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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책을 발행하기 위하여 국사원 안에 줄판소를 두고 김지림 군과 삼종질 홍두가 편집과 예

약, 수리의 일을 하고 있는 바 혹은 번역과 한글 절자법 수정으로, 혹은 비용과 용지의 마련
으로, 혹은 인쇄로 여러 친구와 기관에서 힘쓰고 수고한 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표하여 둔
댜

끝에 붙인 '나의 소원' 한 편은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령을 적은 것이댜 무

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댜 이것이 없으면국민의 사상이 통일되지 못하여 더러는 이 나라의 철학에 쏠리고 더
러는 저 민족의 철학에 끌리어 사상의 독립, 정신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고
저희끼리는 추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으로 보면 더러는 로크의 철학을 믿으니 이는 워싱턴을 서울로 옮기는

자들이요, 또 더러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철학을 믿으니 이들은 모스크바를 우리의 서
울로삼자는사람들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우리의 서울은 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전 동경을 우리 서울로 하자는 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서울은 오직 우리의 서울이라야 한다. 우리는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

우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 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나의 소원'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의미에서 실린 것이댜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은, 내가 믿
는 우리 민족 철학의 대강령(大i\폐領)을 적어 본 것이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이 한 편을 주의하여 읽어 주셔서 저마다의 민족 철학을 찾아 세우
는 데 참고를 삼고 자극을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내가 이 책 상편을 쓸 때에 열 살 내외이던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인은그 젊은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남기고 연전에 중경에서 죽고, 작은 아들 신이가 스물 여섯 살이 되어서 미
국으로부터 돌아와 아직 흘몸으로 내 시중을 들고 있다. 그는 중국의 군인인 동시에 미국의
비행 장교다. 그는 장차 우리 나라의 군인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동지들 중에 대부분은 생존하여서 독립의 일에 헌신하고 .있으나, ol미 세상
을 떠난 이도 많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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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at the end of the 'My wish' to one side, and I want our nation will never end tips.
whatsoever a nation to stand for a nation and national life that must surely be the

underlying philosophy. without this, some of the people because history is not unified the
country and that some of the philosophy untest kkeulrieo ideas in the philosophy of the
nation's independence, others failed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spirit and our
commitment will be representing the shameful scenes.

Some of the phenomena we see in today's philosophy of Locke believed that the move to
washington to Seoul are the men who Claimed that Marx, Lenin, Stalin, and believed the
philosophy of our people to Moscow to Seoul, the parties are the ones.

AIso in washington, Moscow) Seoul, we will not be, and should not be a party shall, if it

claims that, if it used to be in .Tokyo toSeoul, suggesting our party will be the difference.

We yiraya Seoul Seoul is the only we. We are looking for our philosophy) establish Claims to
be. The day we truly realize this national day for having an independent spirit, and indeed a
day of independence.

'My wish' and the motivation will be pUblished in this sense. In other words, I hold, I believe,

the sum of our national philosophy (火 샐뼈손而) will present a note. .

Thus, one side of the national attention you for reading the philosophy of our respective
nations to find a build you want to forward to Sanya samgo case stimulation.
Sangpyeon I write this b••k was around ten years •ld when the oldest son of two S•ns and

the young-ins, leaving a wife and young daughter died in Chongqing in-game, the younger

son, God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t the age of twenty-six still pregnant, and my
market holds. U.S. s이dier while he's flying janggyoda China. He will be the future of our
country the soldiers are waiting for the day%
comrades in this book during the most devoted to the survival of hayeoseo in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