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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 독립유공자 명단(87인)
[2017. 7. 10.현재]

※ 괄호 안의 숫자는 수여년도임

□ 독립유공자 1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5인)
손문(孫文)(중국인,68) 송미령(宋美齡)(중국인,66) 장개석(蔣介石)(중국인,53) 진과부(陳果夫,66)(중
국인) 진기미(陳其美)(중국인,68)

□ 독립유공자 2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11인)
당계요(唐繼堯)(중국인,68) 배설(裵說)(영국인,50) 손과(孫科)(중국인,70) 송교인(宋敎仁)(중국인,68)
여천민(呂天民)(중국인,68) 우빈(于斌)(중국인,69) 임삼(중국인,68) 주가화(朱家화)(중국인,77) 진성
(陳誠)(중국인,66) 호한민(胡漢民)(중국인,68) 황흥(黃興)(중국인,68)

□ 독립유공자 3급: 건국훈장 독립장 (35인)
곽태기(중국인,68), 구예선(캐나다,68), 대립(戴笠)(중국인,68) 마수례(馬樹禮)(중국인,68) 막덕혜(莫
德惠)(중국인,68), 모리스 윌리엄(미국인,50), 모의리(牟義理)(미국인,50), 민산해(閔山海)(영국
인,68) 박걸(朴傑)(영국인,68), 박영(러시아,06), 비오생(費吾生)(미국인,68) 사도덕(司徒德)(중국
인,80) 석호필(石虎弼)(캐나다,68) 설악(薛岳)(중국인,77) 쇼우(아일랜드,63) 왕죽일(汪竹一)(중국
인,80), 유영요(중국인,68), 장계(張繼)(중국인,68), 윤산온(영국인,63), 장군(張群)(중국인,68) 저
보성(저補成)(중국인,96) 주경란(朱慶瀾)(중국인,68) 진입부(陳立夫)(중국인,68) 호종남(胡宗南)(중
국인,68) 황각(黃覺)(중국인,68) 흘법(訖法)(미국인,50), 제이 제롬 윌리암스(미국인,50), 프레데릭
해리스(영국인,50), 프레드 에이 돌프(미국인,50), 찰스 에드워드 러셀(미국인,50), 폴 프레데릭 더
글라스(미국인,50), 올리버 알 에비슨(영국인,52), 존 더블유 스태거즈(미국인,50), 프레데릭 에이
맥켄지(캐나다, 14), 허버트 아돌프스 밀러(미국인,50), 호레이스 뉴튼 알렌(미국인,50)

□ 독립유공자 4급: 건국훈장 애국장 (6인)
고강산(중국인,10), 김문순(중국인,07), 김알렉산드(러시아,09), 루이 마랭(프랑스,15), 패트릭(아일
랜드,99) 플로이드 윌리엄스 톰킨스(미국,15)

□ 독립유공자 5급: 건국훈장 애족장 (24인)
곽원국(중국인,11), 김봉환(중국인,11), 김완욱(중국인,02), 김표돌(러시아,02), 김미하일 미할로비
치(러시아,10), 더글라스 스토리(영국인,15), 두쥔헤이(중국인,16), 박병길(러시아,06), 소경화(중국
인,96), 신창희(중국인,08), 최운산(중국인,90), 윌리엄린튼(미국인,10), 이다물(러시아,02), 이와실
리(러시아,02), 이숙진(중국인, 17), 셀던 파머 스팬서(미국인,15), 스티븐 에이 백(미국인,15), 오
스틴 스위니(아일랜드,99), 조지 윌리엄 노리스(미국,15), 지영걸(중국인,11), 토마스(아일랜드,99),
한창걸(러시아,07),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일본인,04), 헤리 찰스 파이팅(미국인,15)

□ 건국포장(6명)
김낙현(러시아,09),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벨(미국인,15), 박노순(러시아,08), 이벽초(러시아,06), 제
임스 핸리 로버츠 크롬웰(미국인,15), 찰스 스폴딩 토마스(미국,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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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징적 유공자
1. 프랭크 스코필드 [Frank W. Schofield]
영국 태생의 캐나다 의학자ㆍ선교사. 1916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내한한 후, 3 ·1 운동 때
일제의 포악상을 외국에 알렸다. 1968년에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
의하였고, 1969년부터 한국에 영구 정착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마쳤다.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
에 안장되었다(1970).

2. 헐버트[ Homer Bezaleel Hulbert]
1886년 내한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을사조약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
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고종에
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50년 3월 1일 외
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했다.

3. 어니스트 베델[ Ernest Thomas Bethell , 裵說]
한말의 영국 언론인. 《데일리메일》의 특파원으로 내한(來韓)하여, 그해 7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였고 이후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항일 활동을 벌였다. 한국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양화진 외국인묘역에
안장되었다.

4.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
아일랜드계와 일본계의 혼혈인 영국인 기업인으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망명 계획과 한
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1963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외국인
독립운동가이다.

