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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묻혀있던 캔사스시티 한인 이민사는 새로운 역사적 사
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1910년 전후 캔사스시티 한인들
의 이야기는 결코 초기 미주한인사의 한 부분으로 정당 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10년 캔사스시티 소년병 학교를 시작으로 볼때에 그 당시 
부터 한인들이 거주하여 시작했을 뿐 아니라, 1915년 부터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1919년 부터 나타
나는 한인친구회, 한국독립후원회지부, 한인친우회, 한인간
친회 등은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곳 캔사스시티 동
포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미주한인독립운동사를 말함에 있어 캔사스시
티한인 동포사회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며, 한국의 근대교
육을 논할때는 반드시 캔사스시티에서 공부하였던 지도자들
과 한국의 근대교육을 위해 헌신 하였던 미국 선교사들의 위
대한 희생정신은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하여 자라나는 후손들과 미주류 사회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나누고자 한다. 

The long history of Korean-American immigrants is an  
unearthed cavern waiting to be revealed for its deep roots.  
The story of the Korean people in Kansas City which dates 
back to 1910 should be recogniz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early Korean American history.

In 1910 the Korean Youth Military School was formed.  
Soon thereafter, around 1915, many Korean immigrants  
followed, establishing roots as small business owners.  In 
1919 the new migrants formed community groups (i.e. 
League of Friends of Korea, Kansas City Korea Indepen-
dence Support Committee Sub Chapter) to not only foster 
close relationship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but also 
to contribute to the active movement for the indepen-
dence of the motherland, which at the time wa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ing.

Therefore, when looking back to the Korean Americ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we must acknowl-
edge the Kansas City Korean American society and its  
contribution to the cause. Further, as we think about the  
modern education system in Korea, we must acknowledge 
the many Korean leaders who have studied in the Kansas 
City area as well as the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ir 
sacrifices that helped lay the foundation of the advanced 
education system that exists today.  

Through this event, we would like to share this historical 
facts with not only the future generations of Korean Amer-
icans but also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행사의 목적

PURPOSE OF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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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일 시      : 2019년 11월 8일 부터 10일까지 (3일간)

장 소      : Johnson County KS

주 최      : 캔사스시티한인회

후 원      : 재외동포재단, 시카고 총영사관,  

              캔사스 시티 목회자협의회,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캔사스시티 상록회, 한인문화회관, 한인상공회,  

              캔사스 대한체육회, 캔사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 

EVENT OVERVIEW

• Date       : November 8-10th 2019 (3 days)

• Location  : Johnson County KS

• Host       : Korean American Society of Greater    

                 Kansas City

• Sponsors : Overseas Korean Foundation, 

Korea Consulate General Office in Chicago,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of Kansas City, 

Kansas City Korea Language Institute, 

Korean American Senior society of GKC

Korean American Cultural Center of GKC,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GKC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Korean Parasports Association of Kansas, 

Korean American Choir of G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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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 제 1일 (2019년 11월 2일)
장소: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 한국학교 사생대회

 2. 제 2일 (2019년 11월 9일(10:30-12:30 PM))
a. 장소: Overland Park Downtown
• 코리안 퍼레이드 
• 한식문화 시식회

b. 장소: Hiltop 공개홀
       캔사스지역 한인들의 이야기
      (2019년 11월 8일(10:30 AM-7:30 PM))

• 캔사스시티 한인 이민100년사 출간회
• 전통의상 패션쇼
• K-POP Contest
• 전통 민속음악
• 난타공연
• 태권도시범 공연

c. 장소: Hiltop Lobby
• 캔사스시티 한인이민 역사관

3. 제 3일 (2019년 11월 10일(3:00 PM))
 장소: Emmanuel Baptist Church
• 캔사스시티 한인의 날
• 사은행사
• 기념음악회

A. Generals

B. Kansas Flag

C. O-Song Flag

1. Generals

2. Royal Brass Band

3. Lamp Carriers

4. Royal Secret Services

5. The King of Cho-Sun (Korea) Dynasty

6. Blue Fan and Royal Flag holder

7. Royal Brass Band

8. Group of Warriors and Archers

9. Eunuchs for King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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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1 (November 2th 2019)

    Place: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 Korean Language Institute Competition

