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일정과 내용 
25일(수): 도착, 오후 4시: 개회예배, 첫째날집회저녁집회, 
평화통일기도회  
26일(목) 아침기도회, 오전: 심포지움 I. 오후:고려인 
독립운동지역과 고려인역사 박물관방문. 두째날저녁집회, 
평화통일기도회;  
27일(금) 아침기도회, 두만강과 하산(고려인처음정착지)방문  
(버스안에서) 심포지움 II, 심포지움 III 두만강평화통일기도회 
28일(토) 아침기도회, 오전: 심포지움 IV, 심포지움 V.  
오후: 고려인역사거점 (신한국촌과 퇴거당한지역) 방문. 저녁: 
지저스 수퍼스타 공연관람 
29일(주일) 아침 기도회 평화통일 기도회, 연해주감리교회 4 
지역 방문 (초대 순교자 김영학 목사 기념교회)                             
오후 4시: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 기념 센타 건립 발족, 
환영인사: 박상원홍보대사, 축사,찬양: 연합 찬양 (고려인. 조선족. 
한국인.미주한인), 연합 몸 찬양 (고려인.조선족.한국인.미주한인) 
설교, 평화 통일 기도회 
 

심포지움 주제 
I.고려인의 수난의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사  
II.고려인 이주 150주년 고려인의 평화통일행진보고(모스크바-
중앙아시아-연해주-북한-판문점-남한(서울에서부산까지)  
III. 성서신학에서 바라본 예수 평화신학                                           
IV.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V.평화통일을 위한 방법과 우리의 자세 
  

역사적 체험 행진 
- 옛 고구려: 발해 땅 탐방 (70 km) 
- 하산(두만강) 북한 지역 탐방(200km:5시간) 
- 독립 운동 지도자(이상설.최재형.안중근의사)유적지 탐방 
- 연해주 정착 신한 촌에서 중앙아시아로 퇴거 당한 기차역까지 
(70km 차량으로) 
- 끼빠리사와에서 라스톨로에까지 4km도보 행진 80년전 
고려인 이주 당한곳 (도보 행진)  
- 80년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토베까지 강제 퇴거 체험행진 
(7일, 선택) 

 

Registration 등록 (2017년 10월 25-29일)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역사적 체험 행진 

80년전 1937년 10월 17만 2000명의 고려인 선조들이 
블라디보스톡 라스돌나야 기차역에서 개.돼지처럼 기차에 
실려 카쟉스탄 우스토베등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습니다. 
눈보라치는 시베리아땅에 2만명의 시체를 묻고 가야만 했고 
힘든 여정 속에서 추워 무려 2 만명이 굶어 죽는 비참한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 
걸식하던 선조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함께 만나면서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의 실마리를 
찾고 부활과 희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 
하는 21 세기 가나안.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독립운동과 평화운동의 유적지에서 
역사적 체험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대가 부르는 역사적체험행진에 참여합시다. 

---------------------- 아  래 ----------------------- 
기간: 2017년 10월 25-29일 (4박 5일 ) 
경비: 1인당 $500, 부부 $750 (숙박과 여행비 포함)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 까지 왕복 항공료  
(현재 KAL $400, SU $253)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청년, 평신도, 목회자 누구나 참여할수 있슴 

문의: 조영철 목사 choyoungchuel@gmail.com 

등록: 마감 일 8월 말까지 
 
 
 
 
 
 
 
 

초청합니다! 
고려인 강제 디아스포라 80 주년(1937-2017) 

블라디보스톡 평화 센터 건립회 발족 
 

 
 
 
 
 

 
기간:  2017년 10월 25-29일 (4박 5일) 

장소:  블라디보스톡 감리교회, 쏘니취니 수양관 

주최:  UMC, 유레시아 연회 
 
 
 
 

 
    United Methodist Church 
  Eurasia Episcopal Area 
  Bishop: Eduard Khegay 

    District Superintendent: Andrei Kim   
 

 
Khamovnichesky val 24 str.2, Moscow, 119048, Russia 
Web.page: umc-eurasia.ru 



             초청인사 

올해 2017 년 10 월 25 일부터 29 일까지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반도  
이산 가족들의 흩어져있는 모든 이들의 대한 
평화의 기도 센터를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1864 년부터 1937 년까지 
살던 곳에서 조셉 스탈린이 강제로 까작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으로 강제 추방 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올해 강제 추방 당한지 80 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평화 통일 국제 
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991 년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많은 한국(조선)(고려)  
- 러시아 디아스포라 인들이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바램에서 이곳에서 
프로그램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구성 될 계획입니다. 
 * 영적인 것    
 * 역사적인 것   
 * 문화적인 것 들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생활 하셨던 곳과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기도하고, 함께 교제 
하려고 합니다. 한 - 러시아 디아스포라 인의 역사, 특히 1937년 
추방 전과 후의 의미와 중앙 아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이시대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유산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축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 에드워드 감독 (UMC, 유레시아 연회) 
 
 
 
 
 
 

 

 
 
처음 연해주에 이주하여 살던  고려인의 집 
 

 
 
1864년 한반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온자들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살고 있는 현재 고려인 젊은이들 
 

 

 
 
 

 
 

 
 
80년전 10월 스탈린의 강제이동정책에 의하여 

시베리아횡단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고려인들  
 

80 년전 고려인이주 분포도 

150 년전 연해주로 처음 이주 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모습과 80 년전 화물열차에 실려가는 디아스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