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서재필이가 미국서 말하는 것이오. 우리가 3월 초하루 날 기념회를 하는데, 이 날은 조선
사회의 그 중 내일이라도(00:16-00:19) 말해야 하겠소. 왜 그런고 하니 조선 사회의(00:23) 첫 번
으로 조선 사람들이 남녀노소, 남방민이 모두 모여서 한 목적으로 동심협력 조선을 독립국 만들자
는 것이 목적이겠소. 그 전국 인민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일하면 그 힘이 대단히 커져서 그 큰일
한 까닭에 첫 번으로 세계 사람들이 조선 민족이 어떤 민족인줄 알고 비로소 조선 사람을 대접할
생각 갖고 사랑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 3·1운동이 제일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놀란 사
람, 제일 놀란 사람은 일본 사람인 듯 하오이다. 오늘날 조선 사회가 30년전보다 얼만큼 낫게 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지금은 자주 독립하는 정부가 생겼고, 그 정부를 세계 각국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부는 외국사람들 힘으로 만들었지만, 그 지탱해서 가는 것은 조선 사람들한
테 달린 것이오. 만일 외국 돕는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나라를 정말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고 경제가 흥성하고 민주 권리가 통활하게 할 것 같으면 외국 도와주는 것
이 대단히 다행하고 웬만큼 편편하겠지만(02:26) 외국 사람들만 조선의 자주 독립국을 영구히 만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오. 필경 조선 자주독립은 조선 사람 손에 따른 것이올시다. 불란서가 미
국을 도와서 자주 독립을 만들었지만 만일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직분들을 안 할 것 같으면 암만
불란서가 미국을 도와주어도 자주 독립이 못될 것이 올시다. 지금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생각이
있고 지금 도와줄 터이고 또 몇 달 동안 더 도와줄 듯 하오이다만, 만일 조선 사람들이 자기 직분
을 아니하고 다만 미국을 믿고 있다든지 미국을 반대해서 일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아무 일이
안될 터. 그런 고로 불가불 필경은 조선 사람 손에 달린 일인즉, 그 직분을 알고 3·1운동 하던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해서 전국 인민이 동심으로 협력해서 조선을 참 독립국이 되게 하는 것이 다만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될 것이 올시다. 지금 UN이 의원을 보내서 조선을 합동하려고 하
지만 그것도 즉 외국이 돕는 것이고 그 외국 사람 도와주는 것 이용할 것 같으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해야 할 것이 올시다. 조선 사람들이 합하고 싶으면 합할 도리가 있고 만일 합하지
아니하고 합하지 못하고 만들 것 같으면 암만 외국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일이 안 될 것이 올시다.
그러니 필경은 조선이 살고 죽을 것이 조선 민족에 달린 것은 분명하오이다. 오늘 새로 우리가 3·
1정신을 깨달아서 동심 협력해서 남방 제주(05:05)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손으로 같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조선이 살게 될 것이고, 만일 그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를 듣지 않는다든지 할 것 같
으면 조선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소이다. 그리하니 그 직분을 생각들 하시고 3·1 정신을 다시 깨
달아서 남방 붕괴말고 다 조선 하나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직분이오. 그렇지 않
으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오. 조선이 없어지면 남방 사람도 살 수 없고 북방 사람도 살 수 없는 것
이니까 그 제일 목적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오. 조선의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불가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걸 생각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그 수효는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효를 충수(06:24)로 만들자면 교육을 해야 될 것이
니 아무쪼록 학문 있고 지식 있고 충심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 말을 민족에게 말들 하시오. “합
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오.” 조선이 없어지면 남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죽을 일을 할 도리가(7:03) 있습니까. 살 도리를 하
시오. 나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신체가 좀 강해지고 건강이 매우 좋지만 아직도 언제 조선 갈지는
모르겠소이다. 내가 가든지 안가든지 다만 부탁할 말은 아무쪼록 조선 살게들 하시오. 조선이 살
면 남북이 다 살 테고 만일 조선이 죽으면 남방 사람이나 북방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니, 그
직분은 시방 다른 사람들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한테 달린 것이오. 내 생각에는 조선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남방에도 없을 듯하고 북방에도 없을 터이니, 다만 그 자세라 할 것 같으
면 설령 이론(8:09) 한다든지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조선 사람이 될 듯하오이다. 한 집안으로 4천
년으로 살아왔는데 왜 지금 나누어서 두 집이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둘이 되면 둘이 다 약해지고
살 수가 없을 터. 한 배 속에 든 것 같아서 한쪽 배가 무너지면 저쪽도 망해지는 법이오. 그러니
아무쪼록 그 배를 보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오.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설령 이론(9:00)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설명해서 원수같이 알지 말고 설명해서 그 실상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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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말을 해줄 것 같으면 조선 지탱할 열망이 대단히 크오이다. 나는 다시 당신네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원하는 것이 그 우리 조국을 살게 해주게 만드는 것을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이 계절을
(9:42) 타서 우리 친구들한테 안부들 해주시고 나는 설령 미국에 있더라도 내 정신은 조선 사람들
과 같이 있으니 아무쪼록 합심하고 합동해서 외국사람 돕는 것을 이용해서 조선을 살게 해주시기
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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