2. Day 2 (November 9th 2019, 10:30-12:30 pm)

a. Place: Overland Park Downtown)

• Korean cultural Parade

• Korean Culture/Food Tasting

b. Place: Hiltop hall

• Kansas City Korean Immigration 100 Year Publication

• Traditional Outfit Fashion Show

• K-Pop Contest 

• Traditional Folk Music Performance

• Nan-Ta Performance

• Taekwondo Demonstration

c. Place:  Hiltop Lobby

• History Exhibition 

3. Day 3 (November 10th 2019. 3:00 pm)
         Place: Emmanuel Baptist Church

• Kansas City Korean Day
• Free gift event
• Ceremonial Music Performance

10. Torch Holders

11. Royal Brass Band

12. Eunuchs of the Queen & Blue Drum

13. Lamp Carrier

14. Head Guards of the Queen

15. Servants of the Queen

16. The Queen of  Cho-Sun (Korea)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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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대학교

한국의 초기 근대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 자조부 (Self-
Help Department)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교
육시스템이 파크대학의 창립자이신 John Mcafee 의 교육
사상인 “Fides et Labor” (신앙과 직업)에서 비롯 되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메리 헤이든, 김마리아, 윤산
온 선교사 등이 이 학교 출신이며, 배위량, 방위량 선교사
들로 파크대학의 교육철학을 숭실학교와 신성학교에 도
입 했다고 전해진다.

1913년에 한국학생으로는 차의석이 처음으로 입학했으
며, 백낙준,  김자형, 그리고 정신학교 출신인 이선행, 김
마리아 여사가 뒤따라 입학하였다. 130년 전의 파크대학
의 교육정신은 단지 지나가버린 역사적 유물로서만 아니
라 오늘날 우리사회로 다시불러와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정신이라 할 것이다.

PARK UNIVERSITY

The education system of Park University was a key in-
fluencer of early Korean education system.  Many Ko-
rean scholars studied the education philosophy of John 
McAfee, the founder of the university, called “Fides et 
Labor”.  This system was later adopted by other Korean 
schools through the teaching of many missionaries who 
were alumni of the university. Some of the key mis-
sionaries were Mary Hayden, George McCune, William 
Baird, and William Blair.  In 1913, the first Korean stu-
dent enrolled at the university and many other scholars 
soon followed.  This educational spirit from 130 year 
ago should not be forgotten as a historic relic of the 
past, but instead should be brought back as a transfor-
mational mindset in today’s world. 

토페카 제일장로교회

캔사스와 한국 가교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것이다.한국선교초기의 배위량 선교사와 부인 안
애리 (Annie Laurie  Adams), 동생 Arthur Lincoln Adams, 
안의와 (James Edward Adams)를 비롯해 Ms. Louise Ohil-
vy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방위량 선교사도 이 교회에 관련이 있는것이 알려져 있으
며, 토페카 제일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 평
양주변과 경상지역 백 수십개 교회에 이르고 특히 영락교
회, 부산진교회 그리고 대구제일교회는 물론 신성학교, 숭
실학교, 평양외국인 학교, 대구개성 학교도 토페카 장로교
회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다. 

이렇듯 캔사스지역의 한 교회가 위대한 선교사역에 적극
적으로 참여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이다.

TOPEKA FIRST PRESBYTERIAN CHURCH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is church 
lies at the center of what bridges Kansas and Korea.  This 
church sent one of the first missionaries to Korea: Wil-
liam Baird, Annie Laurie Adams, Arthur Lincoln Adams, 
James Edward Adams and Ms. Louise Ogilvy.  

William Blair, another famous missionary to Korea is also 
believed to have had connections to this church.  These 
prominent missionaries first settled around Pyongyang 
and Busan areas planting what would later become 
mega churches of today.  They also established many 
prominent schools.  As such, we must always remember 
the active mission ministry of this church from Kansas 
and the profound effect it had on the people of Korea.



