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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 

 

"말씀의 배후에는 인물이 있다"고 미국의 문인 에머슨(Emerson)은 

말했습니다.  도산은 웅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산 이전에 도산만한 

웅변가가 없었고, 도산 이후에 도산만한 웅변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웅변은 그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도산은 40년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말하고 외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동포들에게 행한 많은 애국 연설과 계몽연설, 30대 초기에 한국에 

들어가서 대성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들려준 훈화와 강연, 또 기울어지는 

사직을 붙들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을 뿜으며 외친 애국의 대웅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흥사단 동지들과 재미동포들에게 던진 강론과 말씀,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행한 시정연설과 담화, 또 교회강단에서 외친 

여러 설교,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동포 및 친지들과 나눈 사석의 

좌담, 그것을 모두 기록했더라면 수 십권의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애국 충정과 깊은 인격에서 솟구친 주옥같은 명언고담들이 거의 다 

문자화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유감 천만입니다.  그나마 미국과 

상해시대의 강연과 담화가 미숙한 형태로라도 남아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연설이 아직도 책 속에만 갇혀있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고 또한 차세대에게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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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아 있는 도산의 연설을 영역하고 이를 전자화 해서 도산이 꿈꾼 

전인류의 완전한 행복실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도산 안창호의 

재조명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작업에 북미한인교수협회 

(KAUPA: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회장 최영배 

교수를 비롯하여 미주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관심 있는 

한인교수님들이 앞으로 도산 재조명작업에 대거 참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수한 일로서 도산의 주옥같은 명언들을 오랜동안 도산의 발자취를 

깊게 연구해 오신 흥사단 미주위원부 서북미지부의 김상안 단우의 

도움으로 Regent University의 최영배 교수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조그만 e-book으로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초기단계이니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흥사단 미주위원부    서경원 배상          

    

 

 

 



6 
 

January 1, 2021  

  

 

Greetings!  

  

"There is a person behind the word," said Emerson, an American writer. Dosan is 

known as an orator. It is said that before Dosan there were no orators like Dosan, 

and after Dosan there were no orators like Dosan. His eloquence is an expression 

of his personality.  

 

Dosan has spoken and shouted for our people for 40 years. There are many 

patriotic speeches and enlightenment speeches given to Korean compatriots in the 

United States, admonitions and lectures given to young students at Daesung School 

after entering Korea in his early 30s, and patriotic screaming with enthusiasm as he 

traveled the country to hold on to the slanting home country. There is also great 

speech, lectures and talks to comrades of Heungsadan and Korean Americans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public speeches, and discourses while in important 

positio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hanghai, China, and various sermons 

from the church pulpit, and the private talks with the compatriots and relatives 

after entering Korea again. It would have been dozens of books if we had recorded 

all of those.  

 

It is regrettable that all his patriotic loyalty and gem-like quotes that rose from his 

deep personality have disappeared without being written. It would be fortunate that 

the lectures and discourses from the US and the Shanghai era remain in an 

inexperienced form.  

 

However, since the remaining speeches are still confined only in books, I think that 

they are not suitable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re are many restrictions to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Dosan's speech is being re-examined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complete happiness of all mankind. Fortunately, I look forward to seeing many 

interested Korean professors who are teaching at American and Canadian 

universities, including Professor Young Choi,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 (KAUPA), in this work.  

 

First, with the help of Danwoo Kim Sangan of the Northwest Branch of 

Heungsadan, who has been deeply researching the footsteps of Dosan for a long 

time, Prof. Young Choi of Regent University translated them into English,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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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was brought to the world. Hopefully, because it is still in its infancy, so we 

ask for your special interests and various advices.  

  

May the year 2021 be full of hope, peace, joy, and love.  

           

 

Seo Kyung-won                                                                                

American Commissioner of Heungsa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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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명언집 

 

* 내가 이에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이것이외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씀이외다. 

 

* 힘은 건전한 인격과 공고한 단결에서 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과 단결 훈련 이 두 가지를 청년 제군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만일 힘이 없으면 도무지 일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을 것이다. 

 
 

* 천사만려(千思萬慮)하여 보아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외다. 

 
 

* 네 가죽 속과 내 가죽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성(誠)으로 채우자고 거듭 

거듭 맹서합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나는 

믿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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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정의돈수(情誼敦修) 네 글자에 의지해서 삽시다.  

 
 

*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본질에 

대하여 조금도 비관을 품지 아니 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대사업을 이룰 

민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속이거나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신용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시다.   

