에는 말썽꾸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유

화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이승만의 진지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은 3년 만에 인습에 젖어 늘어졌던 나라에서 활기차고 북적대는 산업의 고장으로 변모했다. 외양상 

서울과 신시내티는 거리 사람들의 피부색 말고는 구분이 안 된다.” 

분명히 그는 일제와의 말썽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마음의 결정을 내

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료12   ｢권업신문의 론란｣, 태평양잡지 8호(1914.4)

지금 미국인 영국인이 일인의 잘못 하는 것을 시비하려면 자기는 배일이 아니라 하고 극히 발명하며 경

위분석을 할 수 있는대로 하는 바이지만은 권업신문 기자는 배일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알던지 애국으로 

알던지 하거던 권업신문의 이름을 변하여 배일신문이라고 대서특서할지라도 우리는 말리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일본 천황폐하라 하는 말로 의른할지라도 내 집 어른을 어른으로 여겨서 남의 집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 옛적 성현의 세우진 예절이라. 비록 적국을 대하였은들 어찌 예절을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하물

며 지금 세상에는 옛적과도 달라서 각국 제왕공후 이하로 지어 평등 서인이라도 각각 그 받은바 명호를 불

러 주는 것이 국제에 통행하는 법이라. 권업신문 기자가 이런 것은 다 모르는 모양이고 다만 옛적에 충신의

사가 적진에 잡혀가면 절개를 굴치 않노라고 적국의 왕이라 원수의 괴수라 하던 법을 행코자 하는 모양이니 

권업보 사장이 5백년전에만 생겼더면 큰 충신 노릇을 하였을지라.

권업보에 또 말하였으되 일황가인의 생일에 참예한 일 등 여러 가지 괴상한 언론과 파측한 행동이 많아 

우리 동포의 정신계를 크게 그릇할 염려가 있다 하였는지라. 이것을 보면 권업신문 기자의 말 만드는 재주는 

비상하도다. 태평양잡지에 난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한동강을 따다가 기록하여 마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예

한듯하게 만들었은즉 태평양잡지가 동포정신계를 그릇할가 염려한다 하니 실상은 권업신문이 도리어 정신

계를 그릇함이라. 우리는 잔치에 참예한적도 없고 잔치에 참예하라고 권한적도 없고 권업신문 기자의 어두

은 정신계밖에 다른 동포의 정신계는 그릇드린 적이 없었노라. 

｢세상시비｣, 태평양잡지 8호(1914.4)

하물며 지금에 다수한 한인은 배일사상과 애국심을 분간하지 못하고 두가지를 혼잡하야 생각하나니 이

러므로 애국하는 자는 의례히 절대적으로 일인을 배척하는 것이 본분이오. 또한 무슨 경위를 당하던지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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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척하는 자이면 의례히 애국자로 여기는지라. 오늘날 우리의 당한 처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도 없지만은 만일 이 생각을 길러서 일인이라고는 우리가 기회있는 대로 배척하기를 일삼을진대 이는 한국

인 장래에 큰 위태한 일이라. 지각있는 애국자들은 지금부터 깊이 방비할 일이로다.

만일 한인들이 배일 사상을 애국심으로 오해하고 이런 애국심을 극히 발달하여 놓을진대 독립전쟁이 벌

어지는 날에 도처에서 한인들이 제일 목적할 일이 무엇이뇨. 대소 관민이나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일인이라

고는 만나는 대로 힘 자리는 대로 잔해하야 애국심을 표하려 할지니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여 가지고는 1500

만 명이 다 의용병이 될지라도 한 주일내에 각국 연합병이 전국에 편만하야 다 탄압정돈 시킬지라. 이는 청

국의 화단의 경력으로만 보아도 가히 알지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도다

 자료13   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6.9.29→

         The Honolulu Star Bulletin 1916.10.6 ⇂

 자료14    조선총독부경무국, ｢대정11년 조선치안상황(국외)추가｣,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7권, 1971, 

320~32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 887~888

미국 본토 및 하와이 방면에 있어서의 불령운동의 중심인물인 이승만(李承晩)은 워싱턴 회의에서 일찌기 

자기가 성명한 바의 일단(一端)조차 실현할 수 없어 신(信)을 중외(中外)에서 잃은 이래, 깊이 침묵 상태에 있

으면서 아무런 활동하는 바 없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대정 11년(1922) 9월 7일 워싱턴으로부터 샌프란시스

코를 거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이튿날 8일 동지(同地)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하였다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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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되었다.

“현재 2천만의 한국인은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더욱 더 그 결속을 굳게 하고 있는바, 개중에는 일본과 

전쟁 운운하는 자도 있으나, 전쟁은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의 상태는 일본의 

신(新) 총독(總督)의 치하에서 현저히 그 면목을 일신했다. 한국 내에 있는 일부 한국인으로서 독립시위운

동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운동은 2년 전의 독립열이 왕성하던 당시에 비하면 실로 거론할 만한 것

이 못 된다. 신 총독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개혁은 한국인에 의해 승인되고 있었다. 나 개인의 의견으로서

는, 일본의 한국 점령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일본은 점차 한국에서 철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히 그 독립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때는 사실상 현재 다만 지상(紙上)에만 존재하는 임

시정부를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독립운동사자료집 9 (http://e-gonghun.mpva.go.kr)

 자료15    조선총독부경무국, ｢大正14年 布哇朝鮮人事情｣,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7권, 1971, 945 

1922년 호놀룰루시 스쿨가의 교회당을 신축하여 내외국인(일본인 제외)을 초대하고 개당식을 거행하였

다(주임목사 민찬호). 당일 이승만의 개당 축사 및 개당식 프로그램, 누구라도 참석을 환영한다는 글이 한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래서 그때 야마자기(山崎) 총영사는 가시무라(樫村) 서기생과 함께 참관하고 이승만의 

축사 및 내외국인의 축사 연설을 청취하였다.

 자료16 

 조선총독부경무국, ｢대정11년 조선치안상황(국외)추가｣,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7권, 1971, 

322~324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 889~892

김윤수는 이승만과도 회견하여, 시사 문제를 많이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승만도 작금 정치적 활동보다

도 오히려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민 양성에 진력하고 있어서, 종래에 비해 색채가 다소 감소된 느낌이 있다

고 한다.

-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독립운동사자료집 9 (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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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7    ｢1918년 12월, 정한경이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3명의 이름으로 윌슨대통령에게 보

낸 청원서｣ 

- 방선주, 재미한인의독립운동,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1989, 23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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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8   ｢1919년 3월 3일, 이승만, 정한경이 윌슨대통령에게 보낸 위임통치 청원서｣

- 방선주, 재미한인의독립운동,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1989, 235~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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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9   ｢뉴욕타임스｣, 1919.3.17

 자료20    ｢大韓民國臨時議政院紀事錄 第一回集｣, 한국독립운동사 임정편Ⅱ 자료2, 

          국사편찬위원회, 1971, 387쪽

8. 국호·관제·국무원에 관한 결의와 인선(人選)

4월 11일에 국호 관제·국무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의 동의와 조소앙의 재청이 가결되어 토의에 

들어갈새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이영근의 재청이 가결되니라

다음에 관제에 들어가 집정관제를 총리제로 고치자는 최근우의 동의와 이영근의 재청이 가결되고 법무

부와 군무부를 증설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백남칠의 재청이 가결되니라 

다음에 국무원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니라

가. 국무총리는 한성에서 조직된 림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승만으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

완구의 재청이 있은 후에 신채호가 이승만은 전자에 위임통치 및 자치문제를 제창하던 자이니 그 이유

로써 국무총리로 신임키 불능하다는 변론이 있은 후에 국무총리도 별도로 선거하자는 신채호의 개의와 

한진교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이승만과 그 외에 후보자 3인을 추천하야 투표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

와 이영근의 재청이 있음에 후보자 3인을 추천하되 방법은 구두(口頭)로 이름을 불러 추천하야 현 출석

원 3분지 2의 가결로써 피천케 하자는 최근우의 개의와 여운형의 재청이 가결되야 후보자를 추천할새 조

소앙은 박영효를 추천하야 부결되고 신채호는 박용만을 추천하야 부결되고 김동삼은 이상재를 추천하

야 부결되고 현창운은 신채호를 추천하야 부결되고 여운형은 안창호를 추천하야 가결되고 신석우는 이

동녕을 추천하야 가결되고 현순은 조성환을 추천하야 부결되고 이영근은 김규식을 추천하야 부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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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은 이회영을 추천하야 부결된지라 이름불러 추천함은 중지하고 이미 피천된 사람 중에서 정식 국무

총리를 선거하되 선거방식은 무기명단기식투표로 행하자는 조소앙의 특청이 가결되야 투표를 행한 결과

로 이승만이 당선되니라. 

 자료21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통신｣, 신한민보 1919.8.16. 2면

4월 26일에 또 현순 씨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에 말하였으되

“리승만 각하, 각하의 글을 받았으며 각하께서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총리로 피임되었으니, 사무를 집행하

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리를 지명하시고 각하의 표□하는 바를 전보로 알게 하여 주시오. 각하가 ｢맨데토

리｣(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는 소문이 전파된 후로 우리 일하는데 무한한 장애가 되니, 만일 그 말이 사실일 

것이면 우리는 각하를 신용치 않나이다.”

 자료22   신채호 회 53명 위임통치 청원 성토문, 1921.4.19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에게 향하여 이승만(李承晩), 정한경(鄭漢卿) 등 대미 위임통치청원 및 매국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그 죄를 성토하노라. 

이 등의 청원제출은 4252년 3월경 우리나라 독립운동 발발과 동시에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평화회의가 개

설되며, 따라서 민족자결의 성랑(聲浪)이 높았도다. 이에 각 민족의 자유대로 (一) 고유의 독립을 잃은 민족

은 다시 그 독립을 회복하며, (二) 갑국(甲國)의 소유로 을국(乙國)에 빼앗기었던 토지는 다시 갑국으로 돌

리며, (三) 양강국간 피차 쟁탈되는 지방은 그 지방거민의 의사에 의하여 통치의 주권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

며, (四) 오직 덕(德) 오(奧) 토(土) -독일·오스트리아의 각 식민지는 그 주국이 난수(亂首)인 책벌로 이를 몰

수하여 협약국에 위임통치한 채 되었도다. 

이상 1,2,3항 민족자결문제에 의하여 유럽 내 수십개 신독립운동과 새로 변경된 수 개 지방외에 실행되지 

못한 곳이 더 많거니와 당초에는 각 강국들도 다 그와 같이 떠들었으며 허다한 망국민족들은 이와 같이 되

기를 빌었도다.

오천년 독립의 고국(古國)으로 무리(無理)한 만국(蠻國)의 병탄을 받아 십년 혈전을 계속하여 온 우리 조

선도 이 사조에 따라 더욱 분발함에 내지(內地)는 물론이오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러시아령의 조선인도 독

립을 부르며 미국령의 조선인도 독립을 부르며 일본 동경의 조선유학생도 독립을 부르매 더욱 미국령의 동

포들은 국민회의 주동으로 각처 향응하여 노동소득의 혈안전(血汗錢)을 거두어 평화회의에 조선독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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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기 위하여 대표를 뽑아 파리에 보낼 때 이(李)와 정(鄭) 등이 그 뽑힌 바 되어 출발하려다가 여권

의 난득(難得)으로 중도에서 체류할 새, 그들이 합병(合倂) 십년 일인의 식민지인 통한을 잊었던가. 독립을 위

하여 검에 총에 악형에 죽은 선충선열(先忠先烈)이 계심을 몰랐던가. 조선을 예로부터 독립국이 아닌 줄로 

생각하였던가. 홀연히 위임통치청원서 즉 조선이 미국 식민지 되어지이다 하는 요구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매국매족의 행위를 감행하였도다.

독립이란 글에서 일보를 물러서면 합병 적괴의 이완용(李完用)이 되거나 정합병론자(政合倂論者)의 송병

준(宋秉畯)이 되거나 자치운동자(自治運動者)의 민원식(閔元植)이 되어 화국(禍國)의 요격(妖擊)이 병작(竝

作)하리니 독립의 대방(大防)을 위하여 이(李), 정(鄭) 등을 주토(誅討)치 아니할 수 없으며 방관자의 안중에

는 조선이 이미 멸망하였다 할지라도 조선인의 심중에는 영원독립의 조선이 있어, 일본뿐 아니라 곧 세계 어

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조선을 향하여 무례를 가하거든 검으로나 총으로나 아니면 맨주먹으로라도 혈전

함이 조선민족의 정신이니, 만일 이 정신이 없이 친일자는 일본에, 친미자는 미국에, 친영자는 영국이나 러

시아에 노예됨을 원한다 하면 조선민족은 생생세세(生生世世) 노예의 한 길로 윤회(輪廻)되리니 독립의 정

신을 위하여 이(李), 정(鄭) 등을 주토아니 할 수 없으며 우리 앞길은 전국 이천만의 요구가 ｢독립｣이란 피(血)

와 눈물(淚)의 울부짖음으로 안으로는 동포의 성력(誠力)을 단합하며 밖으로는 열국(列國)의 동정(同情)을 

널리 얻음에 있거늘 어찌 위임통치의 사론(邪論)을 용허(容許)하면 기로를 열어 동포를 미혹케 할 뿐 아니라, 

또 골계모순(滑稽矛盾)으로써 외국인에게 보이어 조선민족의 진의가 어디있는가를 회의케 함이니 독립운동

의 전도를 위하여 이(李), 정(鄭) 등을 주토하지 아니 할 수 없도다.(후략)

기원(紀元) 4254년 4월 19일

강경문(姜卿文),  고광인(高光寅),  기운(奇雲),  김주병(金周炳),  김세준(金世畯),  김재희(金在禧),

김원봉(金元鳳),  김창숙(金昌淑),  김맹여(金孟汝),  김대호(金大浩),  김갑(金甲),  김세상(金世相),

김병식(金炳植),  김탁(金鐸),  김창근(金昌根),  김자언(金子言),  남공선(南公善),  도경(都經), 

이대근(李大根),  이성파(李聲波),  이극로(李克魯),  이강준(李康埈),  이춘(李春),  이기○(李起○),

임대주(林大柱),  박건병(朴建秉),  박용각(朴容珏),  박기중(朴基重),  방한태(方漢泰),  배달무(裵達武),

배환(裵煥),  서백양(徐白羊),  서일보(徐日甫),  손학해(孫學海),  송호(宋虎),  신채호(申采浩),

신달모(申達模),  안여반(安如磐),  오기찬(吳基燦),  오성륜(吳成崙),  윤대제(尹大濟),  장원갱(張元坑),

장건상(張建相),  전홍승(全鴻陞),  정인교(鄭寅敎),  조준(趙俊),  조진원(趙鎭元),  조정(趙鼎), 

송철(宋哲),  최용덕(崔用德),  최묵(崔○),  최윤명(崔允明),  하학(河鶴),  한흥(韓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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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23   대조선공화국군사통일회의 성토문(1921.5)

대미위임통치청원에 대하여 

이승만 등을 성토 일반국민에게 경고

(중략) 어느 시대에 물어보아도 가증가한(可憎可恨)한 자는 백성의 적이요, 어떤 법에 비춰 보아도 베어 죽

여 가한 자는 국가의 도적이라. 오호라, 이완용·송병준이 금일까지 상존함도 오히려 우리 민족의 원한이오, 

우리나라의 수치이거늘. 하물며 금일에 제2의 이완용과 제2의 송병준이 다른 이름으로 이미 왜적에게 팔아

먹은 국가민족을 또다시 미국인에게 전매하고자 함이라. 

3월 1일의 독립만세 소리는 다만 우리 민족의 뜻을 모아 자국의원의 기를 발휘하고 전체의 결심을 표시

할 뿐 아니라 실로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움직이고 우주가 놀라서 일반 시선이 모두 우리의 행동 위에 모이

고 만점 희망이 거의 열국의 평판 아래에 양성되던 때라. 오호라. 이러한 때(3·1운동)에 지금 소위 상해임시

정부의 대통령이라 자칭하는 이승만과 그밖에 또 정한경(鄭翰熲)·민찬호(閔燦鎬) 두 놈은 무슨 뜻과 마음

으로 우리 민족의 결심을 파괴하며, 우리 민족의 욕망을 압도(壓倒)하고 감히 제멋대로 미국정부와 평화회

의에 대하여 ‘대조선 국가의 통치권을 미국정부에게 위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겸하여 그들은 ‘조선민족

의 대표로서 이천만 백성의 의지, 즉 우리의 자결심(自決心)으로 이를 요구하노라’ 하였으니, 아아 이것이 과

연 우리 민족의 자결심이며, 또 우리가 일찍이 이 사명을 이승만 등에게 위임하여 왜적의 노예를 미국에 전

매하라 하였더냐. (중략)

또 구미 각국에서는 정계, 학계와 상계, 공계에서 모두 칭찬하기를 이 같은 혁명운동은 천지간 역사가 있

는 이래에 신기록이라 만일 우리가 조선독립을 찬조 안하면 우리는 곧 인도의 죄인이라 하여 혹은 신문, 잡

지, 또 혹은 연설, 연극으로 각각 기능을 삼아 선전과 주선에 남는 힘을 쏟더니  홀연히 3월27일에 만국연합

통신사 전보가 나왔는데, 이승만의 위임통치 요구가 구미(毆美) 각 보도에 게재됨에 졸지에 인심이 돌변하며 

여론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당시에 열심히 우리 독립운동을 응원하던 자들이 모두 발걸음을 주저하고 행진

을 멈추었으며, 말없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말하기를 “조선민족의 자결심이 완전독립이냐? 통치위임이냐? 

