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인명사전 개정판(미간행) 김성수 항목 원고와 전거(典據)

김성수1 金性洙│1891~1955

보성전문학교 교장·동아일보 사장

1891년 10월 11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호는 인촌(仁村)이다. 김경중(金暻中)의 4

남으로 태어났으나, 1893년 백부 김기중(金祺中)의 양자로 입적했다.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

를 지낸 김연수(金秊洙)의 형이다. 1906년에 전라남도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수학했다. 

1907년 가족들과 함께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로 이주했으며, 같은 해 내소사(來蘇寺) 청련암

(淸蓮庵)에 들어가 수학하다가, 1908년 5월 전라북도 군산의 금호(錦湖)학교에 입학해 수학

했다. 같은 해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의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에 입학해 수학한 

후, 1909년 4월 도쿄 긴조(錦城)중학교 5학년에 편입해 수학했다. 1910년 4월 와세다(早稻

田)대학 예과에 입학해 1911년 8월 수료했으며, 같은 해 9월 와세다대학 대학부 정치경제

학과에 입학해 1914년 7월 졸업했다.1)

귀국 후, 교육운동에 투신하여 1915년 4월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

한 후, 1917년 3월 교장에 취임해 1918년 3월까지 재직했다.2) 1917년 말 경성직뉴(京城

織紐)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1918년 1월부터 취체역사장으로 재직했으며,3) 1919년 2월에

는 경성방직(京城紡織)주식회사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한 후,4) 같은 해 10월에 경성방직주식

회사를 창립하고 초대사장에 박영효(朴泳孝)를 추대한 후 자신은 취체역으로 재직했다.5) 

1919년 10월 동아일보 발행 허가신청서 제출했으며,6) 같은 해 11월 조선경제회 발기인으

로 참여한 후, 12월 이사에 선출되었다.7) 1920년 1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발기인총회 발

기인대표로 활동했으며, 2월에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설립이 허가되자 4월 동아일보를 

창간했다.8) 1920년 2월 경성고아구제회 이사를 지냈으며,9) 6월에는 조선체육회 창립발기

1) (大正14年 11月)(早稻田大學校友會)會員名簿(早稻田大學校友會, 1925년 12월), 149쪽 ; 早稻田大學一覽
(早稻田大學, 1936년 12월), 208쪽 ; (1940年度)早稻田大學朝鮮同窓會名簿(早稻田大學 朝鮮同窓會, 1940년 

7월), 7쪽 ; 皇紀二千六百年年記念誌 興亞日本建國史: 朝鮮銃後奉公錄(日本同盟通信社, 1941년 9월), 2쪽 ; 

(昭和19年度)朝鮮年鑑: 附錄)(昭和19年度)朝鮮人事錄(京城日報社, 1943년 10월), 37쪽 ; (昭和20年度)朝鮮

年鑑: 附錄)(昭和20年度)朝鮮人事錄(京城日報社, 1944년 10월), 376쪽 ; 1962年版 現代朝鮮人名辭典(世界

ジャナル社, 1962년 8월), 78쪽~79쪽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777쪽~798쪽 ; 

光復三十年 潭陽人物集(全南每日出版局, 1976년 3월), 122쪽~123쪽 ; 新聞百年人物事典(韓國新聞編輯人

協會, 1988년 12월), 134쪽~135쪽 ; 韓國言論人物史話(8·15前篇 上)(韓國言論人會, 1992년 12월), 369

쪽~377쪽 ; 大韓民國歷代三府要人總鑑(大韓民國功勳史發刊委員會, 1993년 10월), (행정부)5쪽

2)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104쪽~112쪽

3)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2월 6일, 1925년 10월 2일 ; ｢中興된 京城織紐會社, 넘어질번다 다시 일어난 회

사 년소긔예  두 청년사업가의 활동｣ 每日申報 1918년 5월 25일.3면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

念會, 1976년 2월), 155쪽~156쪽 및 782쪽

4) ｢京城紡織株式會社 出願｣ 每日申報 1919년 2월 20일.2면 ; ｢會社彙報 : 京城紡織設立｣ 每日申報 1919년 

5월 5일.2면

5)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5월 5일, 1919년 10월 24일 ; ｢工場巡禮(1) 擴張途中에 있는�京城紡織會社, 太極

星, 不老草, 山蔘票 等 年産額은 二百五十萬圓｣ 每日申報 1930년 11월 7일.6면 ; ｢朝鮮 大財閥 總解剖(一), 

金性洙系의 500萬圓, 事業體系=京城紡績, 京城商工, 海東銀行, 東亞日報, 中央學校｣ 三千里 제10호(1930년 

11월), 24쪽~26쪽 ; (1921年版)朝鮮銀行會社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1년 10월), 53쪽 ; 경방六十年(株
式會社 경방, 1980년 10월), 58쪽, 210쪽~211쪽, 542쪽~543쪽

6)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73쪽

7) ｢朝鮮經濟會 創立｣ 每日申報 1919년 11월 12일.2면 ; ｢朝鮮經濟會 發會式｣ 每日申報 1919년 12월 8

일.2면

8)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2월 13일 ; ｢創刊號｣ 東亞日報 1920년 4월 1일.1면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



인으로 참여했다.10) 같은 해 7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며,11) 12월에는 경성부 학교평

의원에 당선되었다.12) 

1921년 7월 임시조선인산업대회 발기총회에서 위원에 선출되었으며,13) 같은 해 9월 동아

일보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로 전환되면서 사장에서 물러나 취체역으로 재직했다.14) 1921

년 10월 흥농회(興農會) 발기인으로 참여했다.15) 1923년 3월 민립대학설립준비회의 발기인

으로 참여한 후,16) 같은 달 열린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발기총회에서 회금보관위원(會金保管