5. 후세 다츠지 [布施辰治(포시진치)]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일본의 인권변호사. 1919년 2·8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조선 유학생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한신[阪神] 교육투쟁사건 등 광
복 전후 재일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으며, 1946년에《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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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적사항 및 주요 공적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급): 5인]
1. 쑨원[孫文(손문)]
중국 혁명의 선도자·정치가. 공화제를 창시하였다. 그의 정치는 삼민주의(三民主義)로 대표된다.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 장제스[蔣介石(장개석)]
장제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독립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의 의도는 배제되었다. 195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
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저서에 《장중정전집(蔣中
正全集)》(상·하권) 《장총통언론휘편(蔣總統言論彙編)》(24권) 등이 있다.
3. 쑹메이링[宋美齡(송미령)]
중국의 정치가. 대미관계의 조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장제스의 수행자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의 독
립을 지원한 공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4. 천치메이[陳其美(진기미)]
중국의 혁명가, 정치가. 1909년 쑹자오런[宋敎仁] 등과 중부동맹회를 조직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하였
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상하이 도독, 공상총장(工商總長)에 취임하였으나, 1913년 제2차 혁명
으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쫓겨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15년 귀국하여 위안스카이를 반대하는
군사활동을 벌이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였다. 사후 중국국민당이 펴낸 《천잉스선생문집》이 있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
되었다.
5. 천궈푸[Chen Guofu, 陳果夫(진과부) ]

요약중국의 정치가. 장쑤성 정부 주석, 중앙재무위원회주임위원, 국민당 중앙평의회 위원 등을 지냈
다. 한국의 조소앙 등과 대동당을 조직해 항일 합동 투쟁을 전개하였고 광복군과 함께 항일전을 벌
였다. 이러한 공로로 196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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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대통령장(2급): 11인]
1. 탕지야오[唐繼堯(당계요)]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 윈난파 북벌군 총사령, 구이저우성 도독, 개무장군 겸 윈난 순안사 등을
지냈고 위안스카이 토벌을 위한 호국군을 조직하였다. 광둥군정부 교통부장, 건국연합군 총사령 등
을 거쳐 민치당을 조직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이 공이 인정되어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1968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 쑨커[孫科(손과)]
중국의 정치가. 쑨원[孫文]의 아들. 광저우[廣州] 시장, 입법원장, 국민정부 행정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3. 쑹자오런[宋敎仁(송교인)]
중국의 혁명가. 국민당의 사실상 당수로 지냈으며 정당내각제를 만들어 대통령 위안스카이를 견제하
려 하다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4. 여지이[呂志伊, lǚ zhì yī ]
중국 민국(民國) 시대 언론인으로 국민당 정부 관료이다. 1900년에 거인(舉人)에 뽑혔고, 1904년에
국비로 일본 와세다대학에 유학을 갔다. 이 후 동맹회 평의와 운남주 맹인, 신문사의 주필, 총편집
등을 거쳐 중국 국민당(國民黨) 중앙참의(中央參議), 광주대원수부(廣州大元帥府) 대리원(大理院) 원
장 등을 역임했다.
5. 위빈[于斌(우빈)]
타이완의 가톨릭 추기경. 난징구 총주교, 제헌국민대회 대표, 푸런대학교 총장, 중화학술원철학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로마 교황청 추기경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이 공로로 196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6. 린썬[林森(임삼)]
중국의 정치가로 총통부 고등고문, 헌법회의 의장, 중화혁명당 미주 총지부장, 푸젠성 성장, 국민정
부 주석 등을 지냈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이 공로로 1968년 대한민국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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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자화[朱家驊(주가화)]
타이완의 정치가로 베이징대학교 교수를 거쳐 광둥성정부 위원, 저장성정무위원회 위원 및 농공청장,