우리가 만일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모순으로 진행하면 이는 이웃의 통곡에 양복을 마름질함이라” 하고 

일반 운동과 일절 기관이 모두 관망하는 위치에 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 이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외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국가 전도의 명맥과 절호의 기회를 완전

히 일개 이승만이 소멸시킴이로다.(중략)

조선의 위임통치 요구가 나던 동시에 특히 미·일(미국·일본) 양국 사람의 행동을 보면 더욱 우리는 피를 

토할 일이다. 당시 우리 운동에 대하여 가장 극력으로 선전한 자도 미국인이오, 극력으로 찬성한 자도 미국

인이오, 극력으로 원조하고자 한 자도 또 미국인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조선이 미국인 통치 앞에 있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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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이가 나온 이후에는 그 공기가 홀연히 변하여 ‘독립’ 두 글자의 문자는 석양 풍에 날아가고 위임통치

의 여론이 비온 후 풀과 같이 신문과 잡지가 논조를 바꾸며 또 정계인물들은 우리에게 행하여 말하기를 “이

것 위임통치는 실로 조선의 전도 발전을 위하여 지혜스러운 일이라” 하니 이는 비록 덕이 있고 욕심이 저고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미국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의 집의 노예가 되고자 함에 당

하여는 하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고로 우리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두터이 바라고 중하게 보던 미

국 관민의 원조는 은연히 일개 연화물(軟化物)을 짓고 또 일본 방면으로 보면 당시 만세 소리가 중의에 선전

하고 천장(千丈)의 기운이 우주에 가득찬 날에는 일본인은 약한 벌레와 같고 죽은 자와 같아 여하한 성취(聲

臭)가 없더니 이승만의 위임통치가 나온 후에는 기염이 다시 일어나고 위독(威毒)을 다시 펴 대서특서로 천

하에 선전하기를 “선인은 원래 사대주의의 고질병으로 독립성이 없는 자다. 고로 우리 일본이 일찌기 조선을 

합병함도 실로 부득이 함에서 나옴이오, 장차 통치를 계속함도 또 부득이 함에서 나옴이오, 결코 영토의 야

심을 꾀하거나 인국의 멸망을 도모함이 아니라. 이제 비록 자결주의가 이같이 성행하나 조선인은 자기의 성

능을 자기가 아는 고로 타국에 향하여 통치를 요구하니 이는 독립의 불가능을 자인함이 아니냐” 하였으니 

대저 이에 대하여 누가 능히 반박할 여지가 있으랴.(중략)

한마디로 단언하기를, 국가를 파는 자는 가히 베일 것이오, 민족을 파는 자는 가히 베이리다. 이완용․송병

준이 나라를 팔고도 그 몸을 보전하고 그 낙(樂)을 누림에 어찌 이승만 등이 감히 그 자취를 본받아 아직 왜

적의 노예를 잇지 못하고 이제 곧 그 굴레를 벗고자 하는 인민을 다시 미국에 전당(典當)하였으니 대저 이것

이 이완용․송병준과 한 점이라도 다름이 무엇이요? 시험하여 보건대 이완용․송병준은 우리의 통치권을 왜적

에게 팔아먹을 때에 그 조약 제1조에서 말하기를,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한국 통치권을 대일본 대황제에게 

양여한다”한 바다. 이제 이승만은 미국에 대하여 우리의 통치권을 위임하기로 청원한바 만일 이를 조약으로 

성문(成文)하면 응당 그 제1조는 “대한국 대통령은 대한국 통치권을 대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할 것이

다. 오호라! 이를 국적(國賊)이라 아니하면 장차 무엇을 가리켜 민적(民敵)이라 하겠는가?(후략)

內地國民公會代表　朴容萬(박용만)

布哇國民軍(하와이國民軍)代表　金天浩(김천호)

布哇國民軍(하와이國民軍)代表　朴承善(박승선)

布哇國民軍(하와이國民軍)代表　金世晙(김세준)

北間島國民會代表　姜九禹(강구우)

西間島軍政署代表　宋虎(송호)

內地光復團代表　權敬止(권경지)

布哇獨立團(하와이獨立團)代表　權承根(권승근)

布哇獨立團(하와이獨立團)代表　金鉉九(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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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哇獨立團(하와이獨立團)代表　朴健秉(박건병)

內地朝鮮靑年團代表　李光東(이광동)

內地朝鮮靑年團代表　李章浩(이장호)

俄領(러시아령) 大韓國民議會代表　南公善(남공선)

內地勞動黨代表　金甲(김갑)

內地統一黨代表　申肅(신숙)

內地統一黨代表　黃學秀(황학수)

內地統一黨代表　申達模(신달모)

대조선공화국군사통일회의  기원 4254년(1921) 5월 일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자료24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6권 - 1921년 5월 미상

제목 : 만주에서 여준(呂準) 이탁(李沰) 김동삼(金東三) 곽문(郭文)

출전 : 조선민족운동년감, 조선독립운동 제2권 민족주의운동 편

만주에서 여준 ․ 이탁 ․ 김동삼 ․ 곽문 ․ 김진삼 등의 연서로서 된 좌기(左記)와 같은 결의서를 윤기섭이 대한

민국림시정부에 발송하다.

진자(陳者) 본인 등은 시국에 대한 고충과 개탄과 갈망으로 본월26일 액목지방(額穆地方)에서 비공식회

의에 의하여 결의된 이유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니 양찰이 있기를 원함.

 조항

(1) 현재의 간서대의사(間西代議士)를 중개하여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정부개조의 필요를 제의함.

(2)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이 행위의 주창자는 퇴거를 명령할 것.

(3) 의정원에 제출한 개조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때에는 현재 간서의원(間西議員)을 소환한다.

(4)  우(右) 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본 기관 대표의 명의로써 정부를 파괴하려는 제3단체의 참가를 허가하

지 말 것.

(5) 서방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될 때에는 간서(間西)는 간서 자체를 보장 자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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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右) 조항 실행을 희망하면서 이진산(李震山)을 특파(特派)하는 바 자세한 것은 일체를 특파원의 구

술에 위임함.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http://db.history.go.kr)

 자료25   현순이 하와이국민회에 보낸 전보(1919.3.29)

Korea American Research Porject, The Hei Sop Archival Collection, Collection 367 : Korean Immigrant 

History Materials, box 2.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apers, folder 3 Cablegram,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and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orean National Association

Honolulu

Japan Employs cunning tricks bribed three pro Japanese. Shichunkyoins Pushangs formed self government 

league intending demonstration against us. People are forced to sign against independence. On twentyfifth 

twentysixth grand demonstrations at Seoul. Hills decorated with our flags. 200 arrested casualties both sides 

same(?) Uprising everyday. 600 our troops crossed (일부 내용 결락) Demonstrations in Siberia Manchuri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Representatives. President Son Pyung Hi, Vice President Par Young 

Hyo, Secretary State Rhee (S)yngman, Home Ahn Chang Ho, Finance Yun Hyun Jin, Justice Nam Hyung 

Woo, War Li Tong Whi, Commander Lyu Tong Yul, Delegate at Paris Kim Kyu Sik. Announcement follows, 

answer your opinion immediately. Seven hundred thousand yen confiscated by Japanese. Financial help 

urgent. Money received. Kim Kyu Sik changed name Chin Chung Wen, Boite Postal 369 Paris. Hyun Soon.

-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역사비평사,2005, 166~167쪽에서재인용

※  이 전보에 근거하여 생산된 자료에는 ｢대한국임시정부 내각이 조직되어｣(신한민보, 1919.4.5, 1면), 

｢중앙총회에서 4대국 정부에 발한 전보｣(신한민보, 1919.4.8, 2면), ｢상해3월29일국민총회에달한현

순 씨의 전보｣(대한독립혈전기, 하와이호놀룰루, 1919년8월15일)등이있다.

 자료26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통신｣, 신한민보, 1919.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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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이승만)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임시정부에 관하여 4월 4일에 보낸 제1호 전보가 ◯◯로부터 왔는

데 그 전보에 말하였으되

필라델피아 콜로네이□

“이승만 각하 - 대표자들이 임시정부를 조직하온바 대통령은 손병희씨오, 부통령은 박영효씨요, 국무경

은 이승만씨요, 내무경은 안창호씨요, 재무경은 양유찬씨요, 법무경은 남형우씨요, 군무경은 이동휘씨요, 

사령관을 류동렬씨요, 평화대사는 김규식씨라. 이상과 같이 선정하고 선포하였으니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

시오. 재정은 풍족하오며 완전한 독립을 원하오. - 현순.”

나는 이것을 광포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에 있는 신문, □보위□들과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서 미국 전경

에 광포하였으며, 4월 5일에 내가 현순씨에게 답전하되

“임시정부에서 공식으로 나에게 우리 운동에 대하여 빚을 얻는 권리를 주는 것을 곧 전보하여 보내시오”

 <중략>

4월 11일에 또 현순씨에게 전보하였으되

“임시정부에서 공식으로 나에게 우리 운동에 대하여 국채 얻는 권리를 주는 것을 전보하시오”

4월 15일에 현순시의 전보가 왔는데 하였으되

“신성한 대한민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에서 조직되었는데, 그 각원들은 이하 하외다. 총리 이승만, 내

무경 안창호, 외무경 김규식, 재무경 최재형, 법무경 이시영, 군무경 이동휘 등 제씨로 선임하였소”

 <중략>

5월 6일에 내가 또 이같은 전보를 발하였으되

“현순씨- 독립을 청구하였으며, 여러번 전보하였는데 받아 보셨소. 만일 필요할 것 같으면 ○○로 내가 가

겠소. 국채를 얻자 하면 임시정부의 문빙이 필요하오. 형편을 알려주시오. 나의 사무소는 미국 서부 컨티넨

탈빌딩이오. 해저 전신부호는 ‘코릭’이오.”

 자료27    현순이 하와이 국민회에 보낸 전보(1919.4.10)

Korea American Research Porject, The Hei Sop  Archival Collection, Collection 367 : Korean Immigrant 

History Materials, box 2. Korean Provisional Gvernment Papers, folder 3 Cablegram,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and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rovisional Government cabled before was wrong. Our real one being under construction as follows No 

Presidents, Premier Rhee Syngman, Home Ahn Chang Ho, Foreign Kim Kyu Sik, Finance Choi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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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ng, War Lee Tong Whi, Commander Cho Sung Whan. Japanese sent six battalions 400 gendarmes to 

Korea. Hyun Soon.

-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역사비평사,2005, 171쪽주85에서재인용

 자료28   신한민보, 1919.5.8, 2면

국무경 이승만 박사의 청원, 금번 혁명은 부분적 운동이 아니오 전체 민족의 대자각

우리 족속은 절대적 독립과 자유를 원하노라고

우리 국무경 이승만 박사는 4252년 4월 30일 서부 워싱턴에서 현금 파리에 있는 북아메리카합중국 대통

령 우드로 윌슨 각하에게 청원하였기, 이에 그 전문을 개재하노라

경계 우리 대한공화국 임시정부(1919년 3월 1일에 대한 민족 전체의 뜻으로 조직됨)에서 나에게 권리를 맡

긴바 귀 평화회의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드려놓나이다. (후략)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국무령 이승만

 자료29   신한민보, 1919.5.31, 1면

임시국회에서 수상을 임명

이승만 박사로 정식 서임

워싱턴 5월 30일 - 대한공화국 주미한국대표 이승만 박사는 상해에 있는 대한국 임시국회에서 임시정부 

수상을 이승만 박사로 선임하였다는 국회의장의 해저전신을 오늘에 접수하였다더라. 

 자료30   신한민보, 1919.8.19, 2면

불의에 5월 29일, 30일에 ○○로서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에 말하기를

‘이승만 각하- 4월 11일 임시국회가 회집하여 선거법에 의지하여 각하를 총리로 선거하였으니 조량하시

오- 임시 의회장 이동녕’

‘각하의 전보를 받았으며, 정식 빙준을 전보하였으니 이것이 국채와 혹 기타 관계에 만족하오릿가. 현순 씨

에게 통신치 말으시오. 해저전신 부호는 ○○○○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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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31   (騷密第七八三號,1919.4.24)獨立運動に關する不穩文書發見の件(『朝鮮獨立運動』2)

4월 23일 경성에서 ｢임시정부 선포문｣, ｢국민대회 취지서｣, ｢선포문｣ 등 별지 번역문과 같이 불온 인쇄물

이 발견되었다. (중략)

선포문

이에 국민대회(國民大會)는 민의(民意)에 기초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국민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출

석할 위원을 선정하고 약법(約法)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하노라.

조선건국 4252년 4월   일  

국민대회

 

임시정부 각원(閣員)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　이승만(李承晩)

국무총리총재　이동휘(李東輝)

외무부총장　　박용만(朴容萬)

내무부총장　　이동녕(李東寧)

군무부총장　　노백린(盧伯麟)

재무부총장　　이시영(李始榮)　　차장 한남수(韓南洙)

법무부총장　　신규식(申圭植)

학무부총장　　김규식(金奎植)

교통부총장　　문창범(文昌範)

노동국총판(總辦)　　안창호(安昌浩)

참모부총장 　　류동열(柳東悅)　　차장 이세영(李世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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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32   Korea ReviewⅠ-5(1919년 7월), 8쪽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자료33   신한민보, 1919.6.17, 1면

도산선생의 적확한 전보 도착

임시정부에 관계된 사항

6월 16일(본사 특별전보로)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는 아직 대통령은 선정치 않으며, 나(도산)는 취임하지 않

았으며, 임시정부는 총대 위원회로 조직되어 사실상 집행중이며, 총대위원(우리)은 한국 내지로서는 재정을 

구취할 수 없으니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는 반드시 첫째 재정을 가져야 하겠노라. 그 이유는 당장 활동비로 

재정을 요구함이라.

※ 이 시점에도 신한민보가상해임시정부를 ‘대한공화국임시정부’라고표기하고있다.그것은상해에

서 온 전보를 번역해야 했고,  동시에 제일 처음 알려졌던 대한공화국 임시정부라는 명칭이 여전히 미주 한

인사회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7월 중순 상해 임정,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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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자료34   신한민보, 1919.8.19, 2면

김규식, 리관용 양씨에게 증서를 보냈소이다. 동맹국들에게 조선독립을 인정하라고 국서를 보냈으며 내가 

대통령의 명의로 공인을 구하였소이다. 불구에 미국 국회에 제의하게 되었으니 비밀하시오. 외교 사무는 이

곳에서 주관할 터이니 서로 혼잡이 되지 않도록 할지며, 완전 독립만 되어야 하겠소. 4월에 현순 씨에게 보낸 

나의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까 신은 이곳에 없으며 자기도 독립을 원한다 하오. 6월 17일. 코릭.

 자료35   신한민보 1919.7.10



88  

 자료36   ｢공채표와 애국금｣, 신한민보, 1919.10.7. 1면

공채표는 이승만박사에게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가결

이박사가 현순씨에게 보낸 전보

‘임시정부에서 나에게 위임장을 해저전신으로 보내어 나에게 청채하는 권리를 맡겨 재정적으로 우리의 활

동력을 돕게 하며 성문한 위임장은 그 후에 보내시오-4월 5일’

‘임시정부에서 해저전신으로 나에게 위임장을 보내며 나에게 돈을 청채하는 권리를 맡겨 우리의 활동을 

재정으로 공급케 하시오-4월 11일’(중략)

7월 26일 와싱톤 내전

임시 정부에서 공채발행의 전권을 이국무총리에게 전보로 위임하였는데 오늘 이박사에게 총리대리 안창

호씨에게서 좌와 같은 전보가 왔는데

제1전보

공채 발행사업은 착착 준비중이며 한국 독립문제는 미국 국회에서 제출되어 동정하는 태도가 만사옵

이상에 기록한 바 임시정부와 와싱톤과의 거래한 전보들과 의정원 기사를 참고하여 보면 이박사에게 공

채발행의 전권을 위임한 것이 확실하나 그러나 현금 와싱톤에서 발행하는 공채권이 의정원에서 의정한 원

안과 주의목적에 적합한지 아직 그 공채권을 구경치 못하였으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되 지금 표면에 나

타난 것으로 관찰하면 ‘공채발행의 전권’이라는 전권래도가 많은듯(기자)

 자료37   ｢국채표에 대한 포고문｣, 신한민보, 1919.8.21 

본년 3월 1일에 본국에서 독립문을 선포하고 ◯◯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한 소식이 미주에 도달한 이후로 

◯◯에 있는 우리 대표원에게 전보와 편지로 교섭하여 무슨 명목으로던지 나에게 정부에서 위임하는 문빙

을 가지고 미국 재정가에게 국채를 얻고자 하였으나 통신상에 장애를 인하여 ◯◯에서 인가한바 정부 공포

문도 6월 초성까지 얻어보지 못한지라

4월 23일에 국민대회에서 포고한 공문 원본을 5월 그믐에 접수한 이후 형세가 변하고 시기가 달라짐으로 

아직 거론키 어려운지라 그럼으로 우선 공채문을 발행하여 내외국 사람에게 발매한 재정을 모아 국시에 만

만시급한 수용에 보충코저 하노라. (중략)

대한민국 원년 8월 13일 임시 집정관총재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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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38   신한민보, 1919.9.18, 1면

임시정부행정령 (제2호) 한국위원회

이에 광포하는바 나-이승만- 대한민국 집정관총재는 나에게 부여한 직권의 실행으로 이에 조항과 절차

로 성립되고 좌와 같은 권리의 의무와 직분이 있는 한국위원회를 설립하노라.

제1조 위원회 조직

제1항  집정관총재는 한 위원회를 자벽하되 그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들은 원적을 

가지고 행위가 정당한 자로 선택하게 함

제2항  그 위원회의 의무는 아메리카와 율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무를 대표하되 임시정부의 지휘를 

따름이 마땅함

제3항  그 위원회의 직권은 재정을 수입하고 지출하되 임시정부의 승인을 의지하여 일반재정수입지출의 명

확한 통계를 수정하여 임시정부에 3개월 1차씩 보고하게 함

제4항 그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집정관총재의 의사에 맡기게 함

제5항 그 위원회의 회장과 다른 직원과 특별위원은 그 임원회에서 스스로 공선케 함

제6항 그 위원회는 시기의 필요를 따라 예산안을 만들고 금액을 정하게 함

제2조 위원회 규칙

제1항 이 위원회의 절차는 보통의회 규칙을 부합케 함

제2항  그 위원회는 현금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진행되는 바 일반 사무에 관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정기예

산안을 제정하여 집정관총재의 승인을 얻게 함

제3항  일반 재정을 의연이나 공채 혹 국채나 조세를 물론하고 다 그 위원회에서 수합하여 한국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은행이나 혹 몇 은행에 임치케 함

제4항 여러 가지 재정을 지출할 때에 2인 이상이 서명한 기명은행권(채)을 쓰게 함

제5항  완비한 부기서류를 분명히 수정하여 일반 수입지출을 다 일일이 기록하게 함. 어느 때던지 구회나 

집정관총재가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 부기서류는 전문대가들의 검열과 조사를 받게 함

제6항 그 위원회는 이 사무를 임시정부에 향하여 매 3개월 1차씩 보고하게 함

제7항 집정관총재는 이 위원회의 직무상 회원이 되게 함

제3조 부칙

제1항  이 행정령의 본문은 집정관총재의 관청에 두게 함. 본 령의 등본은 집정관총재의 서기의 등사와 인

장증명하여 집정관총재가 선택한 위원회 각 회원에게 그들의 위임증서와 함께 전케 함

대한민국 원년, 서력 1919년, 조선기원 4252년 8월 25일  대한민국 집정관총재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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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39  신한민보, 1919.10.7, 3면

공고문

집정관총재의 발송한 행정령 제2호에 공포한 바와 같이 특파구미주차위원부에서 시무하는 터이니 유럽

과 아메리카에 재류하는 일반 국민은 진실 준행할지며 현금 본 위원부에서 공채표를 발생하여 각 지방에 분

전 발매할지니 모든 중외 국민은 이 독립을 회복하는 모든 사무에 원만한 성적을 얻게 할 것이며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애국금을 모집하는 바는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함이나 일치적 행동에 장애가 생기

거나 혹 오해의 충절이 있을까 염려하여 애국금은 정지하고 공채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대로 준

행할지어다.

민국 원년 9월 12일  대한민국 임시집정관총재 이승만

특파구미주차위원 김규식 송헌주, 이대위

 자료40   ｢통지서- 임시정부의 회전, 애국금을 계속하시소｣, 신한민보, 1919.10.11.

중앙총회로서 일즉이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아 애국금 수봉을 진행하든 자이니 애국금을 물시할 것 같으

면 응당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것인데 없는 것이 진퇴를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고로 본 중앙총회는 여

러차 와싱톤위원부와 교섭하였고 최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전보로 물어본 바 10월 9일 즉 오늘 하오 1시 

54분에 임시정부의 답전을 받은 즉 여기에 “애국금은 계속하시오. 와싱톤에도 이와같이 통지하였소”하였고 

또 9월 7일에 발한 의정원 부의장 정인과씨의 공문 제8호를 받은즉 제6관에 재정에 대하여 내지에서는 길

을 트기가 심히 어려워 지금까지 다수의 재정이 오지 아니하나이다. 전번에 보낸 글에도 상달하였거니와 애

국금인구세는 결정한대로 시행하심이 좋을 줄 믿나이다. 하였더라. 이상 전보와 통신은 정부의 명령인바 애

국금 계속을 지휘하였으니 이를 받들어 행함이 당연한 일이라. 그런고로 이상 명령을 번등 발표하오니 시일

을 지체하지 말고 애국금 모집을 계속 진행함을 바라나이다.