委員)에 선출되어 활동했으며,17) 5월에는 조선교육회(조선교육연구회의 개칭) 평의원에 선

출되었다.18) 1924년 4월 동아일보가 각파유지연맹의 결성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각파유지연맹의 박춘금(朴春琴)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19) 같은 해 5월 동아일보

사 취체역을 사임했으며,20) 9월에 동아일보사 고문에 선임되었다.21) 1924년 10월 동아일

보사 사장으로 복귀해 전무취체역과 상무취체역을 겸임했다.22) 1925년 7월 경성직뉴주식회

日報社, 1975년 4월), 88쪽~89쪽, 97쪽, 106쪽

9) ｢四顧無親의 孤兒를 爲야 京城孤兒救濟會가 創立되얏다, 지나간 칠일 쳥년회에셔｣ 每日申報 1920년 2월 

11일.3면

10) ｢朝鮮體育會 創立委員會, 이십륙일 밤 명월관에서｣ 東亞日報 1920년 6월 28일.3면 ; ｢朝鮮體育會 刱立總

會, 금십삼일 오후에 중앙례배당에서｣ 東亞日報 1920년 7월 13일.3면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193쪽~194쪽 ; 韓國體育百年史(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 2000년 12월), 208쪽~210쪽

11)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138쪽, 165쪽, 411쪽~412쪽

12) ｢町洞總代聯合會, 新選府協議員請待 學校評議候補豫選｣ 每日申報 1920년 12월 9일.2면 ; ｢學評當選｣ 每
日申報 1920년 12월 22일.2면 ; ｢學校評議當選者｣ 京城日報 1920년 12월 22일.2면 ; (大正12年)京城商

工名錄(京城商業會議所, 1923년 4월), 부록22쪽

13) ｢產業大會總會 各 委員 决定｣ 每日申報 1921년 8월 1일.2면 ; ｢朝鮮人産業大會總會 經過｣ 東亞日報 
1921년 8월 1일.2면 ; ｢雜報: 朝鮮人産業大會 發起(調査委員)｣ 儒道 第3號(儒道振興會, 1921년 7월), 101

쪽~103쪽

14)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0월 25일 ; ｢本社 創立總會｣ 東亞日報 1921년 9월 20일.2면 ; ｢商業登記公告

｣ 京城日報 1921년 10월 28일.8면 ; 1931年版 朝鮮紳士錄: 銀行會社組合(朝鮮紳士錄刊行會, 1931년 7

월), 98쪽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163쪽~164쪽, 411쪽~412쪽

15) ｢興農會組織 今日 創立總會｣ 東亞日報 1921년 10월 2일.4면 

16) ｢今日 民立大學發起總會 下午一時부터 鍾路靑年會館에서, 朝鮮初의 民學運動, 성황을 이를 금일의 총회, 其後

의 發起人｣ 東亞日報 1923년 3월 29일.3면

17) ｢會金保管이 一問題, 필경디방회금은 각각보관, 기타의 결의만은 원안대로, 民大總會 第二日續報｣·｢執行委員

까지 選定, 작일오후에 모든 위원 선뎡｣ 東亞日報 1923년 4월 1일.3면 ; ｢民大期成會의 第一回 總會 終了, 

각부 위원지 선뎡하고 디병위원은 간친회지｣ 每日申報 1923년 4월 2일.3면

18) ｢朝鮮敎育會總會任員選定｣ 東亞日報 1923년 5월 23일.2면 ; (大正13年)朝鮮學事關係者職員錄(朝鮮敎育

會, 1924년 10월), 346쪽

19) ｢所謂 各派聯盟의 暴行事件 言論冒瀆과 人權蹂躪의 重大怪變｣ 東亞日報 1924년 4월 11일.2면 ; ｢暴力行使

는 戒愼할 것, 以暴禦暴는 一層不可｣ 每日申報 1924년 4월 13일.1면 ; ｢厚顔無恥한 東亞子 儼然한 事實을 

否認, 사실내용의 시비곡직을 판별치 못하고 간교한 문자로 사천만의 밝은 눈을 속여｣·｢主義主張은 反對하나 

人身攻擊은 잘못이라는 증서를 써서주어｣ 每日申報 1924년 4월 13일.5면 ; ｢團體的 暴力肆行, 수일동안 식

도원의 살풍경 경찰은 나는 모른다는 태도｣ 時代日報 1924년 4월 5일.1면 ; ｢問題의 暴行事件, 이제야 檢

事가 活動開始, 朴春琴은 昨日 檢事局에, 사건이 발생된지 오일이 된 오늘에 착수는 하얏는데 기소여부는 비

밀｣ 朝鮮日報 1924년 4월 8일.3면

20)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6월 18일 ; ｢東亞日報 內訌, 社長以下幹部 總辭職, 사원과 직공들이 결속하야 간

부일동에게 사직을 핍박｣·｢宋鎭禹氏以下 四氏 引責辭退, 림시주주춍회를 긴급히 열고 네사람 사직을 수리키로

결뎡｣ 每日申報 1924년 4월 27일.5면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235쪽, 411

쪽~412쪽

21)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244쪽, 411쪽~412쪽

22)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11월 28일, 1927년 12월 8일 ; ｢本社 第三回定期株主總會에서 取締役改選｣·｢就
任에 際하야(社長 金性洙)｣ 東亞日報 1924년 10월 23일.1면 ; ｢社長의 任을 辭함에 際하야(金性洙)｣·｢本社 

社長新任, 同時重役도 改選｣ 東亞日報 1927년 10월 24일.1면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