국민당 중앙조직부장, 국방과학위원회 부주임위원, 교육부 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로로 1977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8. 천청[陳誠(진성)]
타이완의 정치가, 군인. 1924년 황푸[黃埔]군관학교 교관이 되어 장제스[蔣介石]와 알게 된 후로 행
동을 같이하였다. 전후의 국공내전에서 참모총장으로서 공산군과 싸웠으나 패하여 타이완으로 탈출
하였다. 1954년 이후 부총통을 연임하고, 1957년 국민당 부총재를 맡는 등 한평생 장제스를 보좌했
다. 196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9. 후한민[胡漢民(호한민)]
중국의 정치가. 쑨원이 지도하는 도쿄에서의 중국혁명동맹회 창립에 참가하였으며 쑨원이 북상(北
上)한 후 대원수(大元帥)의 직권을 대행하였다. 1927년 장제스와 함께 공산당 탄압의 4·12쿠데타를
발동, 장제스와 쌍벽을 이루는 국민당의 중진이었으나, 의견충돌로 장제스에 의해 난징에 감금당하
였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0. 황싱[黃興(황흥)]
중국의 혁명가. 일본에 망명, 도쿄에서 쑨원 등과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 쑨원 다음가는 지위에 있
었다. 1912년 성립된 중화민국임시정부에서 육군총장(육상)에 취임, 사실상의 수상이라 일컬어졌으
나 이 무렵부터 쑨원파와 사이가 멀어져 제2혁명 때 난징에서의 거병에 실패하고 미국에 망명, 쑨원
의 중화혁명당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11. 어니스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裵說 ]
한말의 영국 언론인. 《데일리메일》의 특파원으로 내한(來韓)하여, 그해 7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였고 이후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항일 활동을 벌였다. 한국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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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독립장(3급): 35인]
1. 대립(戴笠)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中國 국민정부의 情報기관인 藍衣社의 책임자로서 1937년 中日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韓國光復軍의 創設과 前方공작활동을 중점적으로 후원함.
2. 마수례 (馬樹禮)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37년 中日戰爭時에 中國 中央軍 第3戰區 司令官 顧祝同 上將의 특별 보좌관으로 對敵공작을 담
당하면서 한국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고 韓中聯合戰線을 구축하여 항일전을 수행하는 데 공헌함.
1938년 第3戰區 司令部 政治部 第3科長으로서 對敵 선전, 정보 수집, 포로 심문 등을 담당하고 ‘前
線日報’를 간행하여 中國 軍民에게 한국독립운동의 지원을 역설하는 한편, 日軍 점령지역 내 한국인
들에게 선전활동을 전개함.
1939년 第3戰區 移動放送局長을 겸임하면서 한국 독립운동 지원과 항일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1941년 韓國光復軍 徵募處가 第3戰區에 배치된 뒤 장비와 자료 등을 원조하였으며 광복될 때까지
上海, 南京, 杭州 일대의 對敵공작 지원을 계속함.
3. 막덕혜 (莫德惠)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中國 國民政府 內務部長으로 재임하면서 한중문화협회의 명예이사를 맡아 동 협회의 공식회합에 여러
차례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大韓民國臨時政府를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함.
4. 엘러 밀러 모우리 Eli Miller Mowry (牟義理)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09년 北長老派 선교사로 한국에 온 후 1919년 3월 1일 平南 平壤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
여한 독립운동가를 자택에 은신시키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그로인해 平壤 崇德
學校 校長 認可를 취소당함.
1936년 평양의 崇實專門學校 校長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으며,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재직하던 학교가 폐교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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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탠리 마틴(Stanley H. Martin, 한국명 閔山海)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3년 이래 中國 吉林省 龍井에서 濟昌病院 院長으로 의료선교활동을 하던 중 1919년 3월 13일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同 病院으로 이동시켜 치료하고, 희생자를
위한 대규모 장례식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병원 및 부속건물을 한인독립운동가들에게 집합‧숙박 또
는 독립운동 선전물 인쇄를 위한 장소로 제공함.
1920년 10월 獐巖洞 등 庚申慘變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한인의 피해상황을 조사‧촬영하고,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열고 조의금을 전달하였으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토론토시 장로파
전도본부에 전달, 토론토그로브紙에 보도하게 하는 등 일본군의 잔인한 살상행위를 국제사회에 폭
로함.
6. 박걸 朴傑

