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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大正九年(一九二◯) 一月 十五日 高警 第六八四號 
(秘) 國外情報 
一. 獨立請願書 提出에 關한 件 (一月 七日 平安北道知事 報告要旨) 
上海假政府民團長 呂運亨은 上海新韓靑年團을 代表하여 左記 意味의 韓國獨立請願書를 美國 
大統領 윌슨氏에게 提出하였다 함	 
	 

左記 

	  
新韓靑年團代表者가 美國 大統領 윌슨에게 提出한 韓國獨立請願書 要旨	  
 
天地創造 人類發生 以來의 大慘劇인 世界의 大戰은 終熄하고 正義 人道 及 自由의 叫聲은 天에 
達하며 平和의 攪亂者인 邪思가 全球로부터 免하게 되어 드디어 聯合國의 大捷를 博하 고 特히 
美國이 參戰後 戰爭의 目的이 益益 正義 人道 及 自由에 있다는 것을 鮮明케 한 貴國 及 貴國의 
高潔한 精神과 曠古의 偉業을 玆에 我等의 最敬賀하는 바이다.	 
	 

世界歷史는 一大新頁을 飭하고 新精神과 新經營은 無限히 向上하여 平和會議에 있어서 大統領 
윌슨氏의 主張하는 國際聯盟 卽 世界平和를 維持하는 唯一의 機關에 討議하는 것은 이는 世界
歷史에 一新紀元을 書하는 것이다 此時에 當하여 朝鮮과 日本이 東洋平和 卽 世界平和와 如何
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熟慮考竅하는 것은 全혀 徒爾가 아닌 것으로 믿는다 우선 日本을 硏
究한다.	 
	 

日本은 二千五百年의 歷史를 有하여 宗敎 道德 算術 工藝等의 諸文明은 朝鮮으로부터 輸入한 
事實은 日本 自身도 認定하는 바이며 日本은 元來 文人政權을 取하였으나 漸次 武人으로 바꾸
어 所謂 武斷政治는 一千餘年에 亘하였다 其後 五十年間 明治維新에 이르러기까지 軍閥專橫의 
下에 生活한 日本國民性은 如何한 것이겠는가 專制主義 軍閥主義 官僚主義에 慣習이 되어 現代
의 自由主義 人道主義 平和主義와 같은 高尙한 思想은 彼等의 頭腦에 容納될 餘地가 없으며 그 
위에 또 國際聯盟과 같은 神聖한 機關을 理解할 수 있겠는가 日本은 立憲政治임에도 不拘하고 
皇帝를 確信하여 疑心하지 않는다 彼等은 世界에 가장 發達한 文明國民으로써 自信하나 露日戰
前 에는 日本의 實情을 世界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日本人은 다만 꽃과 美를 崇拜하는 以外에 
亞細亞의 스파르타人인데 卽 好戰國民이다 彼等의 目的은 那邊에 있는가 하면 亞細亞의 覇王이
라 自稱하고 오직 支那本部에 日章旗를 높이 揭揚하려 고 하는데 있다	 
	 

滿洲는 이미 日本의 掌裡에 들어가고 蒙古도 또 其勢力 下에 있으며 亞細亞에 몬로主義를 誤用
하려고 한다 歐洲列強國이 世界大戰에 奔走하여 暇隙없는 時機를 타서 中國에 提出한 二十一條
와 石井의 締結한 美日共同宣言의 眞意는 어디 있는가 大蓋 中國에 對한 優越權을獲得하려고 
하는 것 外에 없다 又 日本은 門戶開放 機會均等主義를 力說하나 日本의 信義는 믿을 것이 못된
다 朝鮮의 合倂은 彼等의 不信을 立證하는 바이다 日本은 彼等의 勢力을 擴張하는 곳에 外人의 
競爭을 許하지 않는 事實은 朝鮮과 臺灣이 其一例가 된다 換言하면 日本의 政策은 外人의 勢力
을 亞細亞로부터 全部 驅逐하려고 하는데 있다 單純히 亞細亞뿐만 아니라 臺灣을 根據地로하여 
南洋群島에까지 미치려고 하여 同島를 彼等의 祖宗地라 稱하고 이를 征服하려고 하는 것인데 
近間의 海軍擴張의 目的은 其眞意에서 나온것이다	 
	 