월), 244~245쪽, 284쪽~286쪽, 411쪽~412쪽



사를 중앙상공(中央商工)주식회사로 개칭한 후 취체역사장을 지냈다.23) 1927년 3월 이상재

(李商在) 사회장 장의준비위원 겸 경호부 위원을 지냈으며,24) 같은 해 10월 동아일보사 사

장을 사임하고 취체역으로 재직했다.25) 1928년 3월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을 사임했

다.26) 1929년 2월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한 후, 주무이사로 1955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으며,27) 같은 해 3월 경성방직주식회사 고문에 선임되어 1939년 9월까지 재직했

다.28) 1929년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발기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29) 1929년 12월부터 

1931년 8월까지 유럽 및 미국 등지를 시찰했다.30)

1931년 9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해 1932년 5월까지 재직했으며,31) 1932년 1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 위원과32) 계명구락부 평의원을 지냈다.33) 1932년 3월 재단법인 보

성전문학교를 인수한 후, 주무이사로 1955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으며, 같은 해 6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했다.34) 1932년 12월 조선나예방협회 발기인과35) 이화여자전문

23)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10월 2일 ; (1929年版)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9년 5월), 

137쪽 ; 京城と仁川: 附錄)京仁府內諸會社一覽(大陸情報社, 1929년 12월), 부록 8쪽

24) ｢故月南先生葬儀彙報 : 七十二團會議 社會葬決議, 재작일 관수동 교육협회에 모혀서 사회장으로 하기로 만장

일치 가결, 準備委員 卅六名 選擧｣ 東亞日報 1927년 4월 1일.2면 ; ｢故月南先生葬儀彙報 : 葬日은 四月 七

日, 구일장으로 거행하기로 되어 사월 칠일에 발인 식장은 미뎡, 葬儀委員補選 젼부 칠십팔명｣ 東亞日報 
1927년 4월 2일.2면 ; ｢逝去한 月南李商在氏葬議는 四月 七日, 영결식장은 목하 교섭중, 諸般部署와 委員 決

定｣ 每日申報 1927년 4월 2일.2면 ; ｢月南先生社會葬儀 : 參加團八十, 장의본부는 교육협회, 委員累計 五十

七人｣ 朝鮮日報 1927년 4월 1일(석)2면 ; ｢月南先生社會葬儀 : 各機關網羅 全社會響應, 장의위원은 칠십여

명, 參加團體 百十餘｣ 朝鮮日報 1927년 4월 2일(석)2면

25) 朝鮮總督府官報 1927년 12월 8일 ; ｢社長의 任을 辭함에 際하야(金性洙)｣·｢本社 社長新任, 同時重役도 改

選｣ 東亞日報 1927년 10월 24일.1면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284쪽~286쪽, 411

쪽~412쪽

26) 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6월 29일 ; 경방六十年(株式會社 경방, 1980년 10월), 211쪽, 542쪽~543쪽

27)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4월 27일, 1944년 6월 20일 ; ｢六十萬圓으로 成立된 財團法人 中央學院, 김기중

씨 등 칠씨가 거액을 연출하야 조선민간교육계에 일대 공헌을 하여, 中央高普校의 隆運｣  東亞日報 1929년 

2월 18일.2면 ; ｢財團法人 中央學院, 중앙고보 경영 재단 성립, 십삼일부로 인가되었다, 我私學界의 一 慶事 

- 中央學院任員｣ 中外日報 1929년 2월 18일.2면 ; ｢中央高普에 喜消息, 久遠한 生命을 엇어 六十萬圓의 財

團法人이 되얏다, 金氏一門의 此美擧｣·｢七氏의 名義로 財團은 許可, 칠인중 오인은 김씨 일문, 主務理事는 金

性洙氏｣ 每日申報 1929년 2월 18일.2면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2), 312쪽~314쪽

28)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314쪽 및 790쪽 ; 경방六十年(株式會社 경방, 1980년 

10월), 211쪽, 543쪽~546쪽

29) ｢朝鮮語辭典編纂會의 創立, 文化史上의 大紀元｣ 東亞日報 1929년 11월 2일.1면 ; ｢社會各界有志 網羅 朝

鮮語辭典編纂會 한글창제 사백팔십삼년 긔념일에 뜻깁흔 우리말사뎐편찬회를 창립, 한글 統一運動에 邁進｣ 
東亞日報 1929년 11월 2일.2면

30) ｢謝告｣ 東亞日報 1929년 12월 4일.2면 ; ｢[廣告]｣ 京城日報 1929년 12월 4일(석).2면 ; ｢金性洙氏 明

日 着京, 午後七時 着特急｣ 東亞日報 1931년 8월 12일.1면 ; ｢金性洙氏歸朝｣ 京城日報 1931년 8월 13일

(조).2면 ; ｢金性洙氏 歸城, 歐米漫遊를 마치고｣ 每日申報 1931년 8월 13일.1면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314쪽~321쪽

31) ｢中央高普校長 金性洙氏 就任｣ 東亞日報  1931년 9월 29일(석).2면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

會, 1976년 2월), 336쪽

32) ｢癩病患者를 根絕하자 一般의 聲援懇望, 뢰병환자를 근절함은 최대급무, 朝鮮癩病根絕策研究會趣旨｣ 每日申

報 1932년 1월 26일(석).2면 ; ｢癩病根絶會 章程과 趣旨, 실행 방법의 一단으로 數萬枚를 印刷分布｣ 東亞

日報 1932년 1월 26일.2면

33) ｢啓明俱樂部의 定期總會決議｣ 東亞日報 1932년 1월 29일.7면 ; ｢啓明俱樂部 總會｣ 中央日報 1932년 1

월 27일(석).2면

34)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 5월 7일 ; ｢普專經營者 變更, 金氏兄弟 引繼經營, 金祺中氏는 五百石田畓과 垈地, 