A.H Barker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9년 3월 13일 龍井 독립만세운동에서 부상자 구호 활동을 하고, 1920년 10월 庚申慘變의 실상
을 조사하여 본국에 알림. 1921년 10월 일제가 재류금지 처분을 한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을 요청함.
7. 費吾生

G.A Fitch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9년 5월 中國 上海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會合 장소를 제공하고, 同年 9월 개최된 토론회 ‘한국
의 장래’에 사회자로 참여하였으며, 1920년 한인구제회 이사, 1921년 1월 仁成學校 설립 자금 모집
고문위원으로 활동함.
1932년 尹奉吉義士의 義擧 이후 金九 등에게 隱身 장소를 제공하고, 1940년대 中國 國民黨 政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호소함.
8. 司徒德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8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2년 中國 국민정부 입법원 의원으로 重慶에서 창립된 韓中文化協會 秘書長을 맡아 韓中間의 문
화교류에 힘쓰는 한편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독립 건의를 중한문화협회 명의로 제출 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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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랭크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영국 태생의 캐나다 의학자ㆍ선교사. 1916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내한한 후, 3 ·1 운동 때
일제의 포악상을 외국에 알렸다. 스코필드가 한국인을 돕는 것이 알려지자 조선총독부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다(1920). 그는 이때에도 총독에게 탄원하여 감옥에 갇혀있던 독립운동가인
이상재(李商在), 이갑성(李甲成), 오세창(吳世昌) 등을 면회하고 격려하였다. 그는 캐나다로 건너가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의 3·1운동 역사 기록과 사
진을 한국에 기증하여 보도되었다. 1958년 대한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고, 1968년에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서 강의하였고, 1969년 한국에 영주하여 여생을 마쳤다.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70).
10. 설악 薛岳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77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4∼1945년에 中國 國民黨 第9戰區司令官으로 光復軍 第1支隊 第3區隊 설립 당시 경비를 지원
하고, 일본군을 탈출한 한국 學兵들의 광복군 편입을 지원함.
11.조지 루이스 쇼(영어: George Lewis Shaw, 1880년 ~ 1943년)
아일랜드계와 일본계의 혼혈인 영국인 기업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연통제를 실시하게 되자
일본 영사관 경찰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이륭양행 건물의 2층에 임시정부 단둥 교통국의 연락사
무소를 설치하도록 도왔으며, 이륭양행에서 경영하는 무역선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
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한국 국내와 임시정부와의 연락 등 중요한 창구역할을 했으
나, 1920년 7월에 내란죄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렸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인의
망명 계획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1963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외국인 독립운동가이다.
12. 왕죽일 汪竹一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8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2년 10월부터 中國 重慶에서 中韓文化協會 理事로 독립운동지원과 한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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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계 張繼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9년 4월 中國 上海에서 大韓民國 臨時政府가 수립되기 전부터 申圭植 선생과 친교를 맺고 한국
의 독립운동을 후원하였고, 南京政府 시기에 韓國을 답사하여 日帝의 침략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
고 이를 폭로하였으며 大韓民國 臨時政府가 廣東護法政府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함.
14. 장군 張群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中國 國民政府 外交部長 및 國民黨 中央委員으로 재임하면서 申圭植 선생 등의 韓國獨立運動을 다
각도로 후원하고 大韓民國臨時政府가 重慶으로 이동하여 환국할 때까지 변함없는 후원을 계속함.
15. 저보성 褚補成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96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32년 尹奉吉 義士의 上海 投彈義擧 후 일경의 추격을 받은 金九 등 臨時政府 要人들을 피신, 은
닉시키는 등 임시정부를 지원하였고, 臨時政府 要人들의 신변 보호 등 獨立運動을 적극 후원함.
16. 주경란 朱慶瀾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23년 中東鐵路特別區의 行政長官, 中國振災委員會 委員長 등으로 재직하면서 滿洲와 연해주 등
지를 오가며 활동하던 한국독립군 무장부대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며 적극 후원함.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독립군 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독립운동에 기여함.
1932년 4월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뒤에는 김구 선생의 피신을 돕고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1933년 北平抗日救國委員會 委員長으로 抗日救國除奸便衣隊를
조직, 조선공산당원 등과 제휴하여 항일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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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진입부 陳立夫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31년 11월 中國 國民黨 조직부장으로 한국독립운동가들의 활동자금으로 大韓民國臨時政府에
5,000달러를 제공하고, 1934년 7월 韓中 聯合 第2次 代表大會에 대리인 陳百鷗를 참석시켜 한국독
립 등의 달성을 위한 急進隊 조직에 관한 내용을 논의케 하였으며, 1935년 臨時政府의 공군건립계
획을 지지함. 1937년 중일전쟁 이후 南京에서 한국독립운동가들의 보호에 관계하고, 1941년 4월 臨
時政府의 重慶 이동 후 정부 고위 관리가 되어 臨時政府 지원을 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1942년
11월 中韓文化協會 성립대회에 참석한 후 명예이사에 추대되고, 동년 이래 中國 內務事務局 人力課
책임자로 臨時政府에 매월 60,000달러를 제공하였으며, 1945년 5월 韓國救濟總會協濟委員會에 참
석함.
18. 호종남 胡宗南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99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39년 이후 第34集團軍 總司令 겸 軍令部 西安支部 主任, 第8戰區 副司令長官 및 司令長官 등을
역임하면서 臨政系列의 軍事特派團 설치와 韓國 靑年戰地工作隊 및 光復軍 草司令部의 西安 移轉
을 지원하였으며 휘하 中央戰時幹部訓練團 第4團에 韓國靑年訓練班(韓靑班)을 설치하여 군사 훈련
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武裝抗日鬪爭과 光復軍 發展을 지원함.
19. 황각 黃覺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6년 日本 東京에서 金綴洙 등과 함께 新亞同盟黨 당원으로 활동하고, 1919년 이후 中國 上海에
서 新亞同濟社 회원, 救國日報 주필, Y.M.C.A.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3·1운동 기념식
에 참석하여 항일 연설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함.
20. 곽태기 郭泰棋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21년 중국 廣東立法政府 선전국장 재직 중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에 적극 협조하였고, 1941년
국제연맹에 중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등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여 한국의 독
립운동을 적극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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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예선 具禮善
성별 남

R.Grierson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캐나다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1898년 서울에 온 후 1901년 함경북도 城津에 정착하여 濟東病院과 교회를
세우고 병원 원장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고, 普信학교와 協信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校長에 취임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제국군 참령이었던 이동휘와 제휴하여 교육문화운동을 계속
하고, 1919년 3․1운동 당시 日警의 탄압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부상자를 일일이 치료함.
22. 윤산온 尹山溫