대한민국 원년 10월 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정부애국금 수합위원 백일규

 자료41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제42호(1925.4.3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국사편찬위원회

결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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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一. 본원은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하기를 결의함

이 유

一.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서약과 동 제39조를 위반하엿나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에게 발송한 대통령공첩에 의하면 ｢하와이(布哇) 

교민의 인구세 중지한 것은 다 본 통령(統領)의 지휘에 의하여 행한 바이니 위원이나 단장(團長)을 고책(誥

責)할 것이 아닙니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본 통령이 포왜민단장과 부인회장에게 신칙(伸飭)하여 상해로 

납송(納送)할 공전(公錢)을 다 정지하고 다시 훈칙(訓飭)을 기다리라 하였나니｣ 라고 하였슴

설 명

一.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선서문을 들면 ｢나는 일반 인민의 앞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이러한 법적 서약에도 불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헌법 

제10조 제1항을 범하도록 지휘하였으며 헌법 제39조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때는 반

드시 국무원이 부서(副署)함이라는 법문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의로 이용하여 단독히 인민에게 납세중지명

령을 발포하였도다. 소위 대통령으로써 정부로 상납하는 인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케 한다 함은 고금에 

없는 집정자의 행동이며 사복(私腹)을 배불리려는 필부심(匹夫心)의 행위라 함

二. 헌법 제11조를 범하였나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1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송한 공첩에 의하면 ｢태평양 동서로 구역을 나누

어 원동 각지는 상해에서 관리하고 미주․하와이(美佈) 각지는 미경(美京, 워싱턴-편집자주)에서 관리하여 

현상유지책 하에서 각각 분담 진행하되 단 중대사항에는 피차 협의를 구해 행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였슴

설 명

헌법 제11조에 임시대통령은 정무를 총람한다 함을 불구하고 반대로 정무를 분파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케 하여 자기의 사견에 복종케 하였슴

　

나. 동상 공첩내에 또 말하였으되 ｢내지에서 수십만원의 재정이 상해로 유입할 당시에 정부에서 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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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하여 일푼전도 조급(助給)한 적이 없었으며 원동에 산재한 수백만동포에게 은전 1원을 징수치 못

하면서 미포에 대하여 공납을 불납이라 국법에 불복이라 하는 말로 논책(論責)할 수 없습니다｣ 라 하였슴

설 명

우(右)와 같은 언사는 국무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국무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의의는 국무를 떠난 일개 당파의 수령으로서 정부 당국자를 반박하고 반항하는 언론에 지나지 않으니 이

는 그가 대통령의 명의(名義)로 사복(私腹)을 도모하는 첩적(疊積)된 야심적 관념에서 나온 것임

三. 대통령을 산출한 헌법 및 임시의정원을 부인하엿나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1일부로 국무원 검위(僉位) 윤감(輪鑑)으로 보낸 공첩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

률로 어떠한 의안(議案)을 통과하던지 우리는 다 임시편의를 위하여 방임할지로되, 그 13도 대표가 국민대

회로 한성에 모여 선포한 약법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

이라 한 법문과 위반되는 일을 행하여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준행(遵行)치 

않을지라｣ 하였슴

설 명

지금 약법 제6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임시의정원의 정식 국회를 대체한 것과 현행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체한 것을 부인함이라. 만일 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임시의정원이 정식 국회나 혹은 이를 대체한 것이 아

니므로 그 결의를 준행하는 것이 약법 제6조 위반이라 할진대 이승만은 무엇에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으

며 어찌 그 의정원에서 통과한 헌법으로서 산출된 대통령의 직은 수이물실(守而勿失)하려하는가? 현 대통

령이 그 직에 당하게 됨은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현행 임시헌법 제6조에 의하여 된 것

이며 약법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었고 한성 선포에는 집정관총재라 하였느니라. 만일 현재 림시의정원이 약

법 제6조에 기재한 정식 국회 혹은 이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일체 결의하는 사항을 실행치 않는다 할

진대 집정관총재가 대통령으로 변경함도 그 당시에 부인하였어야만 할 것이거늘 리승만은 부인보다도 오히

려 이를 연동하였느니라

나. 동상 공첩내에 말하였으되 ｢국민 전체를 상당히 대표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이 이들 법

안(대통령 유고문제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슴

설 명

대통령을 선거한 의정원에서 대통령 유고(有故)를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범죄하면 탄핵이 가능하거늘 국

민 전체를 대표할 상당한 립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의논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니 현행 제도가 

어디에서 산출(産出)한 것이관데 이러한 망담(妄談)을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 능히 할 바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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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右) 이유에 의하여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행동은 하루라도 묵과키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본원 등은 원

법(院法) 제84조에 의하여 본안을 제출함

대한민국 7년 3월 13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라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심 판 서

주 문

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 및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하여 이 위법된 사실을 조

사한 바 그 증거를 들면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前)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에게 보낸 임시대통령 공첩

(별지 제1호 증) 동 6년 12월 22일자로 국무원 검위(僉位) 윤감(輪鑑)으로 보낸 임시대통령 공첩(별지 제2호 

증) 同 6年 7月 3日에 發한 구미위원부 특별통신(별지 제3호 증) 동 7년 1월 28일에 발한 구미위원부통신 특별

호(별지 제4호 증) 동 7년 2월 13일자로 박은식(朴殷植)에게 보낸 서신(별지 제5호 증)과 같음.

이승만은 말로는 외교에 의탁하고 직무지를 이탈한 지 어언 지금 5년에 원양일우에 격재하여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천조간포(擅造刊布)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

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어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애(妨礙)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 

요컨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

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림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

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

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 뿐더러 순국제현의 명목(暝目)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忠勇)의 소망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 7년 3월 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라창헌

동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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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42   성명서 이승만 

대저 국민회관 건축이 우리에게 학식을 주겠는가. 재정을 주겠는가. 일반 동포가 이해득실을 판단하여

야 할 것이며 이제 잡지사업과 학생기숙사 일이 잘못되거든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국민회 돈 주어서 시루에 물 붓듯이 없애는 것보다 리승만에게 주어서 사업하는 것이 한

인 전체의 유익이 될 것이다. 

국민회 당국이 지나간 양년에 수입된 의무금을 무엇에 썼는가. 사탕밭에서 땀흘려 모은 돈을 받아서 무엇

을 하였는가. 그것을 리승만에게 주었으며 학생기숙사 건축이 완성되었을 것이며 국민회는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나 학생기숙사는 한 번 세우면 영원히 우리의 자녀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략)

- 태평양잡지, 제2권 5호, 6호 참조 ; 김원용, 2002, 113~114쪽 재인용 

 자료43   ｢하와이 현시정형｣ (신한민보 1915.6.24)-Honolulu Star-Bulletin 1915.6.7. 번역

△ 19명 한인의 피착

(하와이 영문보)

이홍기는 새로 선거된 임원에게 맞아 중상하였고 영수 박용만을 죽이기로 의결

350명이 의결할 때에 주필 두 사람이 도망하였는데 하나는 미국으로 향함

호항 있는 ‘소한국’은 혁명 안에 혁명을 일으켰도다. 그 분란은 일삭 전에 국민회장이 재정 흠축한 사건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극도에 달하여 신구 임원이 서로 싸우는도다. 달지 비밀경찰은 말하되 호항 한인 350

명이 지난 예배 륙일에 국민회관에서 의결하고 박용만을 추종하는 파당을 모조리 죽이기로 작정하매 국민

보 주필 겸 가할류 한인병학교 교장 박용만은 폭동을 피하여 씨어라선을 타고 호항을 떠났도다.

전 총회장 김종학이 재정 1,365원을 흠축 내인 일로 한인교회를 주장하는 이박사의 파당이 항거하여 지금 

한인정계에 큰 싸움이 되었도다. 지난밤에 한인 이홍(이홍기)이 중상을 당하고 경무청에 와서 고발한 고로 

그의 고발을 인하여 그를 난타한 회원 19인 포착령을 발하였는데, 순검의 말을 들은즉 이홍기는 타곡하는 

기계로 짓이긴 것 같이 되었는데 그 죄인들은 금일 오후에 잡을 모양이더라. 김종학의 사건으로 피차 악감정

이 일어나매 전 임원의 파는 일제히 의회에서 축출하고 국민보 주필 중에 깊은 두 사람은 그 몸을 피하였더

라. 주필 한재명은 지금 왜께기에 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건대 이승만의 예배당에서 주일학교를 필한 후에 

이승만의 패가 한재명을 잡아가지고 버리타니아와 펀치볼 스트리트에 가서 부나호차를 타고 가다가 왜께기

차를 바꾸어 탈 때에 한재명은 급히 가는 차에서 뛰어내려 모아나 호텔로 들어갔더라. 그날 밤중까지 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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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더니 그후에 그가 그의 부인에게 전화로 통기하였더라. 다른 주필 이주영(이주연)은 

난류의 찍히는 것을 두려워 작일까지 숨었다가 지금은 가할류 한인병학교로 갔다더라.

피착된 회장 김종학의 문부를 다시 조사한즉 그의 흠축된 재정이 1,365원이 아니오 500원인데 이는 빈한

하여 할 수 없는 한인을 도아준 것이라. 지금 이승만의 선동으로 나온 새 파당은 그 목적이 한인병학교와 교

회와 학교와 신문사를 온전히 자기 수중에 넣고저 함이라. 다른 섬에서 대의원 22인이 와서 회의 규칙을 개

정하여 다시 임원이 재정을 축내는 패가 없게 하고자 하는 중에 그 의원들은 각각 보호군 2명씩 데리고 와

서 그 일을 억지로 실행코저 하였도다.

이홍기는 구 임원을 돕고자 하다가 매를 맞아 중상하였으며 국민보 주필 두 사람은 무서워 도망하였고 국

민보 사장 박용만은 작별도 없이 씨어라선을 타고 상항으로 갔으니 이는 신 임원을 두려워 그리한 것이라고 

순검들이 말하더라. 경무총장 맥더피 씨는 그 죄인들 잡을 일을 생각하여 밀러 스트리트 회관에 가서 19인

이 피착된 말을 광포하였스니 그 피착된 죄인들은 안현경 고석주 황기운 김성봉 승용환 민한옥 김영한 박영

해 민근호 이석준 임창진 양흥엽 김경운 김정집 송진영 김원서 홍한식 정일성 최순호. 

- Honolulu Star-Bulletin 1915.6.7.

 자료44   공고서 제30호(19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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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45   스타블러틴 1921.8.3｢朝鮮人騷擾事件에 관한 報告의 件(1921.8.6)｣, 不逞團關係雜

件-朝鮮人ノ部-在歐米(5),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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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46  하와이 교민단 관련 재판 문서

Rhee’s Gangsters at Work 

Kim Chung Hyun, the Rhee’s “temporary President” for the Korean National Assocoation inserted false 

“legal notice” in the paper Kim Chung Hyun made false report to the post office and changed the lock of the 

box rented by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he must have intercepted some mail before the lock was 

changed back to the original one. 

Rhee’s gang after chased out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uilding made their head-quarters in 

the Korean School building and they pitched their “camp” in the tenament house which belongs to the same 

property of the church; there they make all sorts of schemes such as kidnapping D.Y.Shon, Presid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placing him under private torture in order to get the books and seals, 

killing this and that people sepecially Henry Kim, Warren Kim and Wmm Y. Lee, storming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uilding not for occupation this time but for destruction, etc.

Thus rhee’s gang is out to kill and to destroy. The first raging occurred on Liliha Street on the night of Jan 

27 when Rhee’s gangsters start to best and shoot the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하와이 교민단 관련 재판 문서 

http://archive.history.go.kr/view/v/

 자료47    The Honolulu Star Bulletin, 19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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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48    한겨레 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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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승만백년｣은 1975년 3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회에 걸쳐 한국일보에연재된특집기사이다.

1875년 출생부터 1945년 9월 귀국하기까지 이승만의 삶이 소개되면서 수많은 자료와 증언들이 실렸다. 1965

년 7월 18일 하와이에서 사망한 후 고인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던 이승만에 대해 ‘이제는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때’라고 접근한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백년전쟁에서다룬내용이이미알려져공인받았어야할 이

승만의 실체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연재기사는 ‘해방 후 정부수립, 6.25전쟁, 전후복구 등 

이승만대통령이 남긴 발자취와 거리를 두고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끝맺고 있다.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의 내용조차 왜곡과 조작으로 몰고 가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38년 전 유신시대 신문의 역

사적 평가만큼도 이승만과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백년전쟁이주목한이승만의행적을다룬기사를발췌했다.이 연재기사는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 기사통합검색 KINDS-90년대 이전신문(www.mediagaon.or.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인간 이승만 백년 44      1975년 5월 17일자 3면

   도미(渡美)    

출옥3개월만에 ｢유학｣ 명목

이승만은 선교사 친구들로부터 도미(渡美)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었고 민영환, 한규설 등 개혁파 중신들

과도 접촉이 있었다. ｢이박사 전(傳)｣에 의하면 이승만의 도미를 앞장서 권한 이는 장로교의 언더우드였다. 선

교사들로서는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귀국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승만은 일단 도미를 결심했

으나 속셈은 딴 데 있었다.

8. 부록

     ｢인간이승만백년｣(한국일보 1975.3.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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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 한규설과 접촉한 이승만의 궁리는 ｢도미유학｣ 아닌 ｢대미외교｣였던 것 같다. 도미길의 이승만이 고

종밀사냐 아니냐하는 수수께끼가 여기에서 연유한다.

먼저 올리버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승만은민영환,한규설의생각이자기와같음을알았다.)그들은국내에서는일본세력을저지할방도가없

음을 알고 있었다. 이들과 이승만은 1882년의 한미조약에 따라 미국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

이승만은 민영환, 한규설이 도미하도록 권했다. 그러나 황제는 일본 사람들의 감시가 심하여 정식사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 민영환, 한규설 등은 이승만이 갈 도리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시종무관장이던 민영환은 본시부터 이승만과 왕래가 있었다. ｢이박사전｣에 의하면 민영환은 중추

원의관 시절의 이승만에게 과격한 언동을 삼가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영환은 보안회와 협동회

의 배후 인물이었고 나중에는 협동회 총재로 취임하기도 했다. 협동회 간부이던 이승만과 비밀스런 얘기를 

나눌 만도 했을 것이다. 올리버 박사의 설명이 옳다면 이승만은 고종밀사가 아니고 민영환의 개인밀사다.  

인간 이승만 백년 46       1975년 5월 21일자 3면 (미디어가온 검색시 : 16면)

  샌프란시스코  

“촌닭”처럼…일인여관(日人旅館)서 첫밤 / 신학교의 3년간 학비제의 거절

워싱턴에 가야할 ｢말못할 사정｣때문 / 재한선교사들 소개장으로 큰 도움

이승만은 여러 통의 소개편지를 갖고 왔다. 미국선교사들은 즐겨 소개편지를 썼고 여정을 미리 알려 그의 

초행길을 보살폈다. 서울의 미국인 중 소개편지를 거절한 것은 알렌 공사뿐이다. 선교사들의 편지내용은 제

임스 A 게일 박사의 글에서 볼 수가 있다. 그는 워싱턴의 유력자 중 한사람인 커비넌트 장로교회 목사, 루이

스 T 햄린 박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씨는 정치적 개혁운동가였으나 그것은 주님께서 보다 귀한 사업을 위해 그를 부르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정직하고 부지런한 젊은이 중의 으뜸이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는 그의 본국에서 온갖 고난을 견디었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진실하고 신앙깊은 크리스천임을 입증하였

습니다.

이승만과 절친했던 게일 선교사의 기대는 ｢크리스천 이승만｣일뿐 ｢정치가 이승만｣은 과거의 일로 돌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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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리버 박사는 이를 두고 게일은 이승만의 장래를 제대로 점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인간 이승만 백년 58      1975년 6월 7일자 3면

 삼(三)만과 해아밀사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 항일 트리오 / 고종밀지 맡은 이상설 협조요청

졸업눈앞에 둔 이승만 합류못해 / 만류 뿌리치고 하버드서 석사과정

이상설을 만났을 무렵(1907년-편집자 주) 이승만은 이미 하버드대학에 진학할 결심을 하고 있었고 9월에

는 가을학기 석사과정에 등록을 마쳤다. 그는 감리교선교부의 귀국종용, 교회 친구들의 하버드 진학반대 

등을 모두 뿌리쳤다. 이 때의 하버드는 종교로부터의 분리 등 대담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의 교회 친구들은 하버드에 입학하면 신앙심을 잃게 된다고 염려했던 것이다.

이런 염려를 아랑곳 않은 이승만은 이미 자기 갈 길을 확고하게 판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하버드에 들어간 

뒤로는 선교사업에의 관심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는 하버드에서 미국사, 유럽현대사, 유럽제국식민

주의론 특강, 19세기 유럽상공업론, 미국민주주의제도론, 국제법과 거중조정론 등을 신청한다. 학과 신청에 

나타는 관심은 제국주의가 휩쓰는 세계정세, 이상국가로서의 미국이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이승만 백년 60      1975년 6월 12일자 3면

 스티븐스 암살사건 

공판통역 청탁받았지만 거절 / ｢한인사회의 총의(總意)외면｣ 비난받기도

“교인이 살인사건 간여못해” / 신흥우가 4백마일 왕래하며 통역

스티븐스 암살사건은 덴버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 3월 23일(1908년)에 일어났다. 공립협회원 장인환과 대동보

국회원 전명운이 한국정부의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역에서 사살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공립협

회와 대동보국회 회원의 ｢합동거사｣는 아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일을 꾸며 우연히 현장에서 마주친 것이다.

원래가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각각 대립하는 세력과 이념을 대표한다. 공립협회의 주동자인 신진 지식

층은 무장투쟁을 부정하는 온건파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나라

를 근대화하고 미국 등의 동정과 원조를 얻어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하와이의 합성협회나 안

창호, 이승만이 모두 같다.

이에 대하여 대동보국회는 좀더 적극적인 실력투쟁을 주장하여 급진적인 재미 청년회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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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두 단체는 같은 샌프란시스코에 회관을 따로 마련했고 신문(공립신보와 대동공보)도 각각 발행해 

왔다. 그러면서 중대한 일이 있으면 공동회를 열어 일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본국 사정이 급박

해지자 차차 합동기운이 일고 있었다. 이런 상황아래서 덴버회의가 계획됐던 것인데 이보다 앞서 스티븐스 

사건이 일어나 합동을 촉진한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공립협회와 보국회는 다시 공동회를 열어 강력한 공판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호응하여 미

주와 하와이 한인은 물론 본국에서 까지 7,390달러의 의연금이 답지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사건 공판의 

특수성 때문이다. 사건발생을 보도한 공립신보는 이렇게 공판의 특수성을 말한다.

우리의억울한사정을세계에반포할기회가없어항상개탄이더니오늘(전,장)양씨의(거사로)반일동안에

각처 호외 신문과 세계 전보가 사람의 이목을 경동케하였으니 … 이 재판은 세계의 공지재판이요…우리의 독

립재판이니 우리가 이 재판을 이겨야 우리 2천만의 독립이 될지니… 千載의 一時로다.

이 전망은 이후 공판경과를 보아 적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총력을 들여 사건의 원인은 한국인의 

범죄성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볼 때 한국민은 독립국민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일

본의 한국침략을 규탄하고 장. 전 두 의사의 동기가 애국심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재판은 한국

과 일본사이, 일본의 한국보호정책을 미국법정이 심판하는 꼴이 됐던 것이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공판전담위원들을 뽑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변호사문제는 네이던 코글런, 

존 배러트, 로버트 페럴 등 3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아 해결됐다.