金暻中氏는 五千石 土地提供｣·｢評議會 開催 幹部 總改選, 校長 朴勝彬氏 辭任, 後任은 金性洙氏로 內定｣ 東亞

日報 1932년 3월 29일(석).2면 ; ｢新經營者를 마저, 普成專門校 充實, 金氏兄弟가 四十萬圓 提供, 金性洙氏 

校長就任｣ 中央日報 1932년 3월 29일(석).2면 ; ｢普成專門學校 經營에 五十萬圓을 喜捨, 敎育界 恩人 金祺

中 金暻中 兩氏, 近來에 드문 快擧｣·｢波瀾重疊튼 普專校 過去, 재단법인도 명목뿐으로 경영난, 新校長은 金性



학교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36) 1933년 2월 이화여자전문학교후원회 위원을 지냈

다.37) 1934년 1월 줄포운수(茁浦運輸)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해 1944년 3월까지 재직했으

며,38) 같은 해 4월 재단법인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설립준비회 준비위원을 지냈다.39)

1935년 3월 ‘조선문화 향상을 위해 도서출판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조선기

념도서출판관의 관장 겸 이사로 추대되었으며,40) 같은 해 5월 보성전문학교의 신입생 정원

초과문제로 교장을 사임하고 재단법인 주무이사로만 재직했다.41) 1935년 11월 경기도청의 

주도로 ‘경기도내의 사상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소도회(昭道

會)의 이사에 선임되었다.42) 1936년 6월 과학지식보급회 회장에,43) 11월에는 전문학교 이

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재단법인 성재육영회(省齋育英會, 朝鮮

育英會의 개칭)의 (자격)심사위원에 선임되었다.44) 같은 달 19일 ‘일장기말소사건’의 여파로 

동아일보사 취체역에서 물러났다.45) 1937년 2월 해동흥업(海東興業)주식회사 취체역에 취

임해 해방될 때까지 재직했으며,46) 4월에는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사장에서 물러났다.47) 

洙氏｣ 每日申報 1932년 3월 29일(석).2면 ; ｢普成專門學校 經營者 變更｣ 京城日報 1932년 3월 29일

(조).7면 ; ｢普專學園의 公器性 確保와 財團確立을 絶呌｣ 三千里 제7권 제8호(1935년 9월), 66쪽~69쪽 ;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341쪽~344쪽 ; 高麗大學校70年誌(1905~1975)(高麗大

學校, 1975년 7월) 136쪽

   * 高麗大學校70年誌(1905~1975)에 의하면 1932년 3월 26일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내정되었으나, 정식취임은 

1932년 6월 4일 취임한 것으로 나옴

35) ｢癩豫防協會 設立委員及び發起人の氏名｣ 京城日報 1932년 12월 3일(조).2면 ; ｢癩豫防協會 發起人會 昨二

日 盛大開催, 각계의 명사가 호텔에 모혀 設立委員 等도 選定｣ 每日申報 1932년 12월 4일(석).7면

36) ｢梨專의 內容을 擴充 女子의 最高學府로, 敎育 言論 敎會有志發起 梨專後援會 組織｣ 東亞日報 1932년 12

월 16일(조).2면

37) ｢各方面의 有志會合 梨專後援會 創立, 十二個條文 章程도 通過, 委員 卄五氏도 選定｣ 東亞日報 1933년 2

월 19일(조)2면 

38) 朝鮮總督府官報 1934년 2월 19일, 1941년 3월 19일, 1943년 4월 19일, 1944년 6월 10일

39) ｢市內 各界의 有志會合 女醫專 創立을 討議, 名稱은 財團法人 女醫專創立發起準備會, 委員 四十九人을 選定｣ 
東亞日報 1934년 4월 5일(석).2면 ; ｢女子醫專校 期成運動, 發起準備委員 七十二名｣ 東亞日報 1934년 4

월 22일(조).2면 ; ｢女子醫專 目標로 各界人士 積極活動, 女子醫學講習所를 昇格코저, 準備委員會를 組織｣ 朝
鮮中央日報 1934년 4월 5일.2면 ; ｢各方面 有志網羅 女子醫專設立凖備會, 뎌자의학강습 김택원씨 발긔로, 委

員을 選定活動｣ 每日申報 1934년 4월 5일(석).7면

40) ｢朝鮮文化再出發! 朝鮮記念圖書出版館 創立, 昨夜斯界權威들이 會合協議, 文化發展의 劃期的一步｣ 
東亞日報 1935년 3월 16일(조).2면 ; ｢紀念圖書出版館 創立總會 開催, 十五日 明月館에서｣ 朝

鮮中央日報 1935년 3월 16일(조).2면 ; ｢朝鮮記念圖書出版館 創設, 十五日에 發起總會 - 任員等 

氏名｣ 每日申報 1935년 3월 16일(조).5면

41) ｢普專 新校長 金用茂氏 就任, 前校長 金性洙氏는 理事로, 如前同校 發展爲해 活動｣ 東亞日報  1935년 6월 

7일(조).2면 ; ｢普專 新校長에 金用茂氏 就任, 金性洙氏가 辭任하고｣ 朝鮮中央日報 1935년 6월 7일(조).2면 

; ｢普專校長 突然 辭職 後任은 金用茂氏, 新入生 定員以上 募集問題로 前校長 金性洙氏 引責｣ 朝鮮日報 
1935년 6월 7일(조).2면 ; ｢普專 今春 新入學生 定員超過된 問題, 김성수교장 사임으로 해결되어, 學生은 安