한 가지 이상의 학술이나 기술을 학수하여 전문 직업을 감당할 만한 지식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시다.  자기 수입에서 10 분지 2 이상을 저금하여 적어도 

십원 이상의 금전의 자본을 동맹 저축합시다.  

 

* 우리 청년이 작정할 것 두 가지가 있소.  하나는 속이지 말자, 둘째는 놀지 

말자......  이 말을 매일 주야로 생각하오.  

 

* 부허는 패망의 근본이요, 착실은 성공의 기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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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은 태산 같은 큰 일을 준비합시다.  낙심말고 겁내지 말고 쉬지 

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 공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  

 
 

*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근거되는 바는 인격혁명(人格革命)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 나라 일은 신성한 일이요, 신성한 일을 신성치 못한 금전이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아니 하오.  

 
 

* 아름다운 이성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  만일 그 얼굴을 보고 싶거든 

정면으로 당당하게 바라보라.  곁으로 엿보지 말아라.  그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릇된 것이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을 것이면 언제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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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유의 인민이니 결코 노예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의 양심과 이성뿐이라야 할 것입니다.  결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맹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인이란 별 물건이 아니오.  위인의 마음으로 위인의 일을 하는 자가 

위인입니다.  

 
 

*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오늘에 할 일을 오늘마다에 다하여 보려고 

힘씁니다.  

 
 

* 안창호가 죽어서 한국이 독립된다면 죽으리라.  

 
 

* 서로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정의(情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일 한다고 

한 것을 그대로 안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의를 확수하는 

것이 정의를 기르는데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려 왔습니다.  

 

* 거짓말을 잘하는 습관을 가진 그 입을 개조하여 참된 말만 하도록 합시다.  

글 보기 싫어하는 그 눈을 개조하여 책 보기를 즐겨하도록 합시다.  게으른 

습관을 가진 그 사지(四肢)를 개조하여 활발하고 부지런한 사지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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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에게 합하지 않는다,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한다고 원망하고 꾸짖는 그 

사람들만 다 모이어서 합동하더라도 적어도 몇 백만 명은 되리라.  

 

* 묻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 사회의 주인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이는 여객입니다......  진정한 주인에게는 비관도 없고 낙관도 없고 제 일인 

고로 오직 어찌하면 우리 민족 사회를 건질까하는 책임심뿐입니다.  

 

*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합동은 민족적 감정으로 하는 합동이 아니요, 

민족적 사업에 대한 합동이다.  

 

* 서로 신용이 없으면 방침이 서로 같더라도 합동될 수가 없고, 서로 신용이 

없으면 공통한 목적과 방법을 세우기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말을 믿고, 대한 사람의 글을 믿는 날에야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의 얼굴을 반가와하고 대한 사람은 대한 사람으로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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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하기를 즐거워할 것이다.  

 

*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허(虛)와 위(僞)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眞)과 정(正)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자.  

 

* 어떤 신이 무심중에 와서 홀출,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할 때에, 

나는 아무 것을 하노라고 서슴치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하라.  

 

*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 사회에 정의(情誼)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다.  

 

* 우리는 각각 자기 허물만 스스로 고칠 뿐이요, 결코 남의 일에나 허물에 

개의치 말 것이다.  

 

*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장처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 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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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배 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 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  

 

* 세상이야 비웃든지 칭찬하든지, 돕든지 해하든지, 고와하든지 미워하든지, 

믿든지 의심하든지 다 불고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건지는 데 합당한 

길이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한다. 

 

* 얼렁얼렁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우리의 최선을 다 하더라도 최선되기 

어렵거늘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 대업을 이룰 수가 있는가.  

 

* 한 번 잘못되면 그 잘못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라. 

 

* 만일 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와 나와 우리가 

다 합하여 한국을 개조하자.  우리의 교육과 종교도 개조하고, 농업도 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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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도 개조하고, 풍속과 습관도 개조하여야 한다.  음식·의복·거처도 

개조하고,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고 심지어 우리의 강과 산도 개조하여야 

한다.  

 

* 수령이나 인도자가 영웅이요 호걸이라도 추종자의 정도나 성심이 부족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수령이나 인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으로 수령을 삼은 일이나 악한 일을 다하도록 살피지 못하고 내버려 둔 

일은 추종자들이 한 일이다.  그런고로 일반 국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한국 민족 전체를 개조하려면 그 부분의 각 개인을 개조하여야 하겠고, 각 

개인을 다른 사람이 개조하여 줄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자기를 개조하여야 

한다.  