다음의 문제는 통역인데 약간의 말썽을 빚는다. 김원용씨의 ｢재미한인50년사｣는 그 경위를 이렇게 말한다.

재판후원의경제상곤란은없었으나,이때한인중에영어하는사람이귀하여서통역이곤란하던까닭에하

버드대학에서 삭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을 통역으로 청하였다. 이승만은 7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형편을 

살피고 통역하기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간관계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며 예수교인의 신분으로 살인 재

판 통역을 워하지 않는다하고 8월 25일에 동방으로 갔다. 그래서…신흥우를 청하여 통역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승만은 7월 11~15일의 댄버 회의를 마치자 곧장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통역청탁은 그 전

에 있었을는지 모르나 거절의 뜻은 이때 처음 밝힌 것이다. 이 일로 하여 이승만은 두고두고 한인사회의 비

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승만이 한인사회의 총의라고 할 공판투쟁을 외면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첫째는 그 스스로 밝힌 시간과 이에 따를 경비 문제다. 이 문제는 실제 통역을 맡았던 신흥우의 회고담

(녹음테이프=전택●씨 보관)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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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재판이하루이틀에끝나는것도아니고해서재판되는날이면내가거기(샌프란시스코)를가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학교(로스앤젤러스의 남가주대학)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4백마일 됩니

다. (그러나) 기차값 낼만한 형편도 되지 못하고 하는데… 그 사정을 알았던지 남태평양철도회사라고 하는데

서 (무료) 패스를 줘서 내왕을 하게 됐습니다.

신흥우가 몇 차례 샌프란시스코를 왕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공판은 이듬해 1월2일까지 280일을 끌

었다. 동부에 사는 이승만으로서는 신흥우처럼 왕래할 수도 없었을 테니 시간과 경비가 문제일수밖에 없다.

다음, 좀 더 기본적인 것은 ｢예수교인…운운｣으로 표현된 그의 이념이다. 무장투쟁을 부정했던 그로서는 

스티븐슨 암살을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암살이란 수단은 미국인들의 여론을 악화시켜 독

립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신흥우 회고담에도 그 일단이 비친다.

그때에미주의저명한변호사가운데한사람은하일름존슨(캘리포니아주지사로4선,후의상원의원)이라고

하는 이었는데…(장, 전 두 의사의 변호를 부탁하니까 하는 말이) 개인으로는 동정을 한다. 그러나 미국사람 심

리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의 링컨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일이 있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일이 있고, 매

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일이 있고, 또 대개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미국 사

람은 찬성을 하지 아니하오(합디다) 그래서 다음으로 2류 변호사를 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 때 생각은 일면에 치우친 것 같다. 그가 살던 미국동부는 몰라도 서부지방에서는 상

당한 반일 감정이 있어서 스티븐스 사건에 동정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러전쟁을 전후한 미일의 밀월관계는 포츠머스회의 이후 급격히 식었고 만주철도 문제(미국철도 이권진

출을 일본이 방해한 것)로 미일전쟁론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스티븐스 사건을 보는 미국인의 생각은 존슨이

나 이승만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의 이 때 태도는 한인사회의 총의를 외면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왕에 사건이 터진 

바에야 공판투쟁을 통하여 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미국여론의 동정을 구함은 당연히 해봄직한 일이다. 한

인사회에서 일어난 비난도 생트집만은 아닌 것이다.

여하간 스티븐스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덴버회의는 열렸고 온건한 계몽주의적 노선을 확인한다. 스

티븐스 사건은 장인환이 2등 살인으로 25년 금고로 사형을 면했고, 전명운은 무죄판결을 받아 일단 한국 측

의 승리로 끝난다.

그 얼마 뒤인 1909년 2월 1일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가 대한인국민회로 통합이 되고 대동보국회도 

이에 참가한다. 이로써 미주의 독립역량은 한곳에 집결이 된 셈인데 그 지도이념은 이승만 등이 표방했던 점

진론이다. 그러나 구설수(口舌數) 속에 동부로 돌아간 이승만은 표면에 나타난 움직임이 없다. 나중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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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빚은 국민회와 이승만의 불화는 이때 이미 씨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인간 이승만 백년 61      1975년 6월 13일자 3면

 프린스턴의 철학박사 

2년만에 ｢영세중립론｣으로 / 한국의 첫 철박… 학문적 성과는 크지 못해

윌슨 총장과는 가족적인 우정 / 둘째딸 제시와 “대학가의 로맨스”

어느 날 이승만은 감리교 해외선교부에 들렀다가 한때 한국에서 일했던 어네스트 홀 목사를 만났다. 선교

부 위원이기도 했던 홀 목사는 이승만의 학업 계획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니온보다는프린스턴이나을거요.

며칠 뒤 이승만은 홀 목사의 속달편지를 받았다. 기차표와 기차시간표를 동봉한 편지는 프린스턴역에서 

만나자는 간단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이승만은 곧 프린스턴으로 갔다. 홀 목사는 그를 프린스턴 신학교장 찰

스 어드번 박사와 대학원장 앤드류 웨스트 박사에게 소개했다. 이승만의 입학문제는 간단히 해결됐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한편으로 정치과 박사과정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이승만의 평생 중 가장 즐거운 한 시절이 시작됐다. 다시없는 학업환경, 교수들의 호의와 우

정 속에 묻혀 이승만은 학구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중략)

이승만은 박사과정을 2년만에 끝냈다. 가능한 최단기간이다. 연구성과는 학위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중립론｣에 집약했다. 웨스트박사는 이 논문을 대학에서 출판하도록 배려했고 이승만에게는 난생처음 

인세가 돌아왔다. 이승만은 인세로 받은 1달러 8센트와 2달러 25센트의 수표를 기념품으로 보관했다.

그러나 그의 학위논문은 영속할 만한 학적 수준을 대표했던 것 같지는 않다. 몇 해 뒤 1차대전을 앞두고 

미국의 중립론이 한창 시끄러울 때는 그의 논문을 인용한 글을 볼 수가 있었으나 얼마뒤에는 절판이 된 채 

사라져 버렸다. 1910년대 이후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나 이승만 주변사람 중에서 그 논문을 읽어본 사람은 없

다. 그 스스로도 논문의 학적 성과를 자랑 삼지는 않았다.

인간 이승만 백년 67      1975년 6월 24일자 3면

 또다시 미국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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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후 검거 선풍 / 일정(日政),  민족지도자 7백명체포 / 감리교대회 대표로 여권발급 받아

이해(1911년) 1월부터 시작된 검거선풍은 민족지도자 7백여명을 잡아 가두었다. 이 회오리가 YMCA라고 

해서 그냥 둘리는 없다. 이승만으로서도 불안한 나날일 수밖에 없다. 

(중략)

YMCA의 미국인 선교사들은 온갖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중의 앞장은 필립 질레트 총무다. 그는 YMCA 

관계자는 체포 못한다고 버티지만 해가 바뀐 1912년 2월 4일 부회장인 윤치호마저 잡혀간다.

(불안해진이승만은)운명의손이그의방문을두들기는날만을기다리며며칠을보냈다.<이승만>

올리버 박사에 의하면 그가 체포를 면한 것은 질레트 총무와 마침 한국을 방문중이던 YMCA국제위원회

의 존 R 모트가 개입한 덕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승만을 체포하면 상당한 말썽을 빚으리라

고 日人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귀국할 때 봉급을 YMCA 국제위에서 받기로 한 것, 국제위의 

신분보장을 요구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때마침 1912년은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리는 해였다. 이승만은 이해 봄 미국 미니어폴리스에서 열릴 대회

의 우리나라 평신도 대표로 뽑혔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은 감리교의 동북아 책임자인 해리스 감독이다. 

오랫동안 일본에 체표하며 한일 양국의 감리교를 모두 통할했던 해리스 감독은 너무나 친일적이라고 해서 

한국교인들의 불평을 샀던 사람이다.

그 스스로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총독부와 충돌하지 않기를 원했고,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한국통치를 

용인하기도 했었다. 반면 그는 일정(日政)에 대하여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여권문제도 쉽

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승만은 3월 26일 서울을 떠났다. 

인간 이승만 백년 71      1975년 7월 1일자 3면

 하와이 한인학교 

동・서양식 수업…숙식도 제공 / 정열쏟아 “꿈꾸는 사람”…｢태평양｣지도 창간

인종혼학반대 “민족교육”역설 / 무의탁여성들 도와…김노디 소녀와 친숙

하와이의 한인기숙학교는 감리교에서 1906년 9월에 설립했다. 하와이 여러 지방에서 호놀룰루에 나와 취

학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는 6년제 교육기관이다. 우리말과 영어를 병용하여 상오 중에는 

서양식교육을, 하오에는 한문 등 한국적인 내용을 교수했다. 또 취학연령이 초과된 이민 청년들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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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가 따로 있었다. 교장으로 취임한 이승만은 학교구내에 거처를 정했다. 

(중략)

그러나 이승만은 취임과 함께 대개혁을 구상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이해(1913년) 9월에는 학교이름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꾸었고 학제를 고쳐 고등과, 소학과, 국어과, 한문과를 따로 두었다. 그는 학교재정을 

포함한 모든 운영권을 장악했다. 감리교에 대한 ●●권이 커짐에 따라 워드맨 감리사는 한인교회일도 그와 

상의하여 처결했다.

(중략)

이 때 하와이에는 의지할 데 없는 한인 여성들이 많았다. 사진결혼을 한다고 본국에서 건너왔으나 남편과 

화합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 낯선 사람과의 결혼을 거부한 소녀 등이다. 이승만은 이들을 호놀룰

루에 데리고 나와 구세군에서 경영하던 스재너 훼슬리 홀에 기숙시켰다. 이들 중에 김노디라는 소녀가 있었

다. 김노디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등장할 때까지 이승만과 가장 가까이 지낸 여성이다.

(중략)

겉보기에 이승만의 사업은 순조롭기만 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해가 바뀐 1914년 6월 이승만

의 사업파트너였던 워드맨이 갈려가고 후임에는 윌렴 프라이 박사가 왔다. 이 뒤의 사태진전을 보면 인사의 

이유는 전해의 분규, 이승만의 독주 등에도 있었던 것 같다. 프라이가 감리사로서 시작한 첫 일은 사무정리

였다. 그 내용은 비대해진 이승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그는 이승만이 교회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

고 학교일도 재정에는 간여 말고 집무만을 보게 했다. 여기 더하여 인종혼학(人種混學)이냐 분리냐 하는 심

각한 문제가 등장했다. 프라이는 인종분리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인종혼학을반대했다.그는한국인은변함없이자국어를사용하며자국의역사와관습을배우고

쓰러진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올리버=이승만>

그의 교육 목적이 ｢한국문화의 전승과 제2세 애국자양성에 있었던 만큼｣ 인종혼학 반대는 당연한 결론이

었다. 이때의 대립은 이승만이 학교를 감리교와 분리할 뿐 아니라, 독립된 교단을 설립하여 감리교와 대립하

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또 분쟁으로 얼룩진 하와이 25년의 발단이기도 하다.

인간 이승만 백년 72      1975년 7월 2일자 3면

 국민회와의 紛糾 

학교・회관 설립 우선권 놓고 / “국민회서 한인학교설립 방해”

태평양지에 장문의 비난 성명 / 엠마기지 명의 양도・처분권 거절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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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하와이 한인사회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이민초기의 어려움은 차차 가시고 경제에도 여력이 생기

기 시작했다.

농장노동자중에는소작농이시작되고도시에는채소상,재봉소,여관업등영업을하는동포가늘어났다.

사탕과 파인애플 농장의 품앗이 일급으로 75센트, 월급으로 18달러에 달했다. 사탕, 파인애플 농사의 자작 혹

은 소작하는 동포가 25명이었다.<김원용=재미한인50년사>

국민회 회원은 2천3백명을 헤아렸고 한해의 회원 의무금이 1만달러를 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 각종 사

업은 차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 8월 29일에는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의 병영이 낙성됐다. 10월 

24일에는 이승만의 중앙학원 여자기숙사가 확장 준공됐다. 12월 9일에는 국민회관의 낙성식이 거행됐다.

그러나 경사가 잇따르던 한해는 분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활발하게 전개된 사업 중에

서 어느 것을 우선 하느냐의 견해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이승만은 진작부터 독자적인 한인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의 프로그램대로 하면 여자 기숙사는 사업의 초입이오,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부터였

다. 이를 위한 기금은 특연(特捐)만으로는 마련이 어렵다.

이승만이…국민회의원조를청하는데일찍이국민회가교육사업을위하여買得해두었던엠마기지를자기에

게 주어서 교육사업에 쓰게하라고 했다. 국민회가 엠마기지를 한인여자 학원설립에 기부하기를 허락하였을 

때 이승만은 그 기지를 자기의 명의로 양도해주고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국민회는 공유지를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지 않겠다고 한 까닭에 이승만이 국민회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50년사｣와 이 기록은 분쟁의 1차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록을 보면 국민회는 미리

부터 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국민회가 이 부지의 사용을 허락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왜 부

지문제로 말썽이 났을까. 국민회와의 분쟁이 한 고비에 올랐을 때 이승만은 장문의 성명서를 ｢태평양잡지｣

에 실었다.

…(내가) 국민회 당국과 의논하기를 출판사업은 국민회가 간섭하지 말고 나의 사업으로 할 것과 모든 捐助

金을 내가 직접으로 받기를 언약하고 교육 特捐을 請捐하는 때에 국민회 당국이 회관 건축 의사를 제출하여 

건축 特捐을 거두며 교육 特捐을 방해하였으나 이것이 교육사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이 학교 설립기금을 모금 중에 국민회 회관건축계획이 겹친 것이다. 회관건축기금은 5천달러나 모

였으나 아무리 한인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됐더라도 학교설립까지는 힘이 모자란다. 이에 대한 이승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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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인용한 성명서가 단적으로 밝혀준다.

대저국민회관건축이우리에게학식을주겠는가,재정을주겠는가.일반동포가이해득실을판단하여야할

것이며 이 잡지사업과 학생기숙사일이 잘못되거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 참고가 되는 것은 박에스더 여사의 회고담이다.

그때 우리는 가끔 가누키에 갔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서는 풀도 뽑고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꽤 넓은 터였죠.

물론 이박사도 함께 갔죠.

가누키의 터는 넓이가 9에이커(약1만1천평)이다. 이승만은 여기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아래 학생들을 동원

하여 풀까지 뽑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엠마기지는 명의를 넘겨받아 처분할 작정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실

제로 1918년에 가서 이 터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승만과 국민회와의 의견대립은 단순한 엠마기지의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국민

회는 엠마기지를 처분하여 가누키에 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엠마기지보다 넓

은 가누키기지를 원했던 이승만의 계획은 회관 건축을 추진중인 국민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

다. 이승만의 성명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사실을말하면국민회에돈을주어서시루에물붓듯이없애는것보다이승만에게주어서사업하는것이한

인 전체에 유익이 될 것이다.

독선적인 것 같은 이 말은 회관건축 뿐 아니라 박용만의 국민군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박용만이 국민군단을 창설한 것은 이해 6월 10일. 국민회 연무부(鍊武部)를 확장한 이 사업은 박용만의 

평소 지론을 따라 독립군 병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박용만은 2층 병영과 연병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국민회는 자체의 회관을 건축하는 한편으로 이승만의 학교도 도와야 하고 박용만의 군단도 도와야 했

던 것이다. 이승만은 박용만과 절친한 사이지만 본시부터 무장투쟁은 반대해 오고 있다. 군사력으로 일본

을 거꾸러뜨릴 수는 없으므로 무장투쟁은 허장성세일 뿐 시루에 물붓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리

(時利)는 박용만 쪽에 있었다.

이무렵 독립운동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국내침공을 한다는 급진론이 우세했고 교육・외교따위는 우활

(迂闊)하다는 기풍이 많았다. 이런 생각은 이해 6월 28일에 일어난 세계대전으로 고무 받는다. 그래서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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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론 미주본토와 멕시코에 까지 군사학교가 생기고 한인 사회에는 병무체조가 유행했다.

이런 기운을 타고 박용만은 두달만에 병영건설을 완공한다. 군단에 들어간 생도들은 농장노동으로 자활

하며 군사훈련을 받았다. 처음 103명으로 시작된 군단의 생도는 311명으로까지 늘어났다. 박용만 단장 밑에

는 부관 구종권, 태병선, 서기 백운택, ●財 최순서, 대대장 박종수, 중대장 김세은과 장교 하사관 19명의 기

간요원이 박용만 인맥을 이루었다. 이해 10월말께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이원순씨(85)는 군단을 처음 보고 

놀랐다.

…병영에도착하면서부터시종놀라움을금할수가없었습니다.갓지어놓은병영도대단했고훈련받는생도

들의 늠름한 모습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군단의 ｢위용｣은 본국에서 갓 도착한 이원순씨 뿐 아니라 하와이 한인들 그리고 이승만의 교육사업 따위

도 압도하고 있었다.

그때는금방이라도독립군을본국에파견해서일본군대를내쫓는줄알았어요.모두들흥분하고있었어요.

높은 분들은 다 싸움터에 나갈 듯이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10대 소녀이던 박에스더 여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흥분하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태평양잡지｣를 통하여 열띤 논진(論陣)을 편

다. 강유위, 양계초를 자처하던 이승만과 박용만은 숙적으로 변모하고 두 사람의 대립은 끝내 국민회 내부

의 극렬한 내분으로 번져간다.

인간 이승만 백년 73      1975년 7월 3일자 3면

 국민회 내분 폭발 

｢공금유용｣계기로 극한대립 / “捐金지출내용 밝히라”이승만 정면 도전

파면당한 김회장 비난유서쓰고 자살기도 / 이때부터 이승만 전권시대로

이승만과 국민회, 이승만과 박용만의 대립은 1915년에 접어들면서 폭발했다. 전해에 낙성된 국민회관의 건

축비 유용사건이 그 계기였다.

1월15일에 지방총회(하와이 국민회) 대의회에 제출된 회관건축비 문부보고에 의하면 건축비 特捐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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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달러 50전(센트)이고 각 지방에서 借來한 자금이 1,155달러이다. 그중 건축비로 지출한 것이 4,060달러 

65전이요, 收錢위원 박상하의 犯用이 851달러 15전이요. 재무 홍인표의 범용이 831달러요, 時在金이 984달러 

53전이다.<김원용=재미한인50년사>

대의회는 대외적인 체면을 생각하여 유용된 공금은 기한을 정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졌다. 

그러나 본시부터 회관건축이 못마땅했던 이승만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국민회당국이지나간兩年에수입된의무금을무엇에썼는가.사탕밭에서땀흘려모은돈을받아서무엇을

하였는가…. 2년동안의 재정출납을 보면 쓰라는 것은 쓰지 않았고 쓰지 말라는 것을 쓴 것이 많았고, 文●가 

분명치 못하여 대의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黙許니 용서이니하는 언사로 타협하니…

전회에도 인용했던 이승만의 성명서는 강경한 어조로 국민회 집행부를 공격했다. 국민회 내부도 집행부 

신임파와 반대파로 갈라졌다.

이때의 국민회 집행부는 회장 김종학 등 박용만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지방조직

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승만 지지세력의 주축은 여러 지방교회의 목사, 전도사와 국어학교의 교

사 등 인텔리 층이다. 이승만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행부는 물론 대의회도 부인하고 나섰다. 국민회에서 

재정을 잘못하니 지방마다 공동회를 열어 국민회에 보내는 공금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것이다.