G.S McCune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05년 미국 북장로파 선교사로 내한하여 평남 평양의 崇實學校에 근무하다가 1909년 평북 선천의
信聖學校 교장에 취임하여 항일운동을 지원하였고 1911년 寺內總督暗殺陰謀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1919년 3‧1운동 당시 많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후원함.
1920년 미국의원단이 宣川을 통과할 때 대한독립승인청원서를 전달하다 본국으로 추방되었다가
192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崇實學校 교장으로 취임하며 육영사업에 종사하였고 1936년 신사참
배에 반대하다 숭실학교가 폐교되고 교장직에서 파면됨.
23. 헐버트 [Homer Bezaleel Hulbert ]
1886년 내한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을사조약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
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고종에
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
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년 3 ·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
(徐載弼)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빈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
으나, 병사하여 양화진(楊花津)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
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대한제국 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등이 있다.
24. 호레이스 뉴튼 알렌 Horace N. Alle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884년 8월 선교사 및 의료원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1885년 4월 京城府 濟洞에 조선 최초의
서양식 근대 의료기관인 廣惠院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양성하고 조선의 의학발전에 노력하였으며,
1897년부터 1905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駐韓美國公使로 활동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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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버트 아돌프스 밀러 Herbert A. Miller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실현에 대한 강연을
하고, 같은해 5월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지부 부회장을 역임함. 1920년∼1922년 오하이오주 오벌린
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최하는 3·1기념식에 참석하여 선언서를 낭독하고 연설을 하는 등 활동하
고, 또한 모든 민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조직된 범태평양협회의 조선협회가 1921년 조직되자 부
회장으로 활동함. 1929년 8월 한국을 방문하여 신간회 경성지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일제 경찰
의 검열과 탄압을 비판함. 1942년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한국의 독립문제를 소개함.
26. 프레드릭 에이 맥켄지 Frederick A. Mackenzie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4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04년과 1906년 英國 London Daily Mail의 從軍記者로 두 차례에 걸쳐 朝鮮을 방문, 취재한 내
용을 책으로 발간하여 일제의 침략상을 세계에 알리고 1920년 10월 英國에서 韓國親友會를 조직하
여 韓國의 獨立運動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됨.
27. 프레드 에이 돌프 Fred A. Dolph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미국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 법률고문을 맡아 구미위원
부의 제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한국문제》,《일본의 한국경영》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일본지배하의 한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함.
28. 프레데릭 브 해리스 Frederick B. Harri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2년 4월 미국에서 韓美協會 理事會 理事長, 同年 10월 議長으로 활약함으로써 이승만이 미 국
무부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지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 한국독립
운동을 지원함
29. 폴 프레드릭 더글라스 Paul F. Douglas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총장으로 1942년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 1943년부터는 기독교인친한회 회
장으로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과 기
독교인들에게 보내고 동일한 취지의 강연을 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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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찰스 에드워드 러셀 Charles E. Russell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미국의 원로 언론인으로, 1933년 1월~1934년 美國 워싱턴, 뉴욕에서 李承晩이 韓國親友會의 재결
성을 모색하며 <遠東雜誌(the Orient Magazine)>를 창간할 때 편집인에 위촉되어 창간‧집필‧운영에
적극 참여함.
31. 존 더블유 스태거즈 Jhon W. Stagger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1∼1943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미외교위원부 법률고문으로 미국 정부 인사와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국의 독립 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32. 제이 제롬 윌리암스 Jay Jerome William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1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해리스(Frederick Brown Harris), 스태거즈(John W. Staggers)와 함
께 미국 국무부 등에 서신을 보내 한국의 상황 및 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였고,
1942년 재미한족전체대표회의에서 사회자로 활동하였으며, 동년 한미협회 재무를 담당하여 한국에
대한 홍보 및 선전 업무를 수행함.
33. 유영요 劉詠堯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68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로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重慶으로 이동 후 韓國光復軍의 승인을 비
롯하여 외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임정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
34. 올리버 알 에비슨 Olver R. Aviso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2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893년 濟衆院 의사, 1904년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학교 병원장, 1915-1916년 경신학교
대학부 부교장․교장, 1917-1934년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으로 의료교육에 공헌함.
1942-1943년 기독교인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 재무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과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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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박영 朴泳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2006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19, 1920年 中國 吉林省 汪淸縣 등지에서 大韓軍務都督府의 參謀와 北路督軍府의 軍務副長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年말 러시아로 이동하여 大韓獨立軍團 軍需課員으로 활동하며 무기구입 및 사관
생도 모집 활동에 힘썼고, 1921, 22年경 高麗革命軍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23年경 歸滿하여
1924년 安圖에서 白山武士團 副團長, 1926年 廣州에서 黃埔軍官學校 교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
됨.
36. 모리스 윌리엄 Maurice William
운동계열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50

훈격 독립장

공적개요
1942년 미국에서 한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同年 3월 1일 워싱턴 한인자유대회, 8월 9일 대한인
국민회 상항지방회 주최 환영식 등에 참석하여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5월 뉴욕에서 한
국관련 선전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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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애국장(4급): 6인]
1. 김알렉산드라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9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14년 말부터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러시아 우랄 지방 뻬름스크 대공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진력했으며, 1917년 초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
담하여 그해 뻬름스크 대공장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이전 羅
子溝무관학교 생도 출신인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로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하였으며, 1918년 1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인민위원이 되어 러시아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李東輝 석방운
동을 전개하고, 4월 李東輝 등과 함께 ‘反日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채택한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정당인 韓人社會黨을 창립하여 산하 출판사인 보문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일본군이 연해주에 출병했을 때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 한 反帝反戰 사업을 전개하고 韓人들을 모
집 ‘韓人社會黨 적위군’을 조직하여 일본군 및 백위군과 전투를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9월
하바로프스크가 일본군과 백위군에 함락되었을 때 체포되어 총살당한 사실이 확인됨.
2. 패트릭도슨 PATRICK DAWSO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99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33년부터 濟州道 濟州市 소재 濟州天主敎會 神父로 在職하면서 住民들에게 抗日意識을 鼓吹하다
가 日警에 被逮되어 1942년 10월 懲役 5年을 받음.
3. 플로이드 윌리엄스 톰킨스 Floyd Williams Tomkin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19년 4월 美國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대회’에서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동
년 5월 韓國親友會(필라델피아한인친우회)를 설립한 뒤 초대 회장에 선임됨.
이후 韓國親友會 회장 명의로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대중집회 및 대외교섭 활동을 활발히 펼쳐,
1919년 6월 워싱톤에서 열린 ‘대한자유공동대회’를 주도하여 한국독립에 관해 발언하고, 12월 大韓
民國臨時政府 歐美委員部에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대중집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림.
1920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동회’를 주도한 뒤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의
거중조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발송하고, 워싱톤회의 개막 직전인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 미국대
표단 단장에게 한국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필라델피아에서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대중
집회를 주도한 뒤 국무장관에게 ‘결의안’을 제출함.
1923년 11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한인학살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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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문순 金文順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07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20년 大韓國民會 第2中部地方會 龍淵洞支會의 通信區長으로 활동하다가 和龍縣 靑山里에서 日
兵에 체포되어 1920년 10월 28일 和龍縣 玉石洞에서 被殺 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5. 고강산 高崗山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10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30년 中國 寧安縣에 근거를 둔 朝鮮共産黨 滿洲總局 韓人靑年同盟에 소속되어 共産主義 宣傳
활동을 하였으며 同年 5월 中國 하얼빈에 있는 日本總領事館 습격사건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拷
問을 받던 중 殉國함.
6. 루이 마랭 Louis Mari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2015