堵修學中｣ 每日申報 1935년 6월 16일(조).5면

42) ｢思想犯善導目標 昭道會 發會式, 社會主義 前科者 救濟目標 官民二百名이 會合｣·｢祝辭 잇슨 後 役員等 選定, 

회장 송본 부회 장박영철씨, 昭道會發會式 盛大｣ 每日申報 1935년 11월 27일(조).5면 ; ｢昭道會發會式 昨

日 公會堂에서｣ 東亞日報 1935년 11월 27일(조)2면 ; ｢生れた昭道會 會員の醵金で事業を進む, 轉向者へ延

ぶ溫い手｣ 京城日報 1935년 11월 27일(조)7면 ; 昭道會一覽(昭道會, 1937년), 33쪽

43) ｢科學知識普及會 顧問 以下 新任員 選舉｣ 每日申報 1936년 6월 9일(석).2면 ; ｢科學普及會 定總 任員改選 

會勢擴充｣ 東亞日報 1936년 6월 8일(석).2면

44) ｢苦學生 給費할 省齋育英會 許可, 리사와 감사를 새로 선정하고 資格審査委員도 選定｣ 每日申報 1936년 

11월 19일(석).4면 ; ｢省齋育英會 正式許可, 舊名朝鮮育英會를 改名, 十七日 府民館에서 陣容編成｣ 朝鮮日報 
1936년 11월 19일(석).2면

45)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3월 15일 ; 東亞日報社史 卷一(東亞日報社, 1975년 4월), 411쪽~412쪽

46)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4월 22일

47)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8월 19일 ; (1940年版)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40년 11월), 



1937년 5월 보성전문학교(1944년 5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칭됨) 교장에 다시 취임

해 1946년 2월까지 재직했으며,48) 6월에는 조선방송협회 평의원을 지냈다.49)  

1937년 7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주도로 중일전쟁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일반 민

중들의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개설한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 시국강좌에 강사로 

참여하여 같은 달 30일과 8월 2일에 시국강연을 했으며,50) 8월 6일에는 학무국 사회교육

과에서 주최한 전선순회시국강연회의 경성부반에 소속되어 경성방송국 제2방송을 통해 방

송강연을 했다.51) 1937년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헌납했으며,52) 같은 

달에는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일본정신을 발양하여 국운의 융창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안태

(國家安泰) 무운장구(武運長久)’의 기원제를 거행하고자 조선인 유지 26명이 발기하여 조직

한 기원제거행준비회에 참여하여 기원제 집행 문제 등을 협의했다.53) 같은 해 9월 6일과 9

일에는 학무국이 주최한 제2회 전조선시국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여 강원도 춘천과 철원에

서 시국강연을 했으며,54) 같은 달 21일 군용기 경기호(京畿號) 건조비로 300원을 헌납했

다.55) 같은 해 12월 이화토지경영(梨花土地經營)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해 1943년 6월까지 

재직했다.56)

1938년 6월 일제가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총망라하여 조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전

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7월에 이사를 맡

았다.57) 같은 해 8월 경성부 신당정(新堂町) 방면위원(方面委員)을 지냈으며,58) 10월에는 

123쪽

48)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5월 16일, 1944년 9월 2일 ; ｢普專校長更迭, 金性洙氏 就任｣ 朝鮮日報 1937년 

5월 27일(조).2면 ; ｢普專校長更迭 金性洙氏 就任｣ 每日申報 1937년 5월 27일(석).2면

49) 朝鮮放送協會內報 제8호(朝鮮放送協會, 1937년 6월 15일)[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

-1, 1912쪽에서 재인용]

   * 朝鮮放送協會內報 제8호에는 1937년 5월 31일 이사회에서 김성수(金性洙)를 평의원에 추천한 

것으로 나오며,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8월 28일자에는 1937년 6월 3일부로 조선방송협회 전체 임

원이 중임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비교할 때 평의원에 임명된 것은 1937년 6월 3일로 판단됨

50) ｢講演과 라디오로 時局認識 强調, 民間有志들을 總動員식혀서, 學務當局의 指導로｣ 朝鮮日報 1937년 7월 

18일(조).2면 ; ｢第二日 金性洙氏, 今夜의 時局講演放送｣ 朝鮮日報 1937년 8월 3일(석).2면 ; ｢講演으로 放

送講座로 時局認識의 鐵壁陣, 관민유력자를 총동원하야 學務局 緊密한 處事｣ 每日申報 1937년 7월 18일

(석).2면 ; ｢라디오(二日)｣ 每日申報 1937년 8월 2일(석).3면 ; ｢今日のプロ(三十日) 第二放送｣ 京城日報 
1937년 7월 30일(조).8면 ; ｢今日のプロ(二日) 第二放送｣ 京城日報 1937년 8월 2일(석).4면 ; ｢라디오(八月 

二日) 第二放送｣ 東亞日報 1937년 8월 3일(석).3면

51) ｢全朝鮮巡廻 時局講演會, 연사를 각지에 파견키로 되어, 社會敎育課 主催｣ 每日申報 1937년 8월 6일(석).2

면

52) ｢京城軍事後援聯盟 國防獻金取扱, 累計二萬五千六百圓｣ 每日申報 1937년 8월 14일(조).3면

53) ｢朝鮮神宮 中心으로 祈願祭 擧行準備, 昨日 有志卄六氏 協議｣ 每日申報 1937년 8월 25일(석).1면

54) ｢時局巡廻講演, 五十九名 演士派遣, 九月六日부터 전선 각지에｣ 每日申報 1937년 9월 1일(석).2면 ; ｢鐵原 

時局講演｣ 每日申報 1937년 9월 9일(석).3면 ; ｢非常時局의 再認識 銃後聲援을 高調, 各 地方講演會 盛况 
- 春川｣ 每日申報 1937년 9월 11일(석).3면 ; ｢各地 時局講演會 - 春川｣ 每日申報 1937년 9월 15일