이 무렵의 국민회 재정형편을 보면 주된 수입은 회원들이 내는 연5달러씩의 의무금(회비라 하지않은 것은 

국민회가 한인자치기관을 표방했기 때문이다.)이다. 따라서 한해수입이 1만달러이상인데 특별한 사업이 있

으면 따로 기부금(特捐)을 받는다. 이 특연의 경합이 분쟁의 시초임은 전회에 설명했다.

이승만은 국민회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으므로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사업경비는 특연에 의존해

야 했다. 그는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무료봉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감동한 많은 사람이 그의 생활비를 댔

고, 분규가 터지던 1914년에는 수백 명이 매달 1달러 25센트씩을 갹출하고 있었다. 이 중 25센트는 수금(收

金)경비로 제하고 1달러가 이승만의 사업비다.

당시 이박사는 내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었

죠. 이박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뒤를 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숙학교 이래의 그의 제자인 한국올림픽위원회 고문 정월터씨(71)는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 지지자들이 

의무금의 3배나 되는 성금을 갹출한 분위기를 알 것이다.

이승만의 강경자세는 이런 존경과 성원이 있어 가능하다. 그의 정치감각은 ｢성산(成算)｣을 자신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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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성명서는 폭탄(爆彈)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①…국민회 회원다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이 당면한 일인즉 무슨 관계로든지 우리의 일을 반대하는 개인은

국민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②…대의회를 열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곳저곳의 지방마다 모여서 문제

를 공결하여 나에게 보내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수의사를 따라 결정할 것. ③…금년에는 무슨 재정이나 전

부를 교육사업책임자에게 보내어 교육사업을 성취할 것 ④…금년의 의무금과 모든 공금을 교육사업에 쓰라

고 나에게 보내더라도 국민회의 필요한 경비와 임원들의 월급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국민회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니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승만에 대하여 비판적인 ｢50년사｣는 이 제안에 대하여 ｢이승만의 조리없는 이론과 불법행동｣ ｢인심을 

선동하여 국민회를 전복하려는 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그의 제안은 국민회의 존재를 무시

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독선적이란 비난도 받을만 하다. 어떤 면에서 이 제안들은 이승만의 ｢망명정치｣의 

두드러진 일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투의 강압적인 고자세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종학 총회장은 5월 1일 특별대의회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76개 지방회중 31개 지방회

의 대의원뿐이었다. 정족수 시비속에 강행된 회의는 분규속에 며칠을 끌었다. 김종학 회장은 정회를 선포하

고 퇴장해 버렸으나 일부 대의원은 회의를 계속하여 김종학회장을 파면하고 정인수를 임시회장으로 선출했

다. 이 속개회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시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다. 임시회장 정인수는 5월 14일 공금횡령혐의로 김종학을 고소한 것

이다. 김종학은 3개월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극한투쟁은 한인사회 전체를 뒤숭숭하게 했다.

그때우리집은밀러街새국민회관건너편에있었어요,어느날회관2층께서총소리가들려서깜짝놀랐어요.

나는 하두 무서워서 지하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만에 들으니 김종학씨가 자살을 했다더군요. 어린나이에

도 어른들은 싸움만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박에스더여사의 말>

김종학은 권총을 입속에 발사하여 자살을 기도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이승만을 통렬하게 비난한 유서는 

그대로 남았다. 9월 15일자로 된 유서는 ｢50년사｣가 전문을 인용하고 있다.

지난국민회특별대의회에서이승만의교촉을받고풍파를일으키던대의원들이나를謀害하여…체포하였

다. …이제 법정에서 무죄판결하였으니 이로써 나의 누명이 깨끗하여졌고 이승만의 불의행사가 증명되었다. 그

러나 우리 사회의 法綱을 파괴하고 동족상쟁을 조장하여 단체를 결단내고 있는 이승만의 불의행사를 용서

할 수 없는데, 공리를 밝히려면 이승만의 악독한 음해를 받을 수 있으나 일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 예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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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들까지 이승만의 행동을 찬양하며 인심을 현혹시키는 까닭이다. 내가 일찍이 나라를 망치던 역적을 

보았고 또다시 우리 사회를 망치는 이승만을 보면서도 속수무책하므로 분함을 참지 못하여 세상을 버린다.

유서는 격한 감정을 담아 극한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때 일어난 분쟁에 대하여 이승만은 책임이 

없다고는 못한다. 동기여하를 덮어두고 적어도 지도자의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승만은 이 분쟁을 계기로 국민회를 완전 장악했고 박용만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뒤 몇 해는 국민

회의 이승만 전권시대다. 그러나 국민회의 분쟁은 가라앉지를 않았다.

인간 이승만 백년 74      1975년 7월 4일자 3면

 3지도자의 불화 

독립노선 다르고 개성 뚜렷 / 박용만 호걸형 이승만 현실정치가 안창호 이상주의자

桑港서 박용만저격범이 이승만 암살도 노려 / 하와이서 극적회동…화해실패

세 사람의 불화는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 연유는 그들의 독립운동 노선과 성격차이에 있다. 먼저 박용만

과 이승만은 ｢형님｣ ｢아우｣하는 사이면서 무장급진론과 외교점진론의 차이가 있다. 여기 더하여 두 사람은 

성격이 대척적이다. 

(중략)

박용만은 이승만이 자기의 군사계획을 지지해줄 것과 이 계획을 이승만의 학교와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

다. 그 결과로 한인기숙학교에서는 제식훈련을 시켰고 이일은 박용만이 맡고 있었다.

(중략)

1914년 당시의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군사훈련을 허용한 것은 일시적인 양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사

람 사이를 조정할 안창호는 점진론을 주장하지만 외교치중의 이승만 노선과는 다르다. 국민회 관제로 보면 

박용만과 안창호는 동사자(同事者)지만 노선이 전혀 다르고 각별한 친분도 없다. 안창호가 이 두 사람을 어

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1918년 10월 흥사단에서 한 그의 연설로 알 수가 있다.

독립을무슨방면으로운동하겠는가하면하나는독립전쟁을일으키자,둘은윌슨대통령에게한국의독립

승인을 요구하자함이라. 독립전쟁 문제로 말하면 … 하와이에서도 某씨 등이 달마다 태평양을 건너간다하여 

무식한 동포들은… 돈도 바치고 시간도 허비하여 속는 이가 많은 중에… 아무리 무식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 

자처하는 이라도 전쟁이 어떤 것임을 알고 오늘에 그런 문제를 제출하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 역력히 아는 바

니…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 승인을 요구하여 교섭한다. 長書한다함은 어리석은 희망이라. 자기의 일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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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아니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말 몇 마디나 글 몇 줄로써 독립을 찾겠다는 것이 어느 이치에 허락하리오.

박용만, 이승만 노선을 부인한 안창호는 자체의 힘을 기르자는 제3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이의 전제가 

될 한인사회 통합에 대하여는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자기는 물론 이승만도 그런 지도자

가 못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안창호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올리버 박사의 기술이 이승만의 생각을 그대로 반

영한 것이라면 그가 보는 안창호는 뛰어난 지능과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이며 한국 제1의 웅변가다. 그러

나 그는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해 미국에 살면서도 그 민주주의 전통을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고 지방열이 강하며 ｢전국적이고 민주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협동 노력에 연합하지 못한｣사람

이다. 이승만이 안창호를 이렇게 보고 있는 한 두 사람의 불화가 풀릴 까닭이 없고 그의 조정이 성공할 

리도 없겠다.

굳이 3사람을 비교하면 박용만은 호걸형이며 안창호는 이상주의적인 반면 이승만은 현실정치가다. 이들

의 성격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도 나타난다. 박용만은 숫제 교회에 출석 않는다. 안창호의 태도는 어

디까지나 평신도다. 반면 이승만은 설교를 하는 ｢반(半)목사｣다.

이렇게 다른 3지도자의 강렬한 개성은 끝내 화합할 수가 없다. 조정에 실패한 안창호는 이해 12월 하와이

를 떠나갔고 이승만, 박용만의 분규는 더욱 악화됐다.

인간 이승만 75      1975년 7월 5일자 3면

 국민회 장악 

超敎派내세워 감리교 떠나 / 직업적 敎役者 싫어 혼자 기도

｢短杖사건｣으로 이승만,  박용만 완전 결별 / 국민회 대의원회,  회계보고 싸고 난투극까지

이승만이국민회를장악한후에…선거에이승만의승낙이없는후보자를선거하지못하였으며행정에이승

만의 승낙이 없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승만이 재정보관인이라는 직임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회에 들

어가는 공금을 독단 처리하였다.<김원용=재미한인50년사>

이승만의 국민회 지배는 거의 완벽했다. 그러나 국민회를 장악한 것이 곧 한인사회 전체를 장악한 것이

라고는 볼 수는 없다. ｢50년사｣는 앞의 인용문을 이어 ｢이승만전권시대｣의 국민회는 2,300명에 달했던 회원

이 740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적고 있다. 한인사회 자체가 분열상태임을 보

여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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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1915년 6월 중앙학원의 교장직을 사임하고 숫제 감리교에서 탈퇴했다. 국민회의 장악과 함께 독

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인데 감리사 프라이와의 불화도 행동을 촉진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올리버 박사에 의하면 이승만이 감리교를 떠난 까닭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다. 하와

이의 실정은 한인들이 특정교파를 지지하기 보다는 초교파적으로 한인 스스로의 단결을 도모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승만은 이해 여름 하와이 각 지방을 돌며 학교와 교회의 ｢자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진전은 별로 신

통치가 못했다. 한인사회자체가 분열된 것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의 자립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릴리

하 여학생기숙사에 모여 따로 예배를 보았다. 이 집단은 1918년 7월 한인 기독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형성

한다. ｢50년사｣의 표현을 빌면 이승만이 ｢교주｣가 된 것이다.

이때의 일은 감리교 선교부와 이승만의 감정대립을 빚었고 한인사회안의 말썽을 가져왔다. 이승만은 ｢직

업적 교역자｣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출석보다는 혼자 기도하기를 즐기게 된다. 학교사업도 기대한 것만은 못

했다. 이해(1915년) 7월 이승만은 여학생 기숙사에 교실을 신축했다. 국민회는 여기 필요한 부지 3에이커를 

보조했을 뿐이다. 이듬해 3월 여학생기숙사는 한인여자성경학원으로 정식발족한다.

그러나 이승만이 처음 계획했던대로 가누키에 학교를 설립한 것은 한인기독교회를 신설한 뒤인 1918년 9

월이다. 이 때 설립한 한인기독학원은 말썽이 됐던 엠마기지와 여자성경학원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나 당

초 그가 계획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학원은 3년만에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건설작업을 다

시 시작하게 된다. 결국 이승만은 국민회의 ｢전권3년｣만에야 한인기독교회와 기독학원 등 사업체제를 갖추

지만 그 사이에도 분규는 그치지를 않았다.

국민회에서 물러난 박용만은 굽힘없이 국민군단 사업을 확충해 갔다. 그의 추종세력은 국민회 잔류세력

과 맞먹을 만했다. 하와이군도 중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에는 오히려 박용만계가 우세했다.

1917년 10월 박용만은 뉴욕에서 열린 소약단(小弱團)회의에 한인대표로 참석했다. 그가 돌아와서 회계보

고를 제출하자 이승만계는 그가 공금으로 단장(短杖)을 샀다고 트집을 잡았다. ｢단장(短杖)사건｣으로 알려

진 이때 말썽으로 이승만과 박용만은 완전히 결별했다. 이 뒤로 두사람은 공석에서 만나도 외면을 하고 지

나친다.

해가 바뀌자 이번에는 박용만이 반격으로 나왔다. 정초 1월 15일에 열린 국민회 대의회는 집행부가 낸 회

계보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3년전 회관건축비 말썽과 신통히도 같은 상황인데 이승만과 박용만의 공수 위

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말썽의 내용은 이승만이 재정을 독단하며 재정을 공고하지 않아 회계규칙을 어긴 것, 군사운동후원금, 소

약단(小弱團)회의 대표파송비 중 지출되지 않은 2,192달러 45센트 등이 장부에 올라 있지 않은 점 등이다. 이

에 대하여 이승만은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2월 11일에 속개된 대의회는 난투극을 벌이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문제는 법정으로 번졌다. 대의원 중에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반이승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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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출동 경관에게 붙들려 간 것이다. ｢50년사｣에 의하면 이승만은 이들을 재판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

두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박용만과 함께 미국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하여 평화를 방해하는 자라고 처벌을 요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4피고인은 3월 8일에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박용만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그는 3월 19일 ｢시국소감｣이란 글을 발표하여 이승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래에하와이대한인국민회가그사업발전을위하여…이승만박사를청하여온것이요,그인물을받들기

위하여 국민회를 희생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유망한 인물을 청하여 온 까닭에 망하게 되

니 이것이 그 인물의 죄악인가, 그 인물을 맹종하는 동포들의 잘못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나선 박용만은 분규의 시작이 엠마기지 문제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번에 동포를 고발

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요, 국민군단의 항일운동을 처치하라고 증언한 것은 ｢독립운동을 음해하는 악독한 

행동｣이라고 규탄한다.

이승만이글로는민주를주장하고실제에는경우와공론을멸시하며,말로는도덕을부르고행실로는작당

과 몽둥이질을 교촉하며 동포를 대하여 죽도록 싸우자 하고 과쟁을 기탄없이 조장하니…

이렇게 개탄한 박용만은 한 가지 무서운 예언을 덧붙인다.

…만일 조국이 광복된 후에 이와 같은 인도자와 이와 같은 民氣가 있으면 국가와 민족의 비운을 초래할 것

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민회를 계속 장악했고 자기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박용만은 이해 7월 갈리히 연합회를 조직하여 국민회와 분립했다. 이로써 하와이 한인사회는 완전히 조

각난 셈인데 이 분규는 이듬해 3.1운동이 터진 뒤 재미한인들이 한데 뭉쳐 일어날 때에도 수습되지를 않고 

임정분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 이승만 76 1975년 7월 8일자 3면

 기독학원 발족 

독신이라 여학생에 큰 인기 / “배우자는 노디・김”소문파다

짝사랑 미국인여비서 사표내고 스캔들 책자내 / 이박사 결혼하자 김노디 여사도 곧 결혼

그가 독신을 지낸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그를 몹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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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애들은서루다투어그분을둘러싸곤했어요.잡수실것을만들어학교로가져오기도하고….우리들어

린 학생에겐 접근해 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난 그분을 숭배했다가는 낙심도 하곤 했지요.<박에스더여

사(72)의 말>

이박사는가끔나이많은여학생무릎을베고누워머리를긁어달라고하곤했습니다.<鄭월터씨의말>

여학생들뿐 아니라 한인사회의 아주머니들도 그를 떠받들었다. 그의 숙소에는 아침마다 아주머니들이 밥

과 김치를 날라왔다. 여학생들은 기독학원을 졸업한 뒤에도 이승만을 곁에서 도왔다. 그중에 가장 알려진 

사람이 김노디 여사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건너온 직후 의지할 곳 없는 소녀들 여럿을 기숙사에 수용했다. 그중 한 소녀가 15살 

안팎이던 노디였다. 이승만은 노디 소녀가 기독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미주 본토유학을 주선했다. 노디는 오

하이오주의 오벌린대학을 다녔다.

이박사가 노디언니를 유학보내는 걸 보고 나도 이박사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라댔죠. 그때는 노디 외에

도 3~4명이 이박사의 주선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金信實언니(전 YWCA 고문)도 그때 갔어요. 이박사는 내 

얘기를 듣더니 넌 아직 어려서 안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박에스더 여

사의 말>

이박사는 김노디 여사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여러가지 일을 맡겼다.

노디는 학교의 교사직을 겸하여 모든 안살림을 주관했다.

김노디는기독학원의관리인격이었습니다.이박사는외국에나갈때마다모든일을노디에게일임했습니다.

아무튼 이박사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존재였죠.<李元淳씨(85)의말>

모두를노디김을노디김해김이라불렀습니다.본이김해김씨라더군요.난어린나이에도노디는이박사와

친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굴은 별로 예쁘지 않았지만 살림은 퍽 야무졌어요.

<박에스더 여사의 말>

이박사를 따른 여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는 김노디였죠. 이밖에 3~4명의 이름이

생각납니다.<정월터씨의말>

이승만 주변에 여성팬이 많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소문을 낳았다. 그의 하와이 시절을 말하는 증인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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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지만 소문의 촛점은 역시 김노디 여사다. 1920년대 초엔가 이승만 밑에서 일하

던 미국인 여비서가 갑자기 사표를 낸 일이 있었다. 이 여비서는 얼마뒤 이승만의 스캔들이라는 것을 책으로 

엮어내 말썽을 빚었다. 그 안에도 김노디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이원순씨는 말한다.

물론액면대로믿을수는없는내용이지만깜짝놀랄내용을담고있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그 여비서가 이승만을 짝사랑한 것이라 쑥덕댔다. 김노디 여사와 싸운 화풀이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승만이 프란체스크 여사와 결혼하자 김노디 여사도 결혼했다. 남편은 孫씨. 마음씨 착하기로 이름난 신

기리였다. 한인사회는 이 결혼에 대하여도 말이 많았다. 쑥덕공론은 이승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들 했다. 

많은사람들이노디김에대하여동정적인말도했죠.이박사가너무했다.그런투였습니다.<이원순씨의말>

이 말은 당시 한인 사회에서 이승만이 결혼을 한다면 김노디를 아내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말해준

다. 그러나 이승만의 바로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김노디 여사는 그의 결혼상대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녀의 성격이 거칠고 독한 데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김노디 여사는 아마 야무진 살림솜씨로 하여 이

승만 주변의 인심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인사회의 뜬소문이 꼬리를 끈 까닭은 미스 노디 김이 미세스 노디 손으로 변신했을 때 그녀에게

는 이미 10살 안팎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딸의 내력을 안다는 사람은 없지만 이보경이라는 그 이름으

로 하여 ｢하필이면 이씨냐｣는 투의 쑥덕쑥덕이 많았다는 얘기다.

결혼과 함께 이승만을 떠났던 김노디 여사는 53년 11월 제5대 외자구매처장으로 임명돼 55년 2월까지 1년

여를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그녀의 살림솜씨를 평가하여 하와이에서 청해왔다는 것이었다.

여하간 하와이시절 이승만의 사생활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위에 말한 뜬소문 따위도 그런 쑥덕공론이 

있었다는 것 뿐 더 이상의 증언은 얻기가 어렵다. 참고삼아 이승만에 대하여 비판적인 김원용씨의 ｢재미한

인사략｣을 보면 김노디 여사는 이승만계의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스캔들 따위는 암시조차 

없다. 한편 그의 공식전기라고 할 올리버 박사의 ｢이승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의전생애를통하여이승만은남성보다는여성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았다

이 기록은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을 강조한 것이지만, 많은 여성 추종자나 후원자들도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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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말이다. 

인간 이승만 83      1975년 7월 22일자 3면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워싱턴서 자칭 “대통령”으로 / 상해임정서도 ｢오역｣말썽

｢필라델피아 총대표회보고서｣(大韓獨立血戰記所收)는 몇 가지 흥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국

무경이라는 이승만의 직함, 다른 하나는 ｢총대표회宗旨｣에 담긴 이승만의 정치이념이다.

이 ｢보고서｣는 총대표회의 공식 기록이 간행되기 전에 하와이로 보낸 약식회의록 같은 것인데 그 필자는 

이승만일 가능성이 크다.