 

* 천병 만마(千兵萬馬)를 쳐 이기기는 오히려 쉬우나 내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이 일에 일생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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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크게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 나는 사람을 가리켜 개조하는 동물이라고 하오.  

 

* 먼저 힘써 일하고 그 후에 도와주기를 기도하라. 

 

*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대한 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의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이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이천만을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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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 책사(冊肆)도 학교다.  책은 교사다.  책사는 더 무서운 학교요, 책은 더 

무서운 교사다. 

 

*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 동지를 믿고 속아라.  세상에 마음 놓고 믿는 동지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이 

또 어디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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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이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 죽더라도 동포끼리는 무저항주의를 쓰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 무실 역행(務實力行)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남녀(忠義男女)를 단합하여 

정의(情誼)를 돈수(敦修)하며 덕·체·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전도 대업(前途大業)의 기초를 

준비함. 

 

*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큰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필경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한다.  아무런 곤란이 있더라도 인내하라.  

 

*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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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하는 것이 내 일신으로 보면 가장 편안한 일이다.  내 쇠약한 건강 

상태로 보아서도 그러하지마는 내 심신이 아직 활동할 기력이 남아있고 우리 

민족의 현상이 우려할 형편에 있는 이 때에 제 일신의 편안이나 명성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서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이 옳다 하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는 것이어든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이를 사문난적(斯文亂賊)이라 해서 멸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 

소위사화(士禍) 이었으니 이 악습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비록 

의견은 서로서로 다르더라도 우정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음이 문명 국민의 

본색일 것이다. 이리해서 우리나라에서 천만가지 사상과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오히려 우정과 민족적 애정만은 하나일 수가 있으니 그리하면 

사상의 대립은 서로 연마·발달하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서로서로의 존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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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은 민족 통일을 묶는 실이 되어서 안으로 아무러한 의견의 대립이 

있더라도 외모나 전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에 대하여서는 혼연히 하나가 

되어서 감연히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제 의견의 주장도 민족을 

위함이어든 민족을 깨뜨려서까지 제 의견을 살릴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만 저라는 것에 눈이 어두워 민족이 아니 보이는 일도 있는 

모양이니 가히 한탄할 일이다.  청·일 전쟁의 결과로 한국의 독립이 오지 아니 

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지 아니 했는가?  구라파 대전이 

또한 좋은 기회가 아님은 아니나,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힘이 

없구나. 

 

*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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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不共戴天)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리라.  

 

*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백성의 질고(疾苦)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출처: 안병욱,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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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n's Words Collection  
  

 
* This is what I eagerly ask for.  Raise your strength, raise your strength, and this 

is what I want to say. 

  
* I certainly believe that strength comes from sound character and solid unity. 

Therefore, I desperately demand both personality training and unity training for 

young men.  
  
* Everything in the world is a product of strength.  If you have little strength, you 

will achieve little, and if you have great strength, you will achieve greatness.  If 

you do not have strength, you cannot achieve anything.  Therefore, whoever wants 

to achieve his purpose will first find his strength.  
  
* Even if you think and consider many ways, what you believe and hope for our 

independence is only our strength.  
  
* Let's pledge repeatedly to throw away the lies in your skin and things in my skin 

and fill it with your sincerity.  
  
* I believe that there is a man following truth and the day that justice will come 

true.  
  
* Wherever we go, let's live only by relying on the four letters of Jeong-Eui-Don-

Su (情誼敦修) which has the meaning that let’s try to work with each other to be 

more lovable and compassionate.  
  
* Why is our society so cold? There is no warm energy.  We must make a world 

that smiles around with love for each other.  
  
* I have great hope for the future of our people.  I do not have any pessimism about 

the nature of our people.  We firmly believe that we are a people who will achieve 

great business.  
  
* Let's not deceive or lie but be sincere and save the capital of credit alliance.  Let's 

all save the capital of knowledge enough to afford a professional care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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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more than one academic or technical skill in the alliance.  Let's save at 

least two-tenths of one's income and save at least ten Won or more of capital in the 

alliance.  
  
* There are two things our young man will decide.  One, let's not deceive, the 

second, let's not play...  Think of this like day and night.  
  
* Vanity is the basis of defeat, and steadfastness is the basis of success.  
  
* Let's prepare for big things like a very grandeur mountain as our young man.   

Don't be discouraged, don't be scared, don't stop, let's move on bravely and boldly.  
  
* We know that there is good construction on a solid foundation and good flowers 

and fruits on strong roots.  
  