(석).3면 ; ｢全鮮巡回時局講演隊 各方面の權威五十九名が 來る六日一齊に出發｣ 京城日報 1937년 9월 1일

(조).3면 ; ｢第二回 時局講演隊 道別로 講師 配定｣ 東亞日報 1937년 9월 2일(조).2면 ; ｢各地의 時局講演 - 

鐵原｣ 朝鮮日報 1937년 9월 12일(석).7면

55) ｢軍用機 京畿號 建造費 醵金者｣ 京城日報 1937년 9월 21일(조).7면

56) 朝鮮總督府官報 1938.1.28, 1943.8.18

57)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發起總會, 五十團體와 有志 多數 發起로, 昨日·趣旨文을 發表｣ 朝鮮日報 1938년 

6월 23일(조).2면 ; ｢愛國運動의 總本營 朝鮮聯盟遂結成, 昨日 午前 盛大한 創立式｣ 朝鮮日報 1938년 7월 

2일(조).2면 ; ｢報國의 丹心遂結晶 萬難克服에 總動員, 백여의 단체와 유력자 합동발기로써, 今日 國民精神總

動員朝鮮聯盟 發起｣ 每日新報 1938년 6월 23일(석).2면 ; ｢銃後愛國活動組織化 空前의 大機關誕生 一천여 

가맹원 부민관에 모혀서 今日總動員聯盟創立盛大｣·｢理事 三十八名 選定 評議員으로 廿七名을 委囑 理事長에는 

鹽原學務局長｣ 每日新報 1938년 7월 2일(석).2면 ; ｢國民精神總動員 朝鮮聯盟 役員 決定｣ 東亞日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내에 조직된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의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에 임명되었으며,59) 12월에는 과학지식보급회 고문에 선임되었다.60) 1939년 4월 개편

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에 재선임되는 한편, 경성부 내 중학교 이상 학교장의 자

격으로 신설된 참사를 맡았다.61) 같은 해 7월 18일 조선총독부에서 주최한 협화회 관계 관

민유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 거주 조선인에 대한 지도보호 및 생활개선 방책 등에 대하

여 논의했다.62) 같은 해 조선유도연합회 이사를 지냈다.63) 1940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

선연맹을 개편하여 만든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겸 참사를 

맡았다.64)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기원2600년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초대받아 

참석하고 기원2600년축전기념장을 받았으며,65) 같은 달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관제가 발

표되면서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산하 훈련부 참사를 맡았다.66)

1941년 1월 9일 충청남도 부여에 조성하는 부여신궁에 대한 근로봉사에 참여했으며,67) 5

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겸 평의원을 지냈다.68) 같은 해 8월 전시체제기 황국정신

의 고양과 시국인식을 철저히 한다는 목표 하에 조직된 흥아보국단(설립)준비위원회의 경기

도준비위원을 지냈다.69) 1941년 9월 임전대책협력회와 흥아보국단(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합

하여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을 조직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10

월에 감사를 맡았다.70) 같은 해 11월 조선사회사업협회 평의원을,71) 12월에는 조선방송협

1938년 7월 2일(조).2면 ; ｢朝鮮聯盟は今まで 何をやつて來たか -聯盟歷史-｣ 總動員 創刊號(1939년 6월), 

49쪽~55쪽 ; ｢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趣旨書 附 規約,發起者,役員名簿｣(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 1938년 7

월,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50卷]), 7쪽 및 9쪽

58) ｢京城府方面委員 百四十四名 任命｣ 每日新報 1938년 8월 3일(석).4면

59) ｢國民生活改善運動의 九十七名 委員 選定, 衣食住, 儀禮, 婦人問題 等을 硏究材料로｣ 每日新報 1938년 10

월 21일(석).2면 ; ｢卄二, 卄四の兩日 本府で初委員會, 全鮮に大運動を起す, 非常時 國民生活の改善｣ 京城日

報 1938년 10월 21일(석).1면

60) ｢科學智識普及會 新役員選擧｣ 東亞日報 1938년 12월 5일(석).2면 ; ｢科學智識普及會 役員 全部를 改選｣ 
每日新報 1938년 12월 6일(조).4면

61) ｢精動의 機構整備, 本府, 聯盟의人的構成 决定｣ 每日新報 1939년 4월 18일(석).1면 ; ｢精神總動員聯盟 人

的構成決定す｣ 京城日報 1939년 4월 18일(석).1면 ; ｢精神總動員聯盟서 人的構成을을 決定發表｣ 東亞日報

 1939년 4월 18일(조).2면 ; ｢精動聯盟에 關한 總督府 人的陣容, 聯盟과 密接이 連繫｣ 朝鮮日報 1939년 

4월 18일(석).1면 ; ｢朝鮮聯盟役員一覽｣ 總動員 제1권 제2호(1939년 7월), 39쪽~41쪽

62) ｢在內地 半島人의指導保護懇談, 協和會關係 官民八十七名出席, 本府에서 懇談會開催｣ 每日新報 1939년 7

월 19일(석).1면 ; ｢協和會關係 有志懇談會, 今後の方針を硏究, 隔意なき意見を開陳｣ 京城日報 1939년 7월 

19일(조).1면

63) ｢朝鮮儒道聯合會 役員名簿(昭和14年 11月 1日 現在)｣ 經學院雜誌 第45號(1940년 12월), 23쪽

64) ｢國民總力聯盟役員｣ 每日新報 1940년 10월 17일(석).1면 ; ｢聯盟の役員 決定｣ 京城日報 1940년 10월 

17일(석).1면 ; ｢役員｣ 國民總力 제2권 제11호(1940년 11월), 19쪽~23쪽 ; ｢國民總力聯盟 - 聯盟役員｣ 
朝光 제6권 제12호(1940년 12월), 64쪽~66쪽 ; ｢二千三百萬民衆의 團結 - 半島新體制確立, 南總督의 決意