임정직함 국무경으로

｢보고서｣를 보면 총대표회를 준비한 사람은 ｢서재필박사｣외에 ｢우리 두 세 사람｣과 미국인이 베네딕트(서

재필박사 자서전에 의하면 이브닝 레저紙의 기자)다. ｢우리 두 세 사람｣에 해당하는 이는 이승만과 정한경, 민

찬호, 윤병구 등(임병직 씨 회고담)이며 ｢보고서｣ 필자는 이중의 한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보고서｣ 필자가 이승만이 아니라면 ｢우리 두 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승만박사｣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장문의 ｢보고서｣에는 한 번도 이승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회의 첫날 그가 한 개회사는 언급이 없다. 특히 독립관예식의 주역은 이승만인데 그저 ｢국무경｣이라고만 표

현하고 있다. 글 끝의 맺음말도 서재필 노고만을 치하할 뿐이다. 모두 이승만이 필자임을 보여주는 글투이다. 

만일 이승만이 ｢보고서｣ 필자라면 그는 스스로 임정직함으로 ｢국무경｣을 자칭했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도 말한대로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상해정부의 국무총리, 노령정부의 국무총리(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또는 국무급 외무총장(玄楯전보=大韓獨立血戰記 所收)이다. 이중 4월 23일 선포된 한성정

부소식은 필라델피아회의(4월14~16일)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4월 11일 발족한 상해정부 소식은 ｢보고서｣

작성 때까지는 알려졌을 수도 있으나 국무경이란 용어는 상해정부의 국무총리이기보다는 노령정부 설립을 

알려온 현순(玄楯)전보(3월29일 접수)의 국무급 외무총장에 가깝다. 

워싱턴에 사무소설치

이 추측의 뒷받침은 우선 총대표회 ｢보고서｣에 만주에새로성립된우리임시정부라한 것,｢미국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만주접경의임시정부라표현한것 등을들 수가있다.이 표현은현순전보에서말한｢한

(韓)・청(淸)・아(俄) 3국과 접경(接界)되는 간도｣라는 노령정부 위치 설명과 일치한다. 이상으로 보면 필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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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 회의가 열렸을 당시 이승만은 현순전보를 따라 노령정부의 ｢국무급 외무총장｣-｢보고서｣에 나타는 국

무경으로 행세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승만이 국무경에서 집정관총재(한성정부) 또는 국무총리(상해정부)로 변신하는 것은 언제부터

일까. 상해임정의 성립은 역시 현순이 전보로 알렸다. 그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4월 25일 이전이다. 3월 15일 

국민회 중앙총회 결의를 따라 차렸던 서재필의 필라델피아 외교통신부가 4월 25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통

신부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정부 소식은 당연히 이것보다 늦다. 서울의 미국총영사관은 5월 2일에야 정부 조직을 국무성에 보고

했다. AP가 서울발로 이를 보도한 것은 6월 10일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집정관 총재로서 임정 업무를 시작한다. ｢50년사｣에 1919년5월

이승만이 국내로부터 한성정부조직의 소식을 받고 워싱턴에 집정관 총재사무소를 설비한 후…한 것이 이

를 말한다. 여기 나타난 ｢국내로부터의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신흥우였다.

(중략)

“미국의 정체(政體)모방”

이것을가지고나는워싱턴으로갔습니다.이승만씨를만나니대단히반가운것은더말할것도없고,그다

음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는 그걸(한성정부명단) 내보이면서 이렇게 됐으니 인제는 뭘 주저하다가는 안 될 

테야 하니…(이하 녹음상태 불량)… 덮어놓고 대한민국의 印을 새기고 또 공문을 써서는 미국 국무성에다가 

통지를 하고 또는 워싱턴에 있는 각국 大・公使들에다 통지를 하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하는 것이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워싱턴에 등장하는데 여러 군데 ｢통지｣를 하면서 그는 

한 가지 말썽의 씨앗을 뿌린다. 그것은 집정관 총재-영어로는 ｢Chief Executive｣를 대통령-President-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은 여러 자료에 나타나지만 ｢50년사｣를 보면-. 

이때에 이승만이 커져서 정부가 임명한 職名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행세하며 한인사회에 國父라는 말을

돌렸고… 사회의 시비가 계속되었다.

여하간 그의 ｢자칭 대통령｣ 문제는 상해임정 안에서까지 말썽이 되는데 그가 느닷없는 ｢대통령｣이 된 까

닭은 무엇일까. 분명히 ｢프레지던트｣는 오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인이 알기 쉬운 용어로 집정관 총재

를 의역했거나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려했다는 일면도 있겠으나 ｢프레지던트｣는 그의 정치이념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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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아 보인다.

그가 쓴 필라델피아 총대표회 ｢종지(宗旨)｣를 보면 앞으로 세울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미국의

정체를 모방한나라다.그에의하면 행정부는대통령,부통령및 내각위원을둔다.이승만은이정치이념

으로 집정관 총재를 대통령으로 번역한 것인데 해방 후 그가 헌법초안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대통령 중심제

를 고집한 것도 하루아침에 생각해 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 이승만 86     1975년 7월 25일자 3면

자칭대통령과 임시대통령

한성,  상해임정 법통 논쟁 / 이승만 반대하던 신채호 감금

상해의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만치를 못했다. 이승만에게 독자적인 임정구상이 있었는

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는 상해 정부조직에 대하여는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가 올리버 박사

의 전기저작 자료로 쓴 1954년 1월 18일자 메모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샌프란시스코에있던안창호는곧미국을떠나상해로향했다.나는안창호가상해에임시정부를세우

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미국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의정원을 조직하고) 안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

려고 노력했으나 한성정부 소식이 온 세계 신문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당연하게 한성정부가 국외정부보다 중

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베리아에서도… 정부를 조직했으나 한성정부소식을 듣고는 상해정부에 합류했다.

이승만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안창호가 주도하는 임정조직이 탐

탁치않다는 얘기다.

반면 상해에서는 이승만 수반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 대표는 사학자 신채호(1880~1936)이며 

반대이유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다. 그는 의정원에서 이승만 반대를 고집하다가 청년들에게 감금당하

는 사태를 빚었고 나중에는 신대한(新大韓)이란신문을따로발행하여이승만을공격했다.외무총장박용

만도 위임통치청원을 규탄, 신채호와 합세하여 임정을 부인하고 ●●●●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후로 국무총

리 이동휘는 ｢절대독립｣을 주장하여 이승만을 ｢썩은 대가리｣라고 불렀다.

4월 5일에 미국을 떠난 안창호는 5월 25일에야 상해에 도착했다. 정부를 수립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났으나 

현지에 있는 각원은 이시영, 이동녕, 신규식 뿐이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서리로서 정부의 기틀

을 잡고 한성, 노령, 상해 3개 임정의 통일을 구상했다. 

이때 일어난 것이 법통논쟁이다. 노령과 상해정부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논쟁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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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성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는 낙착을 보았다. 이에 따라 안창호는 상해의정원에서 임시헌장을 고쳐 정

부를 개조, 한성정부의 각원명단대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명도 모두 한성정부와 같았으나 집정관 총

재만은 임시 대통령으로 바꾸었다.

“참칭(儧稱)대통령” 규탄

대통령제의 채택은 한성정부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안창호는 의정원 연설에서 개조

의 ｢오직 한가지 요점은 이박사를 대통령 삼자함에 있다｣고 말하고 그를 만장일치로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그의 생각은 한성정부를 계승하여 법통논쟁을 없애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이승만의 ｢자칭 대

통령｣시비도 일소하자는 것이다.

이승만의 ｢자칭 대통령｣ 시비는 상해에서도 이미 심각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다. 신채호 등은 이는 ｢신대

한｣을 통해 이승만을 ｢참칭(儧稱)대통령｣이라고 규탄을 거듭했다. 

이 때의 안창호는 이승만을 옹호하며 그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있다. 위임통치문제에 대하여 그는 

청원이 3.1운동이전의 일이요, 3.1운동이후에는 이승만이 ｢절대독립｣을 운동하고 있으니 한때 방편으로 했

던 일을 거론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칭호문제에 있어서는 그도 이승만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안창호와 이승

만의 정보 왕래는 10여 차례에 이르지만, 정부 개조작업이 막바지에 오른 8월 25~26일의 전보는 상당히 격

한 내용이다. ｢재미한인50년사｣가 인용한 안창호의 전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임시정부는국무총리제도이고한성정부는집정관총재제도이며어느정부에나대통령직명이없으

므로 각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사를 하시면 헌법위반이며 정부를 통일하

려는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사를 하지 마시오.

이승만은 다음날로 회신했다.

…내가대통령명의로각국에국서를보냈고…한국사정을발표한까닭에지금대통령명칭을변경하지못하

겠소.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

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

임병직씨도 당시 여러차례 전보 내왕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마다 이승만은 침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이박사는그러면집정관총재를영어로어떻게표현하라는말이냐고짜증도냈고나중에는화를내기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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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집정관총재” 칭호

이 시비는 안창호가 의도했던 대로 정부 개조와 함께 끝났다. 9월6일 의정원은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무효 1표를 제외한 유효 16표가 모두 그에게로 갔다. 상해는 이승만에게 양보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승만의 해석은 다르다. 곡해일지는 모르나 앞서 인용했던 그의 메모는 이렇게 적고 있다.

(상해의정원은오랜논의끝에)나를집정관총재가아니라대통령으로선출했다.집정관총재의칭호를인정

하면 한성정부의 선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기는 한성정부 수반이니 상해에서 이를 계승하자면 그 칭호를 그냥 두고 대외

명칭 ｢대통령｣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집정관 총재의 칭호를 썼고 구미위원부의 조직도 

집정관 총재 이름으로 했다. 상해에서는 이 뒤에도 말썽이 계속됐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미주에 있으면서 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썽거리였다.

대통령에 이승만 선출

의정원은 안창호를 대리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안창호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의정원과 충돌했다. 정부 

개조로 안창호는 노동국 총판(總辦, 한성정부 직함)으로 격하가 돼 있었는데 그의 반대세력은 그가 미주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고 실권은 그가 차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었다. 그로서는 대리 대통령

을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의 대안으로 정부는 9월 10일 의정원이 이승만의 상해부임을 요구하거나 그 직권을 국무원에 위임하도

록 청구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의정원은 이를 부결하는 대신 이승만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전(前) 국

무원이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결의했다. 이런 움직임을 연락받았던지 이승만은 9월 25일 상해로 전보를 

쳐서 ｢불원간(不遠間)｣ 상해에 갈 뜻을 밝히고 정무는 국무원에 맡겼다.

감축하노라,원동(遠東)의일은총리가주장하여하고중대한일만余와문의하여하며구미일은나에게임

시로 전임하라, 중대한 일은 정부와 문의 하겠노라. 정부와 이곳은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白하다.

정부개조를 축하한 이 전문은 그가 상해정부의 임시대통령직을 수락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의 상해

부임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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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승만 87      1975년 7월 26일자 3면

 독립공채 발행 

임정발행과 중복…“불법”시비 / 국민회서 반기…실적도 부진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공채의 발행을 구상했다. 동포의 의연금만으로는 경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는 상해와 워싱턴의 경비를 대기 위해 많은 자

금을 염출했다.

대개 (미주한인 중의) 남자들은 자기 수중에서 20분의 1을 바치기로 했으며 여자들은 그 생활에서 하루 음

식을 줄여서라도 나라에 바쳤습니다.<안창호=1919.6.6북경연설>

이렇게 모은 돈은 이해(1919년) 12월 29 현재 88,013달러. 이중 자체활동비를 제외한 32,600달러가 상해와 

워싱턴으로 송금됐다. 만일 송금액 중 워싱턴 차지가 50%라면 그 액수는 16,000달러 정도다.

그러면 구미위원부의 경비는 얼마나 될까. 위원부가 발표한 결산보고에 의하면 1920년도의 지출총액은 

65,230달러. 다른 자료에 나타는 이해 6월 이후의 예산은 월4천 달러로 가장 큰 것은 사무소비 1,200달러, 이

승만 봉급 300달러, 위원(3명) 봉급 450달러, 법위사(프리드릭 돌프) 봉급 2백달러 등이며 파리위원부와 필라

델피아 홍보국에 월1,300달러를 송금해야 한다.

5백만 달러 모금목표

반면 위원부의 수입은 국민회 송금 외에 이승만 개인 또는 위원부로 들어오는 특연과 국내에서 몰래 보내

오는 비밀자금이 있다. 이중 특연은 하와이에서 많았던 것 같은데 ｢재미한인50년사｣는 하와이 국민회가 중

앙총회와 협동하지 않고 의연금을 이승만에게 송금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오는 비밀자금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1923년 1~3월의 3개월간에 6,217달러에 이르렀다

고 구미위원부가 보고하고 있으며 위원부 산하 한국홍보국의 서재필은 그의 자서전에서 국내 독지가가 선

교사를 통하여 7천 달러(당시 한화2만원)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구미위원부 운영은 국민회의연금 

외의 다른 자금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런 상황아래서 공채 모집을 생각하고 그 계획을 상해에 제시하고 있었다. 그의 구상은 연리 

6%, 거치기간 5년 조건의 공채 5백만 달러를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경우 이미 성공

이 구상이 실현만 된다면 자금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다. 이런 착상을 가능케 한 것은 다른 나라의 독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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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미국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목표 이상의 모금성적을 올린 전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적색

혁명, 대독(對獨)단독강화 등을 싫어했던 미국인들의 동정으로 핀란드 공채가 쉽게 소화된 것이다. 이승만

은 3.1운동에 대한 미국인의 동정심이 식기 전에 공채를 발행하면 역시 좋은 성적을 얻으리란 판단아래 공

채 발행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승만의 독촉을 받은 안창호는 7월 16일 ｢국채통칙｣과 ｢대한민국원년공채발행조례｣, 17일에는 ｢외국공채

발행권위임의 건｣을 의정원에 제안하여 즉일로 통과시켰다. 이들의 제안설명에는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이승만으로부터국채발행에관하여수차來電이있었는데현재우리임시정부의사세가금전을급

요하는 상태인고로 국채를 발행코자 함이며 그 확실한 성공여부는 명확히 예언하기 어렵고 만약 지연되면 진

행상 장애가 있을 터이니… 속히 위임권에 대한 것만 결정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보면 이승만은 진작부터 공채발행을 제안하고 또 독촉해왔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의정원의 의결을 거친 ｢국채통칙｣ 등을 공포하지 않은 채 애국금 징수를 시작했다. 이

해 8월 2일자로 된 재무부령은 미주국민회에 애국금 징수를 지시하고 국민회를 징수원으로 임명했다.

임정의 ｢국채통칙｣공포가 늦어진 까닭은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정부 개조작업과 이를 둘러싼 분규가 그 원

인일지도 모른다. 여하간 청약기간을 8월 1일~11월 30일로 정한 ｢공채발행조례｣가 공포된 것은 기간만료를 

겨우 열흘 앞둔 11월 20일. 이때는 이승만이 공채를 발행한 지 근 3개월이나 지났을 때다. 더구나 ｢조례｣가 규

정한 공채 종류는 1백, 5백, 3백 원의 3종, 연리5%, 5년 거치 30년내 상환 조건인데 이승만이 발행한 공채는 

10, 25, 50, 100, 1천 달러 등의 5종, 연리 6%, 미국이 한국정부를 승인한 1년 뒤에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말

썽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승만은 공채발행을 서둘렀던 터이므로 의정원의 ｢위임｣결의가 알려지자 발행준비를 시

작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준비가 끝나가 9월 4일 김규식과 공동서명한 공채를 발매했다. 공채에 나타난 이

승만의 직함은 한글로는 집정관 총재, 영어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상해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성정부직

함으로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약간 이상하긴 하다.

이승만, 애국금 폐지발표

이승만은 공채발행과 함께 애국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미주에서 보내는 모든 재정은 구미위원부로 보

낼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측에서는 당연히 이승만의 공채발행과 애국금 폐지, 재정 집중은 모두 불법처사라

고 들고 나왔다. 국민회측의 불만을 김원용씨의 ｢재미한인50년사｣는 이렇게 대변한다.

의정원의법안이없이자의로공채표를발행한후에일어나는비난을막으려고이승만이의정원에대하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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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기를 공채표가 속히 인준되어서 외국인 자본가에게 국채를 얻어야 우리 운동의 재정곤란이 없겠다하였

고…국민회의 재정수봉을 방해하는 억지행동을 하므로 국민회와 이승만 간에 충돌이 발생되었다.

이 ｢충돌｣은 10월 19일 상해로부터 애국금 징수를 계속하라는 통지가 옴으로써 3각관계로까지 번졌다. 이

승만은 국민회가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의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

하여 이승만을 규탄했다. 이 ｢정책｣은 ①임시정부나 구미위원부가 독재하는지 민의를 무시할 때는 그 행동

을 반대한다. ②구미위원부와 이승만이 곧 정부이며 정부명령을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리와 민

주주의에 위배되는 무식한 선동이다. ③임정의 사업이 외교만도 아니고 대미외교가 외교의 전부도 아닌데 

대미외교의 경비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등 격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의 대립이 

단순한 공채 시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썽은 해가 바뀐 1920년 2월 24일 신임 재무총장 이시영이 애국금을 폐지하고 공채를 살 것, 재정을 

구미위원부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여 일단락을 보였다. 그러나 불화의 소지는 그대로 남았고 공채 모집은 기

대만 못했다.

이해 12월에서 다음해 12월까지 1년간의 구미위원부 결산을 보면 수입총액 70,190달러 중 공채 모금은 

46,400달러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구미위원부는 총수입중 1만 3천 달러를 상해로, 12,969달러를 필라

델피아 홍보국으로 보냈다.

이로써 보면 공채 5백만 달러는 까마득한 얘기다. 특히 상해에 송금된 액수는 임정 기대에 많이 어긋난다. 

이승만은 미주의 재정권을 장악한 대신 또 한 가지 불만의 씨를 임정 안에 뿌린 것이다.

인간 이승만 89      1975년 7월 29일자 3면

 臨政次長團서 불신임안 

“신성한 독립사업 부적인물”

이승만은 현순(임정의 전 내무부차장, 1920년 4월 22일 샌프란시스코 도착)으로부터 상해 사정을 듣고 상

해행을 결심한다. 이승만은 현순을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일은 다시 정부의 인가없는 독단처사

라는 상해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승만, 이동휘 불화

그러나 현순이 떠나온 뒤의 상해 사정은 거의 와해 상태에까지 접어든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더 이상 이

승만과는 일을 못한다고 공언한다. 청년지식층을 대표하는 각부 차장단은 이승만의 사직을 요구하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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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장단은 5월 14일 이승만이 물러나지 않으면 차장들이 ｢동맹사직｣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를 만

류한 안창호의 일기(5월15일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제군(차장단)의금차대통령의불신임안을제출하는내용은…①신성한독립사업에불신성한인물이수위에

있음이 신성불가라 함이요 ②구미의 외교를 그르치게 하고 미주사회를 분란케 하고 원동(遠東)과 구미의 외

교를 통일치 못하게 하고 정령을 불일치하게 함으로 대사진행에 지장을 많이 발생시킨다함이요….

이 기록은 상해의 이승만관(觀)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중 ①은 위임통치 청원 ②는 구미위원부 설치, 공채

발행, 애국금 폐지 등 이승만의 독단과 관계된다. 차장단을 만류하면서 안창호는 이렇게 말한다.