훈격 애국장

공적개요
192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법을 무시한 한국 병합을 비판하고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고 의장으로 활동함.
프랑스의 한국친우회(Les Amis de la Coree)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1921년 6월 23
일 파리의 라스-까즈가 5번지에 있는 사회박물관(Musee Social)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대회
에는 중국인 9명과 한국인 등 23명이 참석하였는데, 회의는 쥐스탱 고다르(Justin Godat), 론
(Rhone) 지역 하원의원, 문인 끌로드 파레르(Claude Farrere), 베르퉁(Berthon) 파리지역 하원의원
과 사동발(謝東發)이 참관하였다. 루이 마랭(Louis Marin)과 뫼르트와 모젤(Meurthe et Moselle)지
역 하원의원의 주최로 개회되었다. 한국친우회는 행정사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두고, 회원은 연간 5
프랑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규회원만을 두었다.
이 창립대회는 1921년 6월 23일 오후 5시 30분에 개회되어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
서는 일제 식민지하 한국민의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한국문
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발기인 중의 한 명인 펠리시앙 샬레
(Felicien Chalaye)는 일제가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하였으며 한국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애정을 보내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단체들이 했던 것과
같이 회원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한국친우회 창립 당시인 1921년과 같이 현재도 사회박물관(Musee Social)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
박물관은 4층 건물로 1층에 약 1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 이곳에서 한국친우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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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애족장(5급): 22인]
1. 곽원국 郭元國
포상년도 2011

애족장

1921년 6월 17일 中國 奉天省 安東縣에서 中國 官憲과 交戰中 戰死한 사실이 확인됨
2. 김봉환 金鳳煥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1년 6월 17일 中國 奉天省 安東縣에서 中國 官憲과 交戰中 戰死한 사실이 확인됨.
3. 김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0년 露領 浦潮에서 조선인혁명군을 편성하였고 同年 2월 大韓國民議會가 同地에서 개최한 독립
선언기념회의 接待部長에 선임되었으며 同年 3월 同地에서 개최된 韓人社會黨 중앙총회에서 同黨
부회장에 선임되었고 1924년 3월 露領 浦汐斯德에서 소집된 高麗共産黨大會 준비회에서 沿海州朝
鮮人共産黨員責任者聯合大會의 선전부원에 선임되었으며 1926년 3월 露領 浦潮의 高麗部가 개최한
제5회 高麗共産黨 야체이카 회의에 同黨 黨員指導員으로 참석하였고 同年 4월 同地 沿海道집행위
원회가 개최한 高麗部協議會에 同집행위원회 高麗委員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됨.
4. 김표돌 金표돌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2002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0년 이만에서 ‘이만軍’의 사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년 4월 일본의 연해주지역 침공 이후
북으로 이동하여 1920년 옴스크에서 李多勿 등과 한인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이르크츠크파 한인공산
주의자와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며, 1921년 2월 總軍府를 대표하는 교섭위원으로서 韓人軍隊의 통합
을 위하여 극동공화국정부와 협의하였고, 동년 5월에는 (臨時)高麗軍政議會로 군대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유시사변 후에 李東輝系의 獨立軍團에 참여하여 1922년 초 이르크츠크에서
對日抗戰을 전개하기 위해 李多勿 등 13인과 극동진출을 도모하다가 러시아赤軍에 체포되어 이르크
츠크의 감옥에서 獄苦를 겪다가 殉國한 事實이 確認됨.
5. 김완욱 金完郁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2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러시아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1년 6월 自由市慘變을 겪은 후 러시아 赤軍에게 체포되어 이르
크츠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殉國한 事實이 確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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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병길 朴秉吉
이명朴와실리
본적외국