演說｣ 三千里 제12권 제10호(1940년 12월), 68쪽~71쪽

65) (日本內閣)官報 1941년 11월 21일(辭令 二, 18쪽) ; 紀元二千六百年祝典記念 光榮錄(朝鮮新聞社, 1941

년 10월), 11쪽 ; ｢洪鍾轍 被疑者訊問調書(第5回)｣ 反民特委調査記錄(洪鍾轍篇)
66) ｢總力聯盟事務局 各部의 陣容을 整齊, 參與, 評議員, 理事, 參事 配屬決定｣ 每日新報 1940년 11월 23일

(석).1면 ; ｢民間の新人簡拔 半島新體制の人的組織整備, 總力聯盟 事務局 役職員發令｣ 京城日報 1940년 11

월 23일(석).1면 ; ｢聯盟彙報 : 朝鮮聯盟事務局 役職員部屬等 決定, 新に民間より人材を加ふ｣ 國民總力 제3

권 제1호(1941년 1월), 138쪽~140쪽

67) ｢聖地に汗ぼむ お歷々感激の奉仕｣ 京城日報 1941년 1월 11일(석).2면

68) ｢國民總力朝鮮聯盟 役員名簿(1941년 5월)｣ 朝鮮人關係雜件-國民總力朝鮮聯盟(元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關

係[茗荷谷文書], 385쪽 및 399쪽 

69) ｢全鮮에서 代表參集 昨日 興亞報國團準備委員會 開催, 綱領, 規約等 決定, 九月에 發會式｣ 每日新報 1941

년 8월 25일(조).2면 ; ｢興亞報國團設立準備會 開催二關スル件(京高秘 第2372號, 1941년 8월 25일)｣(思想ニ

關スル情報(13))



회 평의원을 지냈으며,72) 같은 달 종로경찰서에 국방헌금 2000원을 헌납했다.73) 1942년 5

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겸 평의원 겸 사무국 훈련부 이사를 맡았으며,74) 같은 달 23

일에는 매일신보사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린 ‘징병제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75) 

1943년 4월 금속회수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자택 철문 3매(120관)를 비롯하여 진유기 및 

식기류 등 약 200관을 마차에 싣고 직접 해군무관부를 방문하여 “격멸의 탄환에 보태 달

라”면서 헌납했다.76) 같은 해 6월 경기도 수원의 서호저수지(西湖貯水池) 준설공사에 동원

된 ‘전문대학 학생 근로대’의 제1차 근로봉사에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한 후 

근로봉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학생들은 모두 유쾌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청년의 의기를 다하고 전시식량증산에 일꾼이 되겠다는 결의와 애교심에 불타 끝까지 정성

을 다하여 작업을 하여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을 해본 일이 없어서 피로하기는 

했으나 절대로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갔고 이 근로장을 전장으로 생각하고 

장병에 못지않겠다는 정신력으로 일을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77)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1943년 8월 5일자 매일신보에 ｢문약(文弱)의 고질(痼

疾)을 버리고 상무기풍(尙武氣風)을 조장(助長)하라｣는 징병격려문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징병제 실시로 비로소 조선인이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되었다면서 지난 오백년 동안 문

약했던 조선의 분위기를 일신할 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 기풍을 조장하여 문

약한 성질을 고치기 위해 인고·단련할 것을 청년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지름

길로서 ‘황국신민의 서사’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할 것을 당부했다.78) 같은 달 25일 징병

제실시를 기념하여 조선인들로부터 헌납받은 국방헌금의 사용용도를 협의하기 위해 국민총

력조선연맹 사무국에서 경성거주 유력자들을 부민관에 초청하여 개최한 징병제실시기념사업

협의회에 참석하여 징병제실시기념탑 및 연성도장 건립 등을 협의했다.79) 같은 해 11월 4

일에는 임시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을 위해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실에서 열린 법문계 대학 및 전문학교 교장회의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지원상황보고와 조선

총독부의 지도방침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80) 같은 달 6일에는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의 

70) ｢愛國兩團體를 合同 朝鮮臨戰報國團을 結成. 興亞報國團과 臨戰對策協力會 發展的 解消｣ 每日新報 1941년 

9월 4일(조).2면 ; ｢二千萬 總力의 愛國運動 實踐에 歷史的 發足, 昨日 빛나는 臨戰報國團 結成｣ 每日新報 
1941년 10월 23일(조).2면 ; ｢一千餘名が團結 臨戰報國團を結成｣ 京城日報 1941년 10월 23일(조).3면 ; ｢
朝鮮臨戰報國團 結成式 擧行ニ關スル件(京高秘 第2569號ノ7, 1941년 10월 24일)｣(思想ニ關スル情報(14)) ; 
｢朝鮮臨戰報國團發起人·役員 名簿｣ 朝鮮臨戰報國團槪要(朝鮮臨戰報國團, 1941년 10월), 10쪽 및 43쪽 ; ｢
街の總力,村の總力-朝鮮臨戰報國團結成さる｣ 國民總力 제3권 제12호(1941년 12월), 77쪽

71) ｢機構改革後に於ける役員の陣容｣ 朝鮮社會事業 제20권 제2호(朝鮮社會事業協會, 1942년 2월), 41쪽

72) ｢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役員及職員名簿｣(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1941년 12월)[韓國言論年表(1881~1945)

(寬勳클럽信永硏究基金, 1979년 12월), 879쪽 재인용]