…(국민들은사태를잘모른채)대통령은고상한철학박사요,윌슨대통령과의동일지우(同一知友)라하여신

앙심뿐이라…제군이 이승만 박사를 추도(推倒)한다 할지라도 이박사는 퇴거하지 않고 자기는 본국 한성에서 

2천만의 민의 추대(推戴)한 대통령이라고…각국에 선언할 것이라, 여차히 하면 자연히 정부는 둘이 되고…<

도산일기>

안창호는 이승만의 명성과 성격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는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사직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①구미위원부의 해체와 주미외교위원부의 신설 ②주

미재정관의 별도설치 ③국무원을 경유하지 않은 대통령교령의 남발금지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승만의 권

한을 대폭축소함은 물론 지난 1년간 이승만이 한 일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니 실질적인 대통령 불신임안이나 

다름없다. 이승만-국민회 분규가 이승만-임정 분규로 진전됐음을 알 것이다. 이 안건은 안창호의 반대로 보

류되고 말았으나 이동휘는 단독으로라도 이승만을 ｢추도(推倒)｣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유는 여하간에 안창호는 이 사태 속에서 이승만을 옹호하고 있는 셈인데 이무렵 이승만-안창호의 관

계도 원만하지는 못하다. 

(중략)

하와이서 숨어 지내

반면 미주의 이승만은 현순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지만 상해사정을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얼마 전인 6월 16일 고(高)자세의 전보를 상해로 보내 분규를 부채질한 것이다. 그의 

전보는 레닌정부에 밀사는 누구를 보냈느냐는 질문과 함께 구미외교에 관한 일은 대통령 모르게 행하지 말

라고 못 박은 것이다. 상해는 이승만의 독단을, 이승만은 상해의 독단을 나무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때

는 이미 이동휘가 자기 심복을 모스크바에 보냈다가 독립자금 횡령사건을 빚은 몇 달 뒤다. 이승만의 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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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이승만 간의 연락이 원만치 못함을 따라서 이승만이 상해 사정에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의 

전보가 이동휘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동휘는 답전칠 것조차 거절하고 이승만과는 ｢

일절 교섭을 않겠다｣고 선언, 6월 18일에는 사표를 냈다.

(후략)

인간 이승만 90      1975년 7월 30일자 3면

 上海臨政 첫 집무 

첫 각의결렬…이동휘총리 사표 / 임정와해…이승만에 사임압력

이승만이 탄 배는 12월 8일(1920년) 상해에 도착했으나 상륙할 방도가 없었다. 상해의 사법, 행정권을 장

악하고 있는 영국이 친일적이어서 ｢밀입국｣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다.

여러가지입항절차가진행되는동안이박사와나는선창의문을잠그고숨어있었습니다.얼마가지난뒤선

장은 손수 문을 열어주며 상륙하라고 했습니다. 이박사와 나는 재목을 하역하는 중국인 노무자 틈에 끼어들

었습니다. 얼른 재목을 하나씩 둘러메고 부두에 내려서니 임정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노백

린 씨가 암호전보를 쳤던 것입니다.<임병직씨회고담>

노무자로 위장 밀입국

이승만은 영국조계인 맹연관(孟淵館)호텔에 들었다. 이틀 동안 여독을 푼 뒤 이승만은 임정청사로 갔다. 

임정청사는생각보다으리으리했습니다.3층청사에휘날리는태극기가감격스러웠습니다.임정직원들은아

침 여덟시 반이 되면 강당에 모여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 박사를 맞은 임정은 아연 활기를 더한 것 같았습

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갈래 반목과 대립이 있음은 지극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임병직씨회고담>

한때 와해 위기에까지 이르렀던 임정내분은 소강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이해 여름 극동을 순방한 미국의

원단에의 만심이 내분을 뜸하게 했고 이승만이 온다는 소식이 일종의 휴전상태를 빚은 것이다. 한때 상해

를 떠났던 이동휘도 돌아와 있었다. 안창호는 북경 여행길에 이승만 도착소식을 듣고 급히 상해로 돌아왔다.

이승만은 임정요인과 개별 접촉하고 상해실정을 직접 들었다. 13일에는 군무부에서 임정직원을 모두 접견

했다. 일경(日警)정보는 이때 이승만이 직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하고 협평리1번지 전 재

무부 자리에 대통령 관서를 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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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저녁 상해 교민단은 이승만 환영회를 베풀었다.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지 20일만에 처

음으로 대중(公衆) 앞에 선 것이다. 임정 관계자들은 당연히 내분수습, 독립사업진행 방안을 기대했을 것이

다. 그러나 이승만의 답사는 인내, 용맹, 단합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국제 정세전망 등 훈사조(訓辭調)에 그쳤

다. 그는 답사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일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은 많은 금전이나 대정략(大政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재미동포의 이곳에서

일하시는 제위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내관한 즉 내외 각처 동포의 학살당함

과 각양(各樣)이 신산(辛酸)함에 대하여는 자못 참담 하외다.

이 답사가 듣는 이들을 실망시켰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상해에서 그에게 기도한 것이 ｢대정략｣과 ｢

금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없는 것을 없다고 한 것이겠지만 역시 기대는 이날 밤으로 무너진 것이다.

해가 바뀐 1월 1일 상오 11시 임정은 신년 축하식을 베풀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신년식은 뜻깊은 행사임에 

틀림없다. 이동휘는 사회자로 식을 주재했고 ｢단합에 단합을 가하여｣ 일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승

만을 맞는 의례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

1월 5일에는 1921년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는 바로 대통령과 총리와 대결장이었다. 회의 첫날 이

동휘는 위임통치청원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승만은 위임통치가 독립을 전제한 것이었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

라고 맞섰다. 결국 위임통치청원의 진의를 해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타협안이 나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국무회의는 결론없이 정회했다.

제2차 회의는 대통령이 상해로 오거나 그렇지 못한 때 행정의 결재권을 국무총리에 위임하도록 요구했

다. 이승만은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무총리는 중요 안건만 워싱턴에 보내 결재를 받으라고 했다. 

역시 결론은 없었다.

위임통치청원이 불씨

제3차 회의에는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고 국무위원 제도로 하며 국무위원의 다수결로 행정을 하자는 안

이 상정됐다. 이승만은 국무위원제는 한성정부의 제도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써 일련의 국무회

의는 끝났다. 그것은 결렬이나 다름없었다. 1월 24일 이동휘 총리는 사직서를 선포했다. 25일 이승만은 내무

총장 이동녕을 총리대리로 지명하고 2월 4일에는 이동휘를 면직 발령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다. 1월 26일 김규식 학무총장, 노백린 군무총장, 안창호 노동국 총판 

등이 사표를 던졌다. 김규식, 노백린은 이승만보다 얼마 늦게 상해에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이

들의 사표는 이승만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무회의에 남은 총장은 이동녕 내무와 이시영 재

무의 두 사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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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요인들 잇단 사표

이승만은 사태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부에서는 연일 연대회의를 열고 요인들은 개별접촉을 거

듭했다. 그러나 묘안은 없었다. 무엇보다 먼저 국무원을 재구성해야하는데 총리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

다. 물망에 오른 사람은 안창호였으나 그는 이미 사태수습을 위한 다른 복안을 짜고 있었다. 이승만은 2

월 10일 안창호를 만나 총리를 수락하도록 권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대리로 지명된 이동녕도 총리되기

는 마다했다.

여러가지 수습책과 정부개혁안을 거론하던 연석회의는 정부기구축소안을 채택하고 끝났다. 이날 안창

호는 귀국할 뜻을 밝힌 이광수, 허영숙 부부를 찾아 극력 만류하고 있다. 이광수의 이탈은 당시 상해의 절

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태는 드디어 이승만이 인책사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

작했다. 2월 23일 노백린은 이승만을 찾아가 사임을 권고한다. 도산일기는 노백린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이

렇게 기록한다.

이동녕은 축출(遂出)주장

노군왈…호의로해결키위하여…대통령을방문하여전자에위임통치청원문제로외면에서성토한다떠든즉

그냥 대통령 지위에 앉아 있다가는 좋지 못한 광경을 당하고 축출되어 결국 와해하고 노령과는 영원히 결렬

할지니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제출하고 다시 이동휘와 악수하여 독립운동을 계속 진행케 하자한 즉 대

통령의 말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였노라 약속이 있었는데…<2월27일자>

이날 하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사의를 밝혔다. 이승만은 이 자리에서 위임통치청원의 경위와 

집정관 총재와 대통령 칭호문제를 해명했다. 이승만은 다음 국무회의(2월 25일)에는 참석치를 않았다. 그러

나 이승만의 폭탄선언은 새로운 말썽을 빚었고 한차례 번의(飜意)소동을 일으킨다. 이때 와병중이던 이동녕

은 이승만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의 사직사를 의론도 없이 돌연히 국무회의에 선언함은 불가히 되었도다. 추후에 들은 즉 어떤 사람

이 가서 사직을 권고까지 하였다(하는데) 이승만 씨가 사직함은 절대 불가라. 바로 축출해야지….<도산일기

2월 25일자> 

임정안에 일어난 격앙된 반이승만 감정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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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승만 92      1975년 8월 1일자 3면

 대한인 동지회 창설 

｢상해체험｣통해 사조직 절감 / “臨政옹호”…終身總裁로

(전략) 

그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은 6월 29일. 당시의 하와이 국민회는 이해 3월 교민단으로 개편돼 있었다. 이것

은 1920년 3월 16일에 공포한 ｢임시거류민단제｣에 따른 것으로 국민회 중앙총회는 재정형편을 들어 개편에 

불응하고 있었다. 하와이교민단은 국민회 규정을 그대로 도습했으나 교민단은 구미위원부에 예속하며 그 

업무는 구미위원부의 인준을 받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하와이교민단은 완전한 이승만 통

제아래 있다.

반면 박용만계는 1919년 3월 대조선 독립단을 창설한 뒤 한때는 국민회와 합쳐 활동하기도 했으나 이때는 

다시 분립해 있었다. 특히 북경군사통일회에 참석한 독립단대표 권승훈은 회의석상에서 위임통치청원을 보

도한 미국신문을 공개, 대(大)임정최후통첩을 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 박용만은 권승훈이 공

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증언했다.

이승만은 호놀룰루에 도착한 지 3일만인 7월 1일 저녁 교민단이 베푼 대통령환영회에 참석했다. 이승만은 

저녁 8시부터 1시간 55분간의 연설을 통하여 상해사정을 보고했다. 일경(日警)보고가 인용한 연설내용은 ①

상해의 재정곤란을 말하고 연(年) 금화 2만원의 임정 유지예산을 세웠으니 미주와 하와이에서 분발하여 도

와야 한다는 것 ②이동휘가 사직한 뒤 총리를 맡겠다는 이가 없어 시간이 지연됐으며 임정을 반대하는 사

람들과 합동하여 일할 희망이 사라졌다. ③대통령을 사직하지 않은 까닭은 국내에서 사직하지 말라하고 또 

한성정부의 실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 등이다. 이 연설은 또 청산리 전투를 말하고 ｢소년애국자｣ 이

범석(건국 후 초대국무총리)의 용맹을 극구 칭찬하고 있다.

이승만은 곧 교민단 총단장인 민찬호, 안현경, 이종관 등과 협의하여 대한인 동지회 조직에 착수했다. 그는 

상해의 체험을 통하여 교민단에 핵심단체가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 틀림없다. 절대 복종과 결속을 보장할 수 

있는 사조직이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흥사단, 박용만의 독립단도 염두에 있었을 것이다.

“동지회 목적은 단결”

이승만은 동지회 조직을 몹시 서둔 듯 7월 21일에는 이미 동지회 발족을 선포했다. 취지는 임정옹호와 대

동단결 그 규약은 사뭇 전투적이다.

본회의목적은상해의임시정부를옹호하며대동단결을도모하되임시정부의위신을타락하거나방해하려

는 불충불의한 국민이 있으면 본회가 일심하여 방어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조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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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더하여 회원들은 총재 이승만을 보좌하며 그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은 매달 1달 25

센트씩의 회비를 갹출한다. 이승만은 1924년 동지회의 종신총재로 추대돼 그의 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기반

을 완성한다. 동지회는 조직을 확장하여 북미지방총회를 결성, 미주에서도 무시 못할 조직 세력으로 성장하

지만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동지회의 조직을 선포한 6일뒤인 7월 27일 이승만은 제1회 동지대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 번 상해 사정을 

보고 했다. ｢재미한인50년사｣가 인용한 연설은 아주 격렬한 선동조다. 그에 의하면 이승만은 ①이동휘가 제

의한 국무위원제는 공산당제도이므로 반대했더니 사직사태가 생겼다. ②박용만은 북경에서 무정부주의로 

정부전복을 꾀하고 상해의 안창호는 국민대표회로 독립운동을 방해한다. ③앞으로는 ｢여러분이 경찰도 되

고 군병도 되고 몽둥이도 되어서 악한 분자를 처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시사｣를 습격

이렇게 동지회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독립단 기관지 ｢태평양시사｣는 ｢이승만 

행방불명｣이란 기사를 실었다. 이승만이 상해에서 내부분열만 일으키고 난국을 감당못해 슬며시 사라졌다

는 내용이다. 동지회의 부녀회원들은 8월 2일 저녁 독립단하와이지부장이며 ｢태평양시사｣편집인인 함삼여(

咸三如)를 찾아가 정정을 요구했다. 함삼여는 상해의 한국적십자사 주무원 서병호가 하와이지부 문도라에

게 보낸 편지중에 이승만이 ｢간다는 말도없이 없어졌다｣고 한 것을 기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정정을 거부했

다. 이에 남자 교민단 단원을 포함한 수십명이 신문사를 습격, 경찰이 출동하여 겨우 제지했다. 그러나 한때 

물러났던 단원들은 저녁 8시께 다시 신문사를 습격,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여러 명의 부상자를 냈다. 다시 출

동한 경찰은 폭행에 가담했던 36명을 연행해갔다.

다음 날 사건은 하와이 영자지에 보도가 됐다. 평소 독립운동에 동정적이었던 스타블레틴지는 ｢다중 폭

력 필요없다｣는 사설까지 실었다. 그 사설은 하와이 한인들의 눈부신 독립운동, 자치능력 주장을 언급하고 

그럴수록 폭력사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태평양시사｣의 기사가 온당치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문사 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폭력이 동지회 규약에 말한 ｢상당한 조처｣일 수도 없다. 일본정부의 정보보고는 사건이 단순한 신문기사 문

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조성되어온 양파(兩派)의 알력이 폭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건은 폭력에 대한 형사사건, 이승만의 신문사 고소 등이 겹쳐 달포나 끌다가 겨우 진정됐다. 그러나 하

와이한인사회의 분열은 수습될 길이 없다. 동지회가 조직을 다지는 한편에서 독립단은 북경의 군사통일회 

후원을 위한 자금캠페인에 열을 올린다. 10월에는 하와이 대조선국민대표기성회가 안창호, 박용만계의 합

작으로 결성된다. 안창호의 상해기성회 등 각지에 생겼던 기성회 중의 하나이지만 하와이 기성회는 850명

의 회원을 자랑했다.

이승만은 8월 18일, 서둘러 호놀룰루를 떠났다. 태평양회의 대책준비가 급했기 때문이다. 안창호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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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한인들은 배척 데모로 그를 맞았다. 이승만은 이를 아랑곳 않고 곧장 워싱턴

을 향했다.

인간 이승만 94      1975년 8월 5일자 3면

 대통령불신임결의 

외교실패 내정불화 등 문책 / 罷免제도없어 직위는 고수

태평양회의는 하나의 고비를 이룬다. 회의회교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둔 독립운동은 高揚기에서 整

備기로 접어든다. 정비에는 많은 진통이 따랐고 그 결과로 이승만은 불신임 탄핵 면직을 당한다.

독립운동은 정비기로

이승만은 태평양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해(1922년) 1월 4일 구미위원부 통신 제45호를 통해 그 나름

대로 외교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비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골자는 임정과 구미위원부는 꼭 유지

할 것이나 그 경비는 최소로 줄여 구미위원부는 월 1,037원, 임정 송금은 월 최소 1천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물론 미주와 하와이 동포에게 기대한다. 이승만이 제시한 구미위원부예산은 전년도 후반기 예

산 월5천원의 4분의1꼴이었지만 임정 송금 예산에 비하면 아직 월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상해에서도 태평양 회의의 끝장은 정비신호가 된다. 그것은 내분휴전의 끝장이나 다름없다. 한동안 주춤

했던 국민대표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데 대리총리(신규식)를 비롯한 ｢5인내각｣도 잠정적인 성격을 지녔

던 것이므로 그 거취를 정해야 한다. 미주의 송금은 더욱 줄어들어 재정도 말이 아니다.

국민대표회 소집안 가결

태평양회의 폐막과 때를 같이하여 2월 상순에 개회한 제10회 의정원에는 국민대표회 문제가 청원 형식

으로 제출됐다. 

의정원은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동요한다. 국무원은 이승만에게 여러 차례 전보를 쳐서 총사직할 뜻을 

말하다가 결론을 못 얻은 채 각원이 차례로 사임한다. 끝내 4월 7일 의정원에 나온 국무위원은 노백린 군무 

한사람 뿐이다. 의정원은 院議로써 워싱턴에 전보를 쳤다.

정부의형세가급하니유지방침을보내시고난국을정돈하시오.

정부가 공백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수습하라는 것이다. 회답은 닷새가 지난 4월 12일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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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논중이니기다리시오.

그 사이 의정원은 ｢인민의 청원안｣(국민대표회 소집요구)의 열띤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만 回電 

다음날인 4월 13일 의정원은 ｢청원안｣을 가결했다. 趙琬九 등 ｢여당｣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집행된 표결 

결과는 10대3. 임정에서 볼 때에도 국민대표회는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승만이 ｢기다리라｣는 말밖

에 할말이 없는 이상 사태진전을 막을 길은 없었다. 이승만의 ｢방침｣은 4월 19일에야 왔다. ｢사직하는 각원

을 권하여 들지 않으면 다른 각원을 천거하라｣는 것. ｢방침｣이랄 것도 없는 내용이다. 이승만은 4월 26일 다

시 전보를 쳤다.

노백린을국무총리로임명하니내각을다시조직하고나의결재를받아발포케하오.

후보없어 개각도 벽에

이승만은 겨우 개각이 불가피함을 깨달았으나 총리감은 유일하게 남은 각원인 노백린 외에는 없다. 그나

마 노백린은 총리로 취임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각원될 사람도 없다. 이승만은 속수무책인데 상해와 워

싱턴은 핑퐁식 전보만 주고 받을 뿐이다. 대통령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의정원 전보와 이에 대꾸하는 이

승만의 回電은 감정적으로도 에스컬레이트 한다.

  5월16일 상해발 = 노백린 군무총장은 임시총리취임이 불확정하고 각원 조직하지 않으므로 尙今 무정

부상태로 각하는 속히 책임이행하시오. 5일 이내로 답전하시오.

  5월22일 워싱턴발 =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수합하는 일이 방해되어서 재정곤란을 당

할 터이니 속히 정돈하시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의정원에는 ｢대통령 및 現任각원불신임안｣이 오영선의원 등 5인의 이름으로 제출됐

다. 의정원은 이 사실을 워싱턴에 알렸고 다시 핑퐁전보가 시작됐다.

  6월5일 상해발 = 시국이 지극히 어려운데 임시 대통령과 국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

하므로 임시대통령,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니 의향을 말하시오.

  6월8일 워싱턴발 = 국내에서 13道 대표가 정부를 조직하고 이로써 정식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이행하자

는 約法이 있으므로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任할 데 없으니 辭免못하겠소.(노백린 경유)

  6월9일 상해발 =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 擇選의 책임이 임시의정원에 있는 것이니 염려 마시고 사직

하시오.

이승만 - 임정 관계에서 이승만의 강점이라면 미주의 재정을 장악한 것, 한성정부의 법통, 그리고 임시헌

법에 대통령 임기규정이 없다는 것 등이다. 핑퐁전보를 통하여 이승만은 이 강점들을 모두 誇示한 셈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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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형세는 그에게 불리했다.