* Whatever we do, I think the basis of all the things we do is the personality 

revolution.  
  
* I am a sinner of our nation.  This nation gives me this great way, and I have not 

done anything for the nation.  I am a sinner.  
  
* National work is sacred, and it is not right to do sacred work with unholy money 

or means.  
  
* It is a pleasure to see a beautiful reason.  If you want to see that face, look 

straight ahead and confidently.  Don't peek sideways.  And don't take the thought 

of wanting to see it in your heart.  
  
* If the purpose we set is wrong, we will always fail, and if the purpose we set is 

right, we will always succeed.  
  
* We are the people of freedom, so we must never become slaves.  It is only our 

own conscience and reason that can command us.  You should never be blind to 

any individual or any group.  
  
* Great man is not a big thing.  It is a great man who does the work of a great man 

with the heart of a great man.  
  
* I will do my best to do what I should do today with all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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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hn Chang-ho dies and Korea becomes independent, I will die.  
  
* You must keep what we have promised so that friendship will not collapse.  If 

you don't do what you said, you will feel sad.  Therefore, affirming faithfulness is a 

condition for fostering friendship.  
  
* I don't want to be your head. I have come to serve you.  
  
* Let's change the mouth that has the habit of liking well so that only true words 

are spoken.  Let's change the eyes that don't like to read texts and enjoy reading 

books.  Let's make those limbs that have a lazy habit and make them active and 

diligent.  
  
* If the people saying that I don't agree with others and who resent and rebuke for 

just building parties and fighting are all gathered, and even if they united, there 

will be at least a few million.  
  
* I ask, everyone! How many people are the masters of Korean society 

today?...  The one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that national society is the owner, 

and the one who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is the passenger...  The true owner has 

no pessimism, no optimism, and because of this, it is only the responsibility to save 

our national society.  
  
* The union we are demanding today is not a union based on national sentiment, 

but a union on national business.  
  
* Without mutual trust, even if the policies are the same, they cannot be united, 

and without mutual trust, it will be impossible to establish a common purpose and 

method.  
  
* Only on the day when Koreans believes the speeches of Korean people and 

believes the words of Korean people, Korean people will be happy to see Korean 

people and Korean people will be happy to unite forces with Korean people.  
  
* Let's not try to build the success of our great and sacred work on the foundations 

of emptiness and fakeness, but on the foundations of truth and righteousness.  
  
* When a certain god comes involuntarily, asks me, what do you do, let me answer 

without hesitation that I am do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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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ppointment is the death of a young man, and when a young man dies, the 

nation dies.  
  
* If there is justice in society, there is warmness, if there is warmness, there is 

interest, and if there is interest, there is activity and courage.  
  
* We each only fix our own faults by ourselves, and we will never mind the faults 

of others.  
  
* Because there is a law that can be used for both rough and round stones, it is not 

blamed for someone else's personality different from mine.  
  
* Just as a real pear tree bears an authentic pear and a stone pear tree bears a stone 

pear, the people who are entitled to independence have the fruit of an independent 

country and those who are entitled to become slaves have the fruit of ruin.  
  
* The world, whether we laugh at or praise, help or hurt, confess, or hate, believe 

or doubt, we must hold on to it and go to the end when we realize that this is the 

proper way to save our nation.  
  
* Clumsiness, it ruined our country.  Even if we do our best, it will be difficult to 

do our best.  How much more, can we achieve a thousand-year-old business with 

clumsiness?  
  
* Once wrong, the error will remain forever.  
  
* Tolerating in history is not tolerant, but irresponsible, so the tolerant is more 

sinful than the one who does wrong.  
  
* If you love Korea and I think you will love Korea too, let's renovate Korea 

together with you and me.  Our education and religion must be transformed, 

agriculture, commerce, civil engineering, customs, and customs must be 

transformed.  Food, clothing, and shelter must be renovated, cities and rural areas 

must be renovated, and even our rivers and mountains must be renovated.  
  
* Even if the leader or leader is a hero and a bewitcher, if he lacks the 

righteousness or sincerity of his followers, he cannot do anything.  Even if the 

leader or the leader caused the country to be destroyed, it was the work of the 

followers that made him the leader of an evil person or left him unsearched for evil 

work.  Therefore, even the public cannot escap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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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ransform the entire Korean people, everyone in that part must be 

transformed, and everyone must transform himself or herself, not by another 

person.  
  
* It is easy to beat a thousand soldiers on the horses, but it is difficult to overcome 

my habits, so we must work our entire lives on this.  
  