코리안 퍼레이드
KOREAN CULTURAL PAR-
ADRE

오송문화원, 그리고 캔사스시티 한인동포사회
가 함께 합심하여 캔사스시티 한인의 날 퍼레이
드를 진행

Korean Traditional Folk Parade: New York 
Traditional Marching Band, Osong Cultur-

al Center and KASGKC will join together to 
perform during the parade

전통의상 패션쇼/
TRADITIONAL OUTFIT FASHION 
SHOW

조선시대 각종 궁중의상이 등장하며, 그 당시 
평민들이 사용했던 의상 및 각종 장식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We will feature traditional outfit worn by the 
royalty during the Cho-Sun Dynasty as well 
as the outfit and ornaments worn by the 
commoner during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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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시범
TAEKWONDO DEMONSTRATION

무기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이용해 
빠르고 강력한 발차기 기술을 특징으로 하

는 현대창작의 무술이며 우리민족의 고유의 

무술이다.

Using only hands and feet, taekwondo is 
known for fast and powerful kicking tech-
niques. It is the native martial art of Korea.

한식문화 시식회 
KOREAN CULTURE FOOD TASTING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 지역에서 나는 풍부하
고 신선한 식자재가 들어간 영양식품 이면서 건강식품
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적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는 세계인이 선호하는 완전식품

Bibimbap: As the most symbolic Ko-
rean traditional food, this dish is 

prepared using fresh ingredients 
of the local region. As such, it 

is very healthy and nutritious 
and considered the perfect 

food that embodies the wis-
dom of early ancestors that 
is enjoyed by many around 

the world.

캔사스시티 한인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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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 공연
 (TRADITIONAL FOLK MUSIC 

PERFORMANCE) 

오송 문화원의 전통음악공연 
(O-song Cultural Center music 
performance)

난타 공연  

한국의 토종 뮤지컬
 “난타”는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인 “Non-Verbal Performance 이다. 

두둘김으로 흥을 돋우는 
행위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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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A PERFOMANCE

Nanta is the first Korean traditional 
“Non-Verbal” performance using mainly 

percussion instruments. 

캔사스시티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음악회

 
Musical performance to commenorate 10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Kansas City

캔사스시티 한인회   11

문화체험교실

천년의 세월속에도 변하지 않는 한지는 우리민족 최고
의 장식품이자 생활용품 이며, 전통매듭공예는 삼고시
대 부터 제작되어 우리생활에 널리 사용되어온 전통

공예중의 하나

       Culture Experience Class

Traditional paper and knot making crafts: These 
craft items have been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Some of them were decorative items, while 
others were ordinary househol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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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주년 행사 (1920년 3월 1일)
 헐버트 선교사의 캔사스기독청년회관에서의 연설

오늘 3월 1일은 신대한(新大韓)의 국경일이오. 세계에 전무후무한 
처음되는 일 (붉은 주먹만 가지고 독립전쟁을 하려 일어나는 한인
의 용감적 대혁명)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지
난 30년동안 사역하였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 줄 믿노라. 나의 마
지막 피방울까지 30년 동안 한국을 위하여 일할 터이니 나는 한국 
사정을 잘 아노라. 내일 저녁 이 자리에서 현금 한국의 형편과 산
동 문제에 관하여 누구던지 와서 듣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들으라.

세계에 4천여년 역사를 가진 오랜 나라는 한국이요, 활판 주자를 
발명한 민족은 한인이요, 세계에 처음 철갑선을 제조하여 백여만 
일본 수병을 몰살시킨 이도 한인 이충무공이라. 이러한 고대문명
을가진 국민으로 그 문화를 그 이웃 일본에게 전하여 주었더니, 오
늘 와서는 무도한 일본 관할 아래 비참한 정경을 당하는 중이라…

캔사스巿의 한국독립후원회 지부 조직
                                                 (독립신문 1920년2월3일자)

   
        “美國 캔사스巿에서 昨年 11月10日에 韓國獨立後援會支部가 또 組織되다. 當日
韓國學生團에서는 第一長老敎會內에 晩餐會를 開하고 內外國賓客을 招待하다. 徐載弼

博士와 學務總長 兼 歐美委員長 金奎植氏의 演說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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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민역사 전시회
KANSAS CITY KOREAN IMIGRANT EXHIBIT

1910년 전후로 시작된 캔사스시티 한인이민역사 자료
를 전시할 계획

Classroom exhibit on the historical artifacts and doc-
uments that support the 100 years of Korean immi-
gration to Kansas City.