성별 남

러시아

생년월일미상 사망년월일1921-01-28

노령

운동계열 노령방면

주소러시아 니콜라예프스크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18년 가을 러시아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조선인혁명청년동맹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지도하고『전진』을 발간하여 항일의
식을 고취하였으며, 1920년 4월 同地에서 한인으로 이루어진 尼港軍隊를 조직하고, 뜨라삐친과 함께 일본군 및 러시아
백군을 공격하여 피해를 주었으며, 1921년 1월 아무르주 自由市에서 吳夏黙의 비서로 근무하던 중 암살된 사실이 확인됨
7. 두쥔훼이 杜君慧
운동계열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2016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43년 2월 3일~3월 30일 중국 중경에서 大韓民國臨時政府 外務部 部員, 同年 3월 30일~9월 28일
外務部 科員, 1945년 5월 韓國救濟總會 이사로 활동하였고, 1945년 7월『獨立』에 한중연합의 한국
독립운동가 후원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가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함.
8. 더글라스 스토리 Douglas Story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06年 1月말 乙巳勒約이 강제되었다는 고종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2월 초 芝罘 주
재 영국 공사에게 전하고 관련 기사를 바로 영국으로 타전하여 런던『The Tribune』에 실어서 乙巳
勒約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乙巳勒約의 부당성과 관련된 기사를 발표하여
여론을 환기함.
9. 이와실리 李와실리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2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0년 다반군대의 장교로 활동하였으며, 1920년 4월 일본군의 연해주 출병 후 露領의 스보보드니
로 이동하였다가 1921년 6월 自由市慘變을 겪은 후 러시아 赤軍에게 체포되어 이르크츠크 감옥에
서 옥고를 치르다 殉國한 事實이 確認됨.
10. 이숙진 李淑珍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39년 中國 綦江에서 韓國國民黨 黨員, 1940년 6월 重慶에서 韓國革命女性同盟 창립에 참여하고,
1944년 3월 重慶에서 韓國獨立黨 黨員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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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다물 李多勿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2002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0년 봄 노령 옴스크에서 李聖, 李仁燮 등과 『새벽북(曉鼓)』을 발간하고, 동년 옴스크에서 김표돌
등과 한인사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21년 경 李東輝系의 獨立軍團에 참여하여 자유시사변을 겪었
고, 1922년 초 이르크츠크에서 對日抗戰을 전개하기 위해 金표도르 등 13인과 극동진출을 도모하다
가 러시아赤軍에 체포되어 러시아적군 제5군단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이후 이르크츠크의 감옥에서
獄苦를 겪다가 殉國한 事實이 確認됨

12. 소경화 蘇景和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1996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44년 南京 中央大學에 재학 중 동창인 趙一文 등과 ‘抗日復國’의 뜻을 같이 하고 在南京 地下工
作에 협력하였으며 光復軍과 연계하여 전후 3차에 걸쳐 同志 護送, 情報傳達, 聯絡站 설치 등의 임
무를 수행하여 李靑天 總司令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인정됨.
13. 오스틴 스위니 AUGUSTINE SWEENEY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99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36년부터 濟州道 西歸浦 소재 西歸浦 西烘天主敎會 神父로 在職하면서 住民들에게 抗日意識을
鼓吹하다가 日警에 被逮되어 1942년 10월 懲役 2年을 받음.
14. 신창희 申昌熙
운동계열임시정부

포상년도2008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1年 5月 中國 安東縣에서 미국에서 개최되는 萬國耶蘇敎勉勵總會에 참가하고자 上海로 도항하
고, 同年 7月 中國 安東縣에서 상해임시정부원으로서 이륭양행과 관계를 가지고 군자금 모금 및 독
립운동가들의 편익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1922年 상해임시정부 軍醫, 新韓靑年黨 당원 등으로 활동
하였고, 同年 4月 대한적십자회 常議員으로서 조선인 구제를 위한 義捐金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15. 지영걸 池永傑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1년 6월 17일 中國 奉天省 安東縣에서 中國 官憲과 交戰中 戰死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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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티븐 에이 벡 Stephen A. Beck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 출신으로, 1919월 10월～1920년 7월 경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구미위원부 선전
원, 1920년 한국친우회 총무, 한인구제회 총무로 활동함.
1919년 4월 京畿道 水原郡에서 영국 영사와 외신 기자 일행의 ‘제암리사건’ 현장방문에 동행하고,
미국 출국 시 漢城政府 문건을 소지해 申興雨에게 전달했으며, 동년 7월 미국 마이애미교회 박람회
에 ‘제암리사건’ 사진을 전시해 일제의 잔인한 시위진압과 피해 조선인의 참상을 폭로하였으며, 상원
의원 노리스에게도 관련 사진을 전달해 동월 노리스가 상원 석상에서 공식 발언토록 함. 동년 5～9
월 미국 200여 곳에서 조선의 참상을 알리는 강연활동을 벌이고, 동년 10월 잠시 입국했다가 11월
경 출국 시 이상재로부터 3·1운동에 관한 문건을 받고 출국하여 이승만에게 전달하였으며, 1920년
1월 보스톤에서 李承晩과 조선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동년 3월 한국친우회 총무 명의로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한국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함
17. 셀던 파머 스펜서 Selden Palmer Spencer
운동계열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2015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19年 6月과 8월 미국 미주리주 上院議員으로 두 차례 미국 의회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안하였
으며, 1920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가 개최한 집회에 연사로 참가하여 일제의 식민통치
를 비판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함.
1921년 12월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보낸 ‘한국의 호소(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를 책자로 만들어 미국 상원에 배포하였으며, 1922년 2월 동 호소문
을 미국 의회 의사록에 삽입되게 함.
18. 윌리엄 에이 린튼 William A.Linto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19년 3월 全羅北道 沃溝郡 영명학교 교장 재직시 同 학교 불루·하리슨 등의 교사들과 함께 同月
5일 군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선동하였고, 同年 5월 미국 애틀랜타의 남장로교 평신도대회
에서 3․1운동의 비폭력성과 일제의 탄압,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파견 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1936년 12월 전주 신흥학교 교장 재직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同 학교를 자진 폐교하였고, 1937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잔학행위를 비난하고,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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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지 윌리엄 노리스 George William Norri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19년 7월 미국 상원의원으로 미국 상원의 베르사이유조약 비준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중국, 한국
침략을 묵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3·1운동에 대한 무력 탄압상을 고발함.
1920년 5월 한국친우회 총부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21년 워싱턴회의 당시 한국대표단의 청원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함.
20. 최운산 崔雲山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0 만주에서 都督府 및 督軍部를 창립하고 군자금 5만엔을 제공, 기타 식량 및 무기 구입 자금을
지원하며 봉오 외 5개전용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됨.
21. 한창걸 韓昌傑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21년 1월 고려혁명군이 결성될 당시 전한임시군사위원회 군정위원을 역임하였고, 고려혁명군이
결성되자 1922년 4월 한인의용대를 이끌고 올가에서 러시아 白軍과 항전하였고, 고려혁명군이 해산
한 이후 1922년 1월 血誠團 副團長, 同年 10월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
면서 露領 水淸, 蘇城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22. 해리 찰스 화이팅 Harry Charles Whiting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03년부터 1920년까지 平南 平壤, 載寧에서 북장로교회 의료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1921년 미국
덴버에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아틀랜다, 위스콘신, 캔사스 등지로 다
니며 일본의 잔학상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260여 차례 이상 강연 활동을 함.
23. 토마스 라이언 THOMASD.RYAN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1999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濟州道 西歸浦 소재 西歸浦天主敎會 神父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에게 抗日
意識을 鼓吹하다가 日警에 체포되어 1942년 10월 懲役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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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활동분야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 및 인권 변호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일본의 인권변호사. 1919년 2·8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조선 유학생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한신[阪神] 교육투쟁사건 등 광
복 전후 재일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으며, 1946년에《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
하였다.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받았다.