*All big things should start with the smallest, and big hard things should start with 

the easiest.  
  
* I refer to humans as transforming animals.  
  
* Work hard first, then pray for help.  
  
* I have been doing i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even when I eat, and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even when I sleep.  This will remain the same until my life 

is gone.  
  
*As the entire Korean nation believes in the independence of Korea, Korea will 

become independent. If the world's justice wants the independence of Korea, it will 

become the independence of Korea.  Since Heaven commands the independence of 

Korea, Korea will surely become independent.  
  
*I really do not want Japan to fall, but to be a good country.  It will never be in 

Japan's interest to violate the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Rather than forcing 

20 million people to include a grudge among the people, it would be a good thing 

for Japan to have 20 million people as a neighbor.  Therefore, assert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s for the peace of the East and even the welfare of Japan.  
  
* The bookstore is also a school. Books are teachers.  Bookstores are scarier 

schools, and books are scarier teachers  
  
* Making one of me a wholesome personality is the only way to make our nation 

sound.  
  
* The reason we do not have a great person is that no one is trying to be a great 

person.  Why doesn't the person who laments that there is no person studying to 

become a great person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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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e in your comrades and be deceived. Just as there are comrades in the 

world who trust with heart, where else can happiness be?  
  
* Let's study love and I also study love.  Both men and women, let's become a 

people who love each other.  
  
* If you love each other, you live, and if you fight each other, you die.  
  
* Even if you die, let's use non-resistance among compatriots.  If somebody hits 

you, let's get hit, and somebody insults you, let’s just listen to it.  Let's not treat evil 

as evil, but only love among the compatriots.  
  
* By uniting the men and women of loyalty who take their lives through sincere 

and fruitful performance, we need to unite the men and women of loyalty to 

practice friendly love, and train alliances of virtue, physical, and intellectual 

abilities to build a healthy character and form a sacred organization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our nation's great future business.  
  
* Japan has begun a great war that is too much for its own strength, so it will 

eventually be defeated by this war.  Even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be patient.  
  
* I have no fear of death.  
  
* Staying in seclusion is the most comfortable thing in my life.  Even in the light of 

my weak health, I can't stand still for my own comfort or fame at this time when 

my mind and body still have the energy to work and the phenomenon of our nation 

is in a state of concern.  
  
* If there is a right that has been made to me, there will be peace in the world 

unless you acknowledge that others have one right, and do not do the narrow work 

that hates him because the opinions of others are different from mine.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need to tolerate opin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and 

only I am right, so that harsh party has arisen.  This evil habit continues to this day 

because it was a so-called Sahwa (士禍) that I could do wrong, and that it was 

different from mine because it was different from my will.  Therefore, while we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speech, it is 

the true nature of civilized people that even though opinions differ from each other, 

friendship and respect remain unchanged.  Thus, even if tens of millions of ideas 

and opinions conflict in Korea, friendship and national affection may be on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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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nfrontation of ideas can be a stimulus to cultivate and develop each other, 

and respect and affection with each other bind national reunification.  In fact, even 

if there is any confrontation of opinions inside, we will be able to harmoniously 

unite and prevent the destiny of the whole nation in relation to the appearance or 

the destiny of the entire nation.  Whether the claim of for the sake of the nation, is 

there anyone who will save my opinion even after breaking the nation?  However, 

in fact, it seems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eyes are dark for being me, and it is 

pitied to know that there are times when it seems that I am not a nation.  Hasn't 

Korea's independence come because of the Sino-Japanese War?  But haven't we 

been unable to keep it?  The European War is also not a good opportunity, but we 

have no strength to make this opportunity ours.  
  
* Even if you die, there is no lie.  
  
* Don't lie even as a joke.  If you have lost your sincerity even in a dream, repent.  
  
* Without a country, there can be no one house and one body, and when a nation is 

extolled, only alone cannot enjoy the glory.  
  
* Individuals perform their duties to human mankind and heaven by working for 

their own people.  
  
* Lie! You are the enemy who killed my country.  It was said that the enemy of the 

king and his father cannot live under the same heaven, so even if I die in my life, I 

will never lie again.  
  
* Do you love the country?  Then first, become a healthy character person.  If you 

disregar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you must be a doctor first.  Even if you are 

not a doctor, heal your illness, and become a healthy person.  
  
Source: Ahn Byung-wook, Dosan Ahn Chang-ho, Master of the Korean People.  
  
 

After reading this book, if you have any good questions or ideas of corrections, 

please send your e-mail to ychoi@regent.ed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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