캔사스시티 한인친구회 
(한인회)의 3.1운동의 활약

(신한민보 1919년 7월 23일)

캔사스시티에서 한국으로 가서 활약한 
대표적인 선교사 

A representative missionary who went to Korea from Kansas City

미주리-캔사스의 한인친구회에서는 미주리주 상의원 
세튼 P.스펜서를 통해서 미국 상원에 한국 문제(을사보
호조약으로 추정됨)에 대해 미국은 조약상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는 제의안을 발송하였다. (상의원 제의안 
제101호, 국회 제66회 제1의회). 그 제의안의 본문을 번
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제의하는 바는 국무경(미국)에게 요구하여 만일 
공직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든 현시의 한국 사정이 참 그
와 같은 다른 나라와 관계됨이 있는지 알게하고, 또한 
1882년5월 22일에 체결된 한미조약에 말한 바<어느 
나라이든 그 두 나라 중 하나를 불공하게나 압박한 수
단으로 대윤하는 경우에는 그 두 나라 중 다른 나라는 
그 사정을 듣는대로 곧 선량한 직책을 다하여 아름다운 
조처를 얻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의지하여 지금 한국 
일에 대하여 미국은 직무를 다 할 필요의 관계를 표시
하게 하자 하였더라.”

배위량
William M. Baird, 
1862-1931

애니 아담스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안의와
James Edward Adams, 
1867-1929

방위량
William N. Blair, 
1876-1970

윤산온
George Shannon 
McCune, 1872-1941

캔사스시티에서 공부했던 선구자들 
(Pioneers who studied in Kansas City)

김마리아 여사차미리사 여사 차의석 선생의 
금산

한경직 목사 한장호 선생 백낙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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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캔사스시티 한인 이민 백년사 출간회

KANSAS CITY KOREAN IMMIGRATION 

100 YEAR PUBLICATION

1910년대 부터 1930년 동안의 캔사스시티
한인 이민역사를 책으로 발간하여 보관코져 함

Publish and preserve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Kansas City from 
1910 –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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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전후 캔사스시티 출신 선교사들의 

근대교육 및 독립운동 지원으로 시작된 특별한 인연

지

은

이

캔사스시티 지역은 한국 초기선교와 관련하여 이야깃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것은 소수의 

교회사 학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캔사스시티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에게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100년 전 우리 고향 선배

들이 미국의 중부 대평원 지역의 중심인 캔사스시티 지역에까지 이주해 살아왔다는 것은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던 캔사스시티 한인 커뮤니티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888년 9월 파크대학 졸업생 메리 헤이든이 선교사로 한국

에 들어간 것으로 시작되는 캔사스시티 지역의 한국 선교 행렬은 한국 현대사에 괄목할 업적

을 남겼음에도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다. 이 발견을 시작으로 드러난 캔사스시티 

지역 출신 선교사들의 사역은 평양의 숭실학교, 서울의 정신여학교 그리고 대구의 계성학교 설

립 등으로 한국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반드

시 기억되어야 한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캔사스시티 한인 커뮤니티의 요청에 의해 강연 자료로 만들어진 것으

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표한 네 편의 글을 통해 캔사스시티 지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바

라보게 될 것이다. 캔사스시티 지역은 미국에서 결코 비중이 큰 곳이라고 볼 수 없지만, 미국 근

현대사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진 곳이었고 동시에 한국 역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역사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고 의미 

있는 것들로 오늘을 채워가기 바란다.

미국 원주민 지역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안맹호는 

목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거쳐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인디언대학인 Oglala Lakota College 대학

원에서 인디언학(Indian Studies)을 수학하였다. 목회 초

기부터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을 대상으로 한 복음 

해석(interpretation)과 전달(delivery)’에 깊은 관심을 가

지게 되어 한때 중국의 반기독교운동을 주제로 연구하

고,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농촌교회와 지역과의 관

계 회복을 위해 힘쓰기도 했던 그는 현재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상처 많은 미국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안일재단 

2012년 캔사스시티에서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5

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복지재단이다. 주로 한인들

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다 2019년부터 주류사회

로 대상을 확장하고 장애인복지사업까지 시작한 안일재단

은 지역사회는 물론 미주 동포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

며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캔사스시티 한인 이주 100여 년의 역사를 말하다
이 지역 출신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로 시작된 한인 이주사

<이 책의 주요 내용>

-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자취

- 한국 선교에 몸 바친 캔사스의 사람들

- 한국 근대교육의 기초가 된 파크대학 존 맥아피의 교육사상

- 한국 독립운동의 요람 캔사스시티 지역: 파크대학을 중심으로

값 10,000원

캔사스시티 한인공동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주인으로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한민보 1927년 1월 3일
자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신태림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당시 그의 사업이 10
여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캔사스시티에 1915년 전후에 정착하
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된다. 