6월10일 의정원은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제안자 오영선은 ①내정불통일 ②외교실패 ③組

閣불능 등의 불신임 이유를 들었다.

의정원은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이 갈렸으나 반대론도 불신임안이 시기상조라는 것뿐 이승만이 사임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불신임안은 6월 17일 출석의원 17명 중 12대0으로 가결됐다. 불신임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퇴장,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시헌법이나 의정원법에는 대통령 등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다. 따라서 의정원의 불신임 결의에

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승만은 아직도 임정대통령이다.

실의에 빠져 하와이로

의정원의 불신임결의는 특히 하와이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다. 하와이의 교민단과 동지회는 성토문

을 보내고 선전문을 돌려 의정원을 규탄했다. 이승만은 7월 11일 노백린을 총리로 다시 임명하여 마지막으

로 사태수습을 꾀했다. 

노백린은 이해 9월 취임, 김구 내무, 조소앙 외무 등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한성정부 각료 중에는 이시영 재

무만이 유임했다. 組閣을 본 이승만은 9월들어 하와이로 돌아왔다. 그는 3.1운동으로 중단했던 한인기독학

원과 한인기독교회 일을 재정비해야했다.

9월18일 기독학원은 4천에이커 부지의 새 교사를 낙성했다. 이승만은 당초 기독학원의 새교사신축을 위

해 8만5천달러에 이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5만달러는 미국인으로부터 기부받고 3만5천달러는 동포들의 特捐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한인 특

연이 겨우 5천달러에 그치는 등 일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승만이 부재중이던 1921년 2월에 착공

한 신축공사가 1년반만에 완공을 본 것이다.

한인교회정비에 몰두

한인기독교회는 이보다 두달뒤인 11월 신축예배당의 헌당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기독교회는 동지회 발

기인인 민찬호, 이종관 목사 등이 視務, 하와이 각 지방교회 15개소와 4백여 교인을 거느릴 만큼 발전했다. 

이승만은 이로써 국민회와의 분규를 겪으면서까지 추진했던 숙원을 이룬 셈이며 동지회, 교회, 학원으로 연

결되는 활동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임정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게는 이때가 실의의 세월이다. 올리버박사에 의하면 이승만은 ｢불

안정함｣을 이기지 못하여 1년여만인 1924년 1월 다시 하와이를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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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승만 95      1975년 8월 6일자 3면

 대통령 탄핵면직 

任地 오랫동안 안떠나 “事故” / 화난 이승만 臨政돈줄 끊어

이승만이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1923년에도 상해는 진통을 거듭했다. 전해의 이승만 불신임안이 흐지부지

된 채 임정 밖의 국민대표회, 임정 안의 의정원은 체제개편의 방도를 찾아 고민했다. 이해 초에 열린 국민대표

회는 임정의 개조와 창조의 兩論이 엇갈리고 있었다. 끝내 대표회는 6월 3일에 결렬되고 말았다.

학생고국방문단 派途

대표회와 때를 같이하여 열린 의정원은 ｢大局刷新案｣이란 것을 따로 마련했다. 그 골자는 대통령제 폐지 

등의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안이다. 의정원은 개헌원칙에 합의하고 탄핵안은 정해진 절차를 밟기위해 특별위

에 넘겼다. 탄핵사유는 ①까닭없는 임지(상해) 이탈 ②敎令남발 ③구미위원부 등의 독단설치 ④재정의 독

점 등이다. 그러나 ｢대국쇄신안｣은 의정원 내부의 혼란으로 유야무야가 돼버렸다. 이로써 임정의 정비작업

은 또 한차례 실패한 셈이다. 이동안 하와이의 이승만은 학원과 교회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

은 ｢학생고국방문단｣의 파송정도다.

｢학생고국방문단｣은 기독학원 신축비 모금을 겸하여 학원생으로 야구단과 연극단을 만들어 본국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일본영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어서 한인 사회에 적잖은 말썽을 빚었다. 임정대

통령이 독립정신을 흐린다는 비난이다.

｢학생고국방문단｣은 이해 6월말 호놀룰루를 떠났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본국 

각지를 돌며 시합과 공연을 갖고 두달만에 돌아왔다. 이들은 도처에서 환영을 받았고 각종 경비를 제하고 3

천6백달러의 모금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해외동포가 고국을 찾는 ｢방문단｣의 효시다.

해가 바뀐 1924년에도 상해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 4월에는 노백린 내각이 총사직한다. 후임은 이동녕. 

6월이 되자 의정원은 ｢대통령사고안｣을 통과시키고 이동녕을 대통령대리로 지명하도록 요구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임지를 떠나 있으므로 이를 ｢事故｣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시영, 人口稅차단糾彈

이승만은 물론 이를 거부했다. 그는 7월 1일 국무원 앞으로 公函을 보냈다.

今에국무,의정양원의전보를접하건대다시헌법개정이니대통령대리니하는문제로서로시비,충절을내

는 모양이니 슬프다. 상해에 있는 우리 인사들은 종시 이렇게 세월만 보내며 좋은 기회를 앉아서 버리려 하

는가….



136  

이승만은 분격, 개탄하고 있지만 이미 회기를 넘긴 의정원을 폐회하고 국무원은 단합해야한다는 것외에 

달리 할말은 없다. 그는 분이 덜 풀렸던지 하와이 교민단에서 모아 상해로 보내던 인구세를 보내지 못하게 

했다. 7월 3일자로 그가 낸 구미위원부 ｢특별통신｣은 교민단은 구미위원부에 예속된 단체이므로 인구세도 

구미위원부에 보내야 한다고 못박고 상해에서는 하와이에서 보낸 재정을 ｢公決없이 費消｣한다고 지적했다. 

미주와 하와이에서 ｢대국쇄신안｣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누르고 임정의 돈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 일은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상해의 이시영 재무총장은 11월 28일자로 공문을 보내 ｢특별통신｣의 

｢奇怪, 錯亂한 말｣을 규탄하고 구미위원부가 정부이상의 기관이 아니며 인구세 차단이 불법임을 지적, 상해

에서 재정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만도 가만있지를 않았다. 12월 22일 그는 이시영에게 公函을 보내 ｢하와이의 인구세 징수의 중지는 본 

대통령의 지휘를 따라 행한 바이니…단장을 힐책할 것 없다.｣, ｢본 대통령은 하와이 민단장과 애국부인회장

에게 상해로 納送하는 공금을 모두 정지…하라고 명했다. ｢내지에서 수십만원의 재정이 상해로 유입하되 정

부에서는 외교사무에 한 푼도 쓰지 않았고 극동에 산재하는 수백만 동포에 대하여는 1원씩도 징수하지 못

하면서 美領교민에 대하여서만 공납금을 내지않음은 국법에 위반된다고…함은 부당하다｣고 둘러댔다. 그는 

또 국무원에 회람공문을 보내 의정원의 결의가 있더라도 ｢한성(정부)조직의 계통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결코 이를 尊守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임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박은식, 대통령대리로

이렇게 되자 이동녕 총리는 대통령이 아닌 의정원에 사표를 내던졌다. 김구 내무, 조소앙 외무, 노백린 군

무, 이시영 재무 등도 따라서 총사직했다. 의정원은 후임총리 박은식을 다시 대통령대리로 선출했다. 박은식 

내각의 성립으로 한성정부이래의 각료나 領袖급 지도자는 모두 정부에서 빠져버렸다.

해가 바뀐 1925년 3월, 의정원은 드디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의원10명이 제출한 탄핵사유는 ①대

통령 취임 선서 위배 ②헌법 제11조(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함) 위반 ③헌법과 의정원 

부인 등이다. 이에 따라 의정원은 3월 18일 ｢임시대통령 이승만심판결의안｣을 가결, 심판위원회는 3월 23일 

대통령의 면직결정을 보고했다. 의정원은 이 면직안을 가결하고 즉석에서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不服控訴통고 묵살

의정원은 3월 30일 대통령을 국무령제로 고친 개헌안을 가결했고 박은식은 4월 10일자로 새 헌법과 구미

위원부 폐지령을 공포했다.

이승만은 이 소식을 하와이에서 들었다. 전해 1월에 하와이를 떠났던 이승만은 미주에서 강연을 하고 다

녔으나 가을에는 하와이로 다시 돌아왔다. 의정원은 하와이로 면직결정을 통보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2개

월내에 공소하라고 통고했다. 이승만은 이 통고를 무시해버렸다. 그는 뒤따라 나온 구미위원부 폐지령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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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곳하지 않았다. 구미위원부는 명목상으로나마 28년까지 존속했다. 이승만은 탄핵뒤 5년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하와이에 머물렀다.

상해에서는 이승만의 탄핵으로 새 국면을 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임정은 새 헌법

에 따른 정부구성도 제대로 못한 채 昏迷상태를 거듭,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하고난 1927년에야 겨우 기

틀을 잡았다.

그 사이 이승만은 동지회 사업에 온 힘을 다했다. 그는 동지식산회사를 세워 동지촌 건설을 추진했다. 이 

구상에 따라 동지회는 이해 3월 산판 9천9백에이커를 사들였다. 벌목과 농지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호놀룰루에 제재소까지 차렸으나 일은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실패의원인은비가많이왔기때문입니다.산판에는박달나무같은오히오나무가가득했습니다.처음얼마

동안은 그런대로 해나갔지만 수지가 맞지를 않았습니다.(이원순씨의회고담)

이승만은 5년만인 1929년 들어 식산회사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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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내일을위한證言,샘터,1979

Dae-Sook, Suh,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 Autobiography with Commentaries on Syngman

Rhee, Pak Yong-man, and Chŏng Sun-man,UniversityofHawaiiPress, 1987

John K. 현, 홍성걸 역, 國民會略史-하와이 國民會의 成立과 活躍相(1903~1945), 고대 민족문화연구

소, 1986

Robert T. Oliver, SyngmanRhee :TheManBehind theMyth,DoddMeadAndCompany, 1960

3. 연구성과

▪ 단행본

강영심 외, 1910년대국회항일운동Ⅱ-중국․미주․일본,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고정휴, 1920년대이후미주․유럽지역의독립운동,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고정휴, 이승만과한국독립운동,연세대학교출판부,2004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Reedley,California,1959.; 김원용지음,손보기엮음,재미한인오십년사,혜

안, 2004

김주용 외, 국외항일유적지,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Ⅰ-상해시기,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로버타 장․웨인 패터슨, 이주영 옮김, 하와이의한인들-사진으로보는미주한인100년사(1903~2003),

눈빛, 2008

방선주, 재미한인의독립운동,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1989

손세일, 이승만과김구』,일조각,1970 ;손세일, 이승만과김구1~3,나남,2008

송건호, 송건호전집』12,한길사,2002

안형주, 박용만과한인소년병학교,지식산업사,2007

오영섭 외, 이승만과하와이한인사회,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12

웨인 페터슨, 정대화 옮김, 하와이한인이민1세 –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들녘,2003

유영익 외, 이승만과대한민국임시정부,연세대학교출판부,2009

유영익, 이승만의삶과꿈-대통령이되기까지,중앙일보사,1998



141  

유영익, 젊은날의이승만-한성감옥생활(1899~1904)과옥중잡기연구,연세대학교출판부,2002.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1919~1930)』,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

문, 1999

윤병욱, 도산의 향기, 백년이 지나도 그대로, 기파랑, 2012

이덕희, 하와이대한인국민회100년사,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13

이덕희,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2008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의연표,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9

이정식 외, 혁명가들의항일회상,민음사,2005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역사비평사,2005

한영철, 자유세계의거성이승만대통령,문화춘추사,1953

허정, 우남이승만,태극출판사,1970

홍선표, 재미한인의꿈과도전,연세대학교출판부,2011

황민호 외,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08

Allen, Gwenfread E, 1969, The Y.M.C.A. in Hawaii, 1869-1969,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Honolulu

Roberta Chang with Seonju LEE, 하와이의 초창기 한인사회 1903~1940: When the Korean World in

Hawaii was Young 1903~1940,북코리아,2012

▪ 논문

고정휴,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109호,1986

고정휴, ｢구미주차한국위원회의 초기 조직과 활동 1919~1922｣, 역사학보 134·135 합집, 1992

김도형,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소위 ‘교민총단관 점령사건’을 통하여｣, 한국근현대

사연구9, 1998

김도형, ｢대조선독립단의 조직과 활동｣, 이승만과하와이한인사회,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12

김도훈, ｢하와이 학생 고국방문단의 결성배경과 성격｣,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미

주 한인과 독립운동, 2003

김욱동,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본 이승만｣, 東亞硏究제55집,2008

반병률, ｢미주지역에서의 무력양성운동 -일제초기를 중심으로-｣, 미주한인의민족운동, 2003

서정민, ｢구한말 이승만의 활동과 기독교｣,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서중석, ｢이승만 노선과 한국 민족주의｣, 한국근현대의민족문제연구,지식산업사,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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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이승만대통령과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론Ⅱ,창작과비평사,1983

서중석, ｢이승만의 퍼스낼러티와 유교문화｣, 이승만의정치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2005

송건호, ｢이승만과 김구의 민족노선｣, 창작과비평43호,1977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1집,2012

정병준, ｢李承晩統領 書翰 자료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정병준, ｢1905년 윤병구·이승만의 시오도어 루즈벨트 면담외교의 추진과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제157호, 2012

주진오,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여름호, 1996

하유식,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 지역과역사제6호,부산경남역사연구소,2000

홍선표, ｢한국독립을 도운 미국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43집,2012

∷ 검색사이트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한국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는 주요 

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해당 시대별로 기초자료, 종합자료(신문, 잡

지 등), 분야별 전문자료(인명록, 재판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자료와 한국사관

련 원전자료를 검색할 때 편리하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일제강점기>

1)  국내외항일운동문서 : 국내를 비롯한 만주, 상해, 일본, 미국 등 국외 한인 사회에 대한 자료로 해외 한

인 사회운동 및 국내 주요 사건 운동에 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간행한『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전13권)을 원문

대로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제의 침략 정책과 

그에 대한 저항 운동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해 집대성한 

자료집이다. 임시정부의 통치조직과 헌법을 비롯해 관련단체, 보도기사, 관련 인사들 사이에 오고간 서

한 등을 포함한 총 51권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근대사자료집성 : 국사편찬위원회가 여러해 동안 조사‧수집한 국내외 한국근대사 관련자료를 정리

한 자료집이다. 일본 외무성기록 중 요시찰한국인거동, 한일어업관계 등 총 10권을 웹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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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근현대신문자료 : 한국 근현대 신문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군이다. 기사제목과 색인어 등을 통한 

검색으로 원하는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 공립신보, 동아일보, 신한민보, 중앙일보 등 10개의 신문이 제

공된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로 300여 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제본된 신

문스크랩도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근현대잡지자료 : 한국 근현대 잡지자료를 모아 놓은 자료군이다. 개벽, 대동아, 동광, 삼천

리 등 19개 잡지 원문을 볼 수 있고, 경무휘보, 근우 등 64개 잡지는 목차만 확인된다.

7)   한국독립운동사자료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총 49책의 독립운동사자료집 중 24책을 선별해 디

지털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 안중근의사, 의병운동 자료 등이 그것이다.

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총 71책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집이다. 독립운

동단체, 3.1운동 등에 투신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신문(訊問), 재판기록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국역문, 일본어 원문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9)  해외사료총서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극 등에 소재한 한국사 자료를 조사하고 선

별해 수집한 조사보고사와 목록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각각의 목록에 해제, 간단한 자료설명 등이 있

어 자료 이용에 도움이 된다. 목록 중 일부는 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 문서관들과 개인 소

장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출처(국가별‧국내지역별)에 따라 계층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목록과 일부 원문을 제공한다. 사료의 형태에 따라 문서, 고문서, 도서, 고도서, 연속간행물, 사진시

각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형태별 검색도 가능하다.

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다양한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 참여(연계)해 역사자료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검색한 자료목록의 본문정보는 웹링크를 통해 곧바로 해당 전문정보센터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다.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잡지‧신문‧관보), 고전국역서, 연구자료, 인

물, 지도, 연표, 금석문자료 등 각종 역사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연계기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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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근대한일외교자료 http://siminlib.koreanhistory.or.kr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 고문헌 시스템 http://nmh.gsnu.ac.kr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go.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http://db.kdemocracy.or.kr/index.jsp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한국국학진흥원) 옛문서생활사박물관 http://life.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자료마당 http://www.warmemo.c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http://gb.nl.go.kr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구소)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관련 서양고서 원문 DB 시스템 http://www.e-coreana.or.kr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http://www.womenshistory.re.kr:707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www.krm.or.kr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고신문자료 http://www.kinds.or.kr

4.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 국가보훈처가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동과 관



145  

련된 문헌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사이트이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외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사료의 일부 원문을 볼 수 있다.

<공훈전자사료관 원문사료실>

1) 독립운동가 인물정보 : 포상자 공적조서,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2) 독립운동 관련자료

-  독립운동사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독립운동사』총 10권을 원문대로 디지털화한 자료

이다. 의병항쟁사, 삼일운동사, 임시정부사, 독립군전투사, 의열투쟁사, 문화투쟁사 등 독립운동사 전반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독립운동사자료집 : 독립운동사 편찬시 발굴한 문헌들을 자료집으로 같이 간행한 것으로 별집을 

포함해 총 17권을 원문대로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 중국, 일본, 러시아, 미주 지역 등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

들을 모아 총 34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목록과 이미지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신한민보, 매일신보 등의 원문을 일자별로 검색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Main/Main.jsp) :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과 일상을 기록한 자료들, 독립신문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하의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한 각종 신문정보,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정보, 소장자료, 소장도서 등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자료들을 검

색할 수 있다. 

 

<원문정보>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 자료(인물별), 마이크로필름자료, 만주지역 독립운동, 미주흥사단 자료, 

신문류(국민보, 대공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 선언서류 등의 원

문, 이미지자료를 제공한다.

6.  국립중앙도서관(http://www.dibrary.net) :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단행, 연속간행물, 비도서, 온라인 자

료 및 외부 연계기관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사이트이다.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의 목록과 원문 DB를 제공

하고 있으며, 미 구축자료는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46  

7.  국회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main.jsp) :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국내·외 일반도서, 

학위논문, 국내외학술지, 연속간행물(신문‧잡지) 등에 대한 목록정보와 저작권 동의를 받은 디지털 원문

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의 목록과 원문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 구축자료는 도서관에

서 열람할 수 있다.

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기록정보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 문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하고 방대

한 국가기록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자료를 

제공‧공개하고 있다. 검색된 자료는 (일부)원문이 제공된다.

9.  누리미디어 DBpia(www.dbpia.co.kr) : 국내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웹DB, 참고자료·사전, 동영상강

좌 등을 제공하는 민간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이다. 원문의 full-text 및 상세한 서지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다. 디비피아를 구독하는 250여개 대학 소속 이용자는 물론 구독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도 이용

할 수 있다.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kr) :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이다.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논문, 단행본 및 공개강의를 포함한 학술자원을 제공한다. 전국 4

년제 대학이 100% 참여하는 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생산‧보유‧구독하는 모든 학

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DB는 교수, 강사,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에 한해 제

공된다. 웹 상에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의 복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한국학술정보(www.kiss.kstudy.com) : 국내 학회지 검색 사이트로 학위논문은 지원되지 않는다. 국내 

1200여 개 학회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연구간행물의 원문을 제공하고 일부 단행본 학술도서

는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국내외 대학, 정부기관, 공공도서관,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회원인 경우 검색만 가능하며, 검색 후 필요한 자료는 패밀리 사이트인 페이퍼서

치(http://www.papersearch.net) 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