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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년 �월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대한인국민회는 ����년대 
미주 한인의 ��%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함에 따라 ����년 �월 ��일에 
로스앤젤레스 현재의 위치에 총회관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본 국민회 기념관은 ����년 ��월 �일 ʻ한국 독립기념 건물’의 이름으로 
로스앤젤레스시 사적지 ���호로 지정되어 있다.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KNA), originally established on 
February �, ����, in San Francisco, moved into a newly constructed 
headquarters building in Los Angeles and held the building comple-
tion ceremony on April ��, ����. KNA moved because ��% of Korean 
immigrants to the US settled in the Los Angeles area in the ����s. 
This KNA headquarters building was designated as the Historic-Cultural 
Monument No. ���(Korean Independence Memorial Building)by the 
city of Los Angeles on October �nd, ����.

����년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친일 미국인 외교관 스티븐스(D.W.Ste-
vens)의 저격 의거를 계기로 항일운동이 고조되면서 ����년 �월 �일 
도산 안창호의 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가 통합해 ʻ국민회’가 
되었고, ����년 �월 ��일 대동보국회가 
합치면서 ʻ대한인국민회’가 되었다. 이후 북미·
하와이·멕시코·만주·시베리아 지역에 지방 
총회를 설치 했으며, 각 지방총회 관할 하에는 
���개소의 지방회를 둔 해외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Independence activists Jang In-hwan and Jeon Myeong-un assassinat-
ed D. W. Stevens, a pro-Japan American diplomat, in ����. This 
incident further fueled the passion of Koreans living in the US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led to the merging of Ahn 
Chang-ho's Mutual Assistance Society and the United Korean Society 
in Hawaii into the National Association in February ����. In May ����, 
the United Patriotic Society merged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to 
form KNA. Since then, KNA established its headquarters in Los Angeles, 
Hawaii, Mexico, Manchuria, and Siberia.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local general assembly comprised of ��� 
districts, KNA grew into one of the best 
institution in the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년 �월 ��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 낙성식 기념
Completion ceremony for the KNA North American Headquarters Building in the US on April ��, ����

����년 �월 ��일 전명운 의사, 장인환 의사(왼쪽부터)
'장의사 석방 축하회'

Jeon Myeong-un and Jang In-hwan(from left) on June ��, ����, 
during the celebration for the release of Jang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 본부 앞, 양주은, 정영도, 백일규, 안창호(왼쪽부터)
Yang Ju-eun, Jeong Yeong-do, Baek Il-gyu, and Ahn Chang-ho(from 

left) in front of the KNA Headquarters in San Francisco

KNA Memorial Hall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안창호 가족이 살던 옛집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로즈데일 공원묘지
LA에서 만나는 도산 안창호
  

KNA Memorial Hall 
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Rosedale Cemetery
Ahn Chang-ho’s Traces in Los Angeles

주 소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제퍼슨 블바드 ����
Address : ���� W. Jefferson Blvd., LA, CA �����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기획 및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production of this pamphlet was sponsored by Professor Seo Kyoung-duk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Korea and Korean actress Song Hye-kyo.
- 자료출처 : 독립기념관, 대한인국민회, 안창호 가족이 살던 옛집
- Source: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n National Association(KNA), 
                   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도산 안창호 광장
Dosan Ahn Chang Ho Square
���� W. Jefferson Blvd., LA, CA�����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 W. Jefferson Blvd., LA, CA�����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KNA Memorial Hall
���� W. Jefferson Blvd., LA, CA �����

안창호 가족이 살던 옛집
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 W.��th street, LA, CA �����

웨스트 제퍼슨 대로
W. Jefferson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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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우체국
Dosan Ahn Chang Ho Post Office
���� W �th street, L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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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 동상
Dosan Ahn Chang Ho Statue
���� Main St. front of Riverside City Hall, California, CA �����

로스엔젤레스 컨벤션 센터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도산안창호 인터체인지
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
The junction of U.S. Interstate �� and U.S. 
Interstate ��� near downtown, LA, CA�����

로즈데일 공원묘지
Rosedale Cemetery
���� W. Washington Blvd., LA CA �����

하버프리웨이
Harbor F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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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년 �월 ��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설립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예배당으로서 기본적인 종교기능 이외에도 교육시설로 
활용되면서 한인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또한 ����년 조직된 
대한인국민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였다. 현재 ����년에 건축된 건물이 남아 있으며, 
����년 �월 ��일 구 교회 옆에 새로 교회 건물이 건축되었다.