1918년에는 <김경찬씨 가정 행복> 제하에 김경찬이 수년 전 미국 여자와 결
혼한 후 캔사스에 와서 양식당을 개업하고 영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또 1월 25
일에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3월 7일자).또한 신한민
보 1915년 4월 22일자 에는 <동서양 요리점> 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
가 나온다. 
 
“동포 김승재 김준수 양씨는 근일에 미주리 간사스씨티에서 동서양 료리점을 일
천오백원 주고 사서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그 사업이 크게 확장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이미 1910년대에 캔사스에는 한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
라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KANSAS CITY KOREAN COMMUNITY
The first reported Korean business owner according to a Korean news 
source (Shinhanminbo) dated Jan 3, 1927 was Taerim Shin. Mr. Shin 
owned a photo studio and had already been in operation for about 10 
years, which corroborates the finding of Korean Kansas immigration his-
tory dating back to 1915.  

According to the same news source in 1918 Mr. Kyungchan Kim was 
another Korean immigrant in Kansas City. He married an American bride 
who eventually gave birth to twins. They owned a successful restaurant 
business. 

On Apr 22, 1915 the same newspaper headline read “Compatriot Seung-
jae Kim and Junsu Kim Buy American Restaurant in Kansas City, MO for 
1500 won, May Your Business Expand Greatly.”  As documented in these 
news articles, by 1910s Koreans had already begun to settle in the Kansas 
City area, laying roots as they business owners and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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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학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캔사스시티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에게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100년 전 우리 고향 선배

들이 미국의 중부 대평원 지역의 중심인 캔사스시티 지역에까지 이주해 살아왔다는 것은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던 캔사스시티 한인 커뮤니티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888년 9월 파크대학 졸업생 메리 헤이든이 선교사로 한국

에 들어간 것으로 시작되는 캔사스시티 지역의 한국 선교 행렬은 한국 현대사에 괄목할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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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으로 한국 근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반드

시 기억되어야 한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캔사스시티 한인 커뮤니티의 요청에 의해 강연 자료로 만들어진 것으

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표한 네 편의 글을 통해 캔사스시티 지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바

라보게 될 것이다. 캔사스시티 지역은 미국에서 결코 비중이 큰 곳이라고 볼 수 없지만, 미국 근

현대사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진 곳이었고 동시에 한국 역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역사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고 의미 

있는 것들로 오늘을 채워가기 바란다.

미국 원주민 지역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안맹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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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거쳐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파인리지 인디언

보호구역의 인디언대학인 Oglala Lakota College 대학

원에서 인디언학(Indian Studies)을 수학하였다. 목회 초

기부터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을 대상으로 한 복음 

해석(interpretation)과 전달(delivery)’에 깊은 관심을 가

지게 되어 한때 중국의 반기독교운동을 주제로 연구하

고,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농촌교회와 지역과의 관

계 회복을 위해 힘쓰기도 했던 그는 현재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상처 많은 미국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안일재단 

2012년 캔사스시티에서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5

년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복지재단이다. 주로 한인들

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다 2019년부터 주류사회

로 대상을 확장하고 장애인복지사업까지 시작한 안일재단

은 지역사회는 물론 미주 동포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

며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캔사스시티 한인 이주 100여 년의 역사를 말하다
이 지역 출신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로 시작된 한인 이주사

<이 책의 주요 내용>

-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자취

- 한국 선교에 몸 바친 캔사스의 사람들

- 한국 근대교육의 기초가 된 파크대학 존 맥아피의 교육사상

- 한국 독립운동의 요람 캔사스시티 지역: 파크대학을 중심으로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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