위와 같은 政策으로써 日本은 世界的帝國을 夢想하고 彼等은 이를 成就하기 爲하여 美國과도 
血戰하고 또 英日同盟도 無視하는 것을 顧慮하지 아니한다 寺內의 獨立同盟說도 偶然이 아니다 
이 夢想에 胚胎한 것이다 이로써 觀察하면 國際聯盟에 對한 彼等의 反對는 其効益을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野心을 包藏한 까닭이다 그러므로써 日本이 世界의 平和에 障碍가 되는 것



은 彼等의 大陸擴張政策은 朝鮮占領으로부터 其階梯를 만든 것인데 朝鮮의 合倂을 世界가 黙認
하는 것은 實로 一大 不幸이며 朝鮮이 日本의 手中에 있는 것은 東洋平和의 障碍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朝鮮은 亞細亞大陸에 있어서 太平洋에서 突出한 一小島라 하더라도 重要
한 位置를 占하여 亞細亞의 발칸이라고 稱하게 되었다 此地의 占領은 日本의 命脉이며 亞細亞
의 征服을 容易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陸海軍의 敏捷한 活動과 圓滿한 能力을 發揮하
지 못한다 이는 中日 露日戰爭이 잘 證明하는 바이다	 
	 

朝鮮人은 四千二百有餘年의 歷史를 有한 國民인데 古代로부터 中國과 함께 東洋의 文明을 發展
시켜 日本의 模範이 되었다	 
	 

朝鮮은 滿洲보다도 一大 帝國을 建設하여 其領地는 中國의 東北 海岸을 占하고 國民은 古代 羅
馬人과 如히 勇敢하였으나 檀君 及 列聖의 敎訓에 依하여 仁慈謙讓하고 君子國의 稱號를 얻었
으나 平和를 極愛하여 其自由도 빼앗겼다 露日戰爭 後 朝鮮과 日本과의 間에 三箇條의 條約이 
締結되었으니 이는 卽 倂合의 階梯이었던 것이다 日本은 항상 朝鮮獨立을 保證하고 東洋의 平
和를 絶叫하였으나 結局은 朝鮮을 滅亡시킨 者인데 彼等은 입에는 꿀을 먹음고 배에는 칼을 간
직하였다 朝鮮의 現狀을 三方面으로 略述하려한다 

	 

一. 精神的方面 
	 

國家의 基礎는 其國民의 精神에 있다는 것을 아는 日本은 百方으로 朝鮮人의 精神的發展을 妨
害하고 耶蘇敎를 朝鮮의 國敎로 認定하여 民主主義와 自由의 價値가 耶蘇敎와 함께 朝鮮에 들
어왔다 美國宣敎師가 처음에 朝鮮民族을 上帝에 紹介한 後 信者는 날마다 增加하여 現今은 五
十萬人에 達한다 이와같이 同敎가 朝鮮에 있어서 精神的發展의 最大機關으로 된 까닭에 드디어 
佛敎를 믿는 日本入을 爲하여 迫害되었다 一例를 들면 一九一一年 가장 眞實하고 有力한 耶蘇
敎信者 二百餘人으로써 寺內總 督을 暗殺하려 하고 있다고 稱하여 모든 惡刑을 課해 多數의 死
者를 내고 거의 全部가 廢人이 되었으며 또 敎會마다 二三人의 探偵을 派遣하여 牧師의 講演에 
對해 嚴酷한 取締를 하고 佛敎 儒敎 及 神敎를 極力 獎勵하였으나 時代錯誤로 因하여 其策을 遂
行하지 못한 까닭에 多數의 日人牧師를 雇用하여 鮮日 兩族의 同化에 努力하고 甚至於 彼等은 
王을 神으로서 崇拜하라고 強追하게 되었다 鮮內에 朝鮮文으로서 發行하는 新聞은 다만 一種인
데 이것 역시 日本人의 管理로 하여 發行하고 總督府의 半官報로 하며 雜誌의 發刊도 없다 또 이
를 許한다 하더라도 檢閱을 하여 何等의 効果를 社會에 供與하지 못한다 公開演說은 何時 何處
를 不問하고 總督府는 이를 許하지 아니한다 朝鮮 全國에 大學校와 圖書館은 一個所도 없으며 
專門學校 四個所가 있다 하더라도 政府의 管理로서 文學 政治學等은 絶對로 敎授를 許하지 아
니한다 다만 職工的敎育에 지나지 않는다 四個所의 學生 總計八九百名의 外는 入學不能인데 中
學校는 三個所 있다고 하나 日人의 同校에 比하면 程度가 甚히 낮고 또 日本語로써 敎授하여 目
的은 君에 忠誠하고 勞動者를 養成하는데 지나지 않고 相當한 市民이 되어 文明의 民族이 되는 
것은 彼等의 絶對로 希望하지 않는 바이다 온 世界가 알고 있는 것같이 聖母敎授는 敎會學校와 
非敎會學校를 묻지 않고 이를 許하지 아니한다 世界의 大勢를 理解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英語
의 活用은 이를 禁止한다 그러므로써 世界의 大勢에 疎隔하기는 朝鮮民族뿐이다 이와같은 狀態 
아래 있는 朝鮮의 發展向上은 如何히 하여 이를 期待하려고 하겠는가	 
	 