[건국포장: 6인]
1. 김낙현 金洛鉉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9

훈격 건국포장

공적개요
1918년 가을 러시아 연해주 니꼴라예프스크에서 朴秉吉이 조직한 朝鮮靑年同盟에 가담하여 『앞으로』를 발간하여 抗日意識을
고취시켰고, 1919년 유조심의 빨치산 부대에 참가하였으며, 1920년 빨치산연합부대에 참여하여 빨치산 부대를 이끌고 尼港전
투에서 뜨랴삐친부대에 속해 일본군을 격퇴했으며, 1921년 高麗革命軍에 합류하여 抗日武裝鬪爭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2. 박노순 朴魯順
운동계열노령방면

포상년도2008

훈격건국포장

공적개요
1918년 하바로프스크에서 적위군에 참가하고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연해주에서 ‘다반군대’에 소속되어
빨치산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3. 이백초 李白草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공적개요
1920년 平壤, 서울 등지에서 勞動運動을 하다가 이듬해 러시아로 망명하고 1923년부터 露領 하바로브스크에서 「先鋒」지의 社長을
역임하는 한편 高麗共産黨員으로 敎育運動을 전개하였으며 1924년에는 3·1운동 제5주년 萬歲運動을 계획, 서울에 잠입하여 활동
하고 이후 하바로브스크에 돌아와 1930년까지 「先鋒」의 責任 主筆을 역임하면서 勞動運動 및 文化運動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4.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 Minerva Louise Guthapfel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2015

훈격 건국포장

공적개요
1919~1920년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친우회 서기로 활동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에 한국 독립 문제를
청원하고 친한 여론 형성을 위해 순회 강연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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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임스 핸리 로버츠 크롬웰 J.H.R. Cromwell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건국포장

공적개요
1942년 3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에 연사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과 무장지원을 촉구하고, 동년 5월부터 한미
협회 회장으로 미국 국무장관에게 임시정부 승인청원서와 독립운동 지원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1943년 3월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뉴욕포스트에 게재하고, 동년 4월 미국 MBS방송국에서 임정승인을 호소하는 라디오 방송연설을 함.
6. 찰스 스폴딩 토마스 Charles Spalding Thomas
운동계열 독립운동지원

포상년도 2015

훈격 건국포장

공적개요
1920년 미국 상원의원으로 미국 상원에 한국독립안 수정안을 제출하여 한국독립을 촉구함. 1921년
워싱턴회의 한국대표단 특별고문으로, 미국 대통령, 미국대표단 등에게 한국문제를 회의 의제로 선
택하도록 호소하고, 한국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함.

[추보]
1. 조선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曾田嘉伊智·1867~1962)-문화훈장 추서
: http://blog.naver.com/saskian/40189738973
2. 일제시대 한국을 그토록 사랑했던 일본인 아사카와 망우리 묘지엔 아직도 참배객들이 늘어선다는
데… (조선일보 2011. 08. 3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31/2011083100051.html
3. 쑨원에게 ‘혁명 동지’ 장제스 데려간 천치메이 (중앙선데이, 2016. 08. 21.)
: http://news.joins.com/article/20480910
4. 명참모 천씨 형제, 장제스 군권 장악 일등공신 (중앙선데이, 2016. 09. 18.)
: http://news.joins.com/article/20599743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34247
공훈전자사료관 :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jsessionid=A7E9C73F688582FB913A96549133688C.rem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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