This church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on May ��, ����. It has remained as a sanctuary for local Korean 
residents to this day by not only fulfilling its purpose as a place of 
worship but also functioning as an educational facility. It served as a key 
base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y actively providing 
support for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 The old 

building constructed 
in ���� still remains 
intact, located adjacent 
to the new building 
completed on January 
��, ����.  

주 소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제퍼슨 블바드 ����
Address: ���� W. Jefferson Blvd., LA, CA�����

안창호 가족 거주지는 
안창호 선생의 가족들이 
� � � � 년 부 터  � � � �
년 까 지  거 주 하 였 던  
곳이다. 이 곳에서 ����년 
안 선생의 비보, 그리고 
� � � � 년  대 한 민 국 의  
독립 소식을 접하였다. 
원래는 USC캠퍼스 밖 

남서쪽에 위치 하고 있었으나 USC가 확장하며 인근지역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캠퍼스에 속하게 되었다. 안 선생이 이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당시 초기 
이민자들과 재미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장소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년 
USC인문과학대학이 이 집을 복원하고 이전하여 한국학연구소의 보금자리로 
지명하였다. 또한 미국 스타일의 건축양식 보존을 고려하여 ����년 ��월 ��일 
LA시에서 역사적 건물 ����호로 지정하였다. 현재는 USC 한국학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다.

Ahn Chang-ho’s family resided in this house from ���� to ����. It was here 
that they learned of Ahn’s death in ���� and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 It was originally located to the southwest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owever, as USC continued to expand 
by purchasing nearby buildings, it was incorporated into its campus. 
Although Ahn did not live in this house, USC restored it in ���� in recognition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gathering place of Korean residents and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US at that time and moved it to its current 
location. It was designated Los Angeles Historic‒Cultural Monument ���� on 
December ��, ����, for 
its authentic American 
architectural style. The 
Korean Studies Instiute 
of USC is located here 
now.

동상은 안창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년  
�월 ��일 건립하였다. 

The statue was erected 
on August ��, ����,        
to commemorate Ahn’s 
achievements.

로 즈 데 일  공 원 묘 지 는  � � � � 년  건 립 되 어  현 재 까 지  운 영 되 고  있 다 .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독 동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이 많이 묻혀 있으며, 이 
지역에 정착한 초기 한인 ���여 명이 안장되어 있다.
주요 인물의 묘로 대한인국민회를 재건하였으며 평생을 임시정부 후원 및 
외 교 · 선 전  사 업 에  주 력 한  한 시 대 [ � � � � ~ � � � � ,  독 립 장 ] ,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국방과장으로 맹호군을 만든 송헌주[����~����, 
독립장] 등 모두 ��명의 애국지사 묘지가 있다. 

Rosedale Cemetery, which first opened in ����, is known to be the final 
resting place of a notably larger percentage of colored people, including 
Asians, in Los Angeles. Over ��� Koreans who settled in this region in the 
early days of immigration are buried here. 
Some of the well known figures buried here include Han Si-dai 
[����-����, Independence Medal], who restore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nd focused on sponsoring and performing diplomacy and 
publicity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ng Heon-joo [����-����, Independence Medal], who served as the 
head of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and 
formed the Korean National Defense Guard.

한시대의 묘(Hahn Si-dai 's Tomb)
����년 안창호의 가족 
Ahn Family ���� LA 송헌주의 묘 (Song Hurn-joo's Tomb)

주 소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스트리트 ��� 
Address: ��� W.��th street, LA, CA �����

안창호 가족이 살던 옛집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LA에서 만나는 도산 안창호
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Dosan Ahn Chang-ho’s Traces in Los Angeles

도산 안창호 동상
Dosan Ahn Chang Ho Statue

로즈데일 공원묘지

주 소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워싱턴 블바드 ���� 
Address: ���� W. Washington Blvd., LA CA �����

Rosedale Cemetery

한인사회의 커다란 공로를 세운 안창호를 
기 념 하 기  위 해  � � � � 년  � 월  � 일  
명명하였다.
It was named as such on February �, 
����, to commemorate Ahn’s contribu-
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city.

도산 안창호 광장
Dosan Ahn Chang Ho Square

안창호의 공로를 기려 코리아타운 �가 
우체국을 ����년 �월 ��일 개명하였다.
The USPS Post Office at �th Street 
was named Dosan Ahn Chang Ho 
Post Office on September ��, ����, in 
recognition of Ahn’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도산 안창호 우체국
Dosan Ahn Chang Ho Post Office

안창호의 주 활동무대였던 리버사이드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를 ����년 �월 ��일 명명하였다.
The interchange leading to Riverside, Ahn’s main 
base of operations for his independence activities, 
was named on June ��, ����.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