二. 政治的方面 
 
朝鮮은 全혀 警察과 軍人의 行政國이라 말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朝鮮人은 自由도 權利도 없고 
다만 納稅의 義務가 있을 뿐이다 家產의 安全도 信書의 秘密도 없고 市會도 議會도 없다 그러므
로 呼訴하는 길이 없다 法律은 數人의 日本官憲이 制定하여 이를 實行하고 朝鮮人은 假雇員 外
에는 行政에 參與하지 못한다 이로써 朝鮮人生活의 如何를 推測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三. 經濟的方面 
	 



協力은 經濟學上 根本的原則이라 하겠으나 日本人은 朝鮮人의 協力을 絶對로 妨害하고 資本을 
最少限度에 그치게 하여 資本을 活用하지 못한다 따라서 鮮人의 專營하는 大規模의 會社가 없
고 全혀 耕地의 生活뿐이다 이는 年年이 多數의 日本人이 移入함으로써 朝鮮全土가 오래지 않
아서 彼等의 所有에 돌아갈 것이며 朝鮮을 紹介할때는 朝鮮을 經濟上으로부터 援助하기 爲해서
라고 稱한다 그러나 事實은 重稅를 課하고 朝鮮의 富는 日本에 移出되어 其資源을 빼았기고 生
活上의 障碍는 極度에 達하였다 日本은 朝鮮을 同化하는 것이 不能하다는 것을 깨닫고 暴虐無
道한 政策을 써서 朝鮮民族을 滅亡시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朝鮮人은 如何한 對策을 取하느냐 
彼等은 道路에서 길을 잃고 安定할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屈伏시키지 못한다 
彼等은 獨立과 正義와 平和를 爲하여 專心專力 勇往邁進하여 世界에 良心의 審判을 求하고 大
統領 윌슨氏의 高大한 理想 卽 國家는 그 人民의 意思에 따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主義를 庇
護하는 美國人民의 同情을 要求하고 日本이 이와 같은 暴惡을 行할 때까지는 吾人은 絶望한다 
世界의 平和는 水泡에 돌아간다	 
	 

最終의 一言은 我等朝鮮人은 決코 彼에 征服된 것이 아니고 日本의 狡計와 詐欺에 빠진 것뿐이
다 이 帝國主義는 將來 全亞細亞를 侵蝕하여 大統領 윌슨氏 의 平和主義 民主主義를 征服하려
고 함으로써 朝鮮人은 반드시 獨立을 回復함과 同時에 民主主義가 반드시 亞細亞에 存在해야 
한다 三十年前 美國과 美國人民이 朝鮮의 獨立을 擔保하였다 其獨立을 爲하여 貴國 及 貴國人
民은 一臂의 援助를 아끼지 말기를 懇切히 바란다	 
	 

一九一八年 十一月 二十八日 
新韓靑年黨 代表 呂運亨 

發送先 
 
 
內閣總理大臣 各省大臣 拓殖局長官 警視總監 檢事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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