73) ｢鍾路署へ｣ 京城日報 1941년 12월 24일(조).4면

74) ｢國民總力朝鮮聯盟 役員名簿(1942年 5月 現在)｣ 國民 總力朝鮮聯盟 組織竝役員名簿(國民總力 朝鮮聯盟 事

務局, 1942년 6월), 20쪽 및 34쪽 및 60쪽

75) ｢盡忠報國을 굿게 盟誓, 感激과 感謝의 奔流, 本社主催 徵兵制實施感謝祝賀會 盛况 - 出席者氏名｣ 每日新報

 1942년 5월 24일(조).3면

76) ｢普專金校長의 垂範｣ 每日新報 1943년 4월 2일(조).3면 ; ｢鐵の扉を彈丸に, 眞鍮も馬車に積んで｣ 京城日

報 1943년 4월 2일(조).4면

77) ｢緊張과 敢鬪로 一貫, 水原學生勤勞奉仕隊員의 體驗談｣ 每日新報 1943년 6월 27일(조).3면 ; ｢大學專門校 

增産勤勞隊: 四萬人の聖汗, 成果を擧げて終了｣ 京城日報 1943년 6월 27일(석).2면

78) ｢先輩의 附託(1) - 文弱의 痼疾을 버리고 尙武氣風 助長하라｣ 每日新報 1943년 8월 5일(석).1면

79) ｢さて“徵兵制”の永遠の記念は? 一堂に全鮮の總意  献金の使途 けふ官民代表が協議｣ 京城日報 1943년 8월 

25일(조).3면 ; ｢徵兵制度記念의 獻金 用途 委員會에一任, 昨日의 官民代表協議會 席上에서｣ 每日新報 1943

년 8월 26일(조).3면



공동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린 ‘학도출진을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여 조선청년들의 학병지

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문약한 성질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지를 굳

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81)

매일신보 1943년 11월 7일자에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글을 기고

해 “(학병의)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독려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는 “대동아 성

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로서, 살아오면서 받은 국가·가정·사회의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다. 만약 학병에 지원하지 않아서 ‘대동아건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국의 제일분자로서 ‘내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대우, 곧 권리를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

다. 게다가 권리를 주장하여 의무를 지는 서양과 달리 동양은 의무를 다함으로써 필연적으

로 권리가 생기는 것임을 강조했다. 일본인은 3000년 동안 의무를 수행하여 권리를 얻었지

만 조선인은 단시일이라도 ‘위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본인의 오랫동안의 희생에 필적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의무는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곧 죽

을지도 모르는 학병에 지원하는 것이었다.82)

1943년 11월 8일 국민총력조선연맹 본부 및 경기도연맹, 경성부연맹 등이 부민관에서 공동

으로 주최한 ‘출진학도를 보내는 밤’ 행사에 참석하여 전국 전문학교 교장 대표로서 격려사

를 발표했으며,83) 같은 날 보성전문학교 전교생을 학병으로 보내기 위해 보성전문학교 교직

원 등을 총동원하여 경성 거주 학행들의 가정을 호별 방문하거나 지방의 학부형 등에게 전

보를 발송하여 학생들의 출진을 권유케 하는 등 학병 독려 활동을 전개했다.84) 같은 달 9

일에는 보성전문학교 교장실에서 경성부 내에 거주하는 학부형들을 모아 학병 취지를 설명

하고 학병 동원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85)

매일신보 1943년 12월 7일자에 ｢절대로 협력｣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출정군인 및 학병들

을 위해 후방에서 학병 및 군인 원호사업에 힘쓸 것을 강조했으며,86) 학병지원자들의 징병

검사를 맞이하여 같은 달 10일자 매일신보에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한 사람도 주저함 없이 광영스러운 군문으로 들어가는 징병검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87) 같은 달 11일에는 학병지원을 위해 징병검사를 받게 된 보성전문학교 학생들

을 위해 열린 장행회(壯行會)에 참석했으며,88) 14일에는 징병검사를 받는 보성전문학교 학

80) ｢하나도 落伍者업게, 法文系大學, 專門校長會議 開催｣ 每日新報 1943년 11월 4일(석).2면(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 ｢法文系大學, 專門校長會議｣ 每日新報 1943년 11월 5일.3면 ; ｢指導に萬全, 本府でも打合｣ 
京城日報 1943년 11월 4일(석).2면 

81) ｢必勝의 大戰場으로! 學徒出陣을 말하는 座談會(1)｣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2면 ; ｢必勝의 大戰場으로! 

學徒出陣(을 말하는)座談會(2)｣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3면 ; ｢斷乎父兄の覺醒望む, 學徒出陣を語る座談

會 開催｣ 京城日報 1943년 11월 6일(석).2면 ; ｢出陣學徒を語る(1)｣ 京城日報 1943년 11월 7일(조).3면 

; ｢出陣學徒を語る(2)｣ 京城日報 1943년 11월 8일(조).2면 ; ｢出陣學徒を語る(3)｣ 京城日報 1943년 11월 

10일(조).3면 ; ｢總蹶起 … 學徒の出陣を語る座談會｣ 半島學徒出陣譜(京城日報社, 1944년 3월), 116쪽

82)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3) - 大義에 죽을 때 皇民됨의 責務는 크다｣ 每日新報 1943년 11월 7일.1면

83) ｢가라 盡忠의 大道로, 聯盟主催「出陣學徒를보내는밤」盛大｣ 每日新報 1943년 11월 10일.3면 ; ｢その盡忠

へ眞心の餞, 學徒の出陣を送る夕, 三聯盟 主催｣ 京城日報 1943년 11월 4일(석).2면

84) ｢普專職員이 總動, 生徒家庭을 訪問 激勵｣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3면 ; ｢普專서 百卄六名, 學徒들이 

自進 蹶起大會 開催｣ 每日新報 1943년 11월 17일.3면

85) ｢一刻도 躊躇치 말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10일(석).2면(MF)

86) ｢絶對로 協力｣ 每日新報 1943년 12월 7일(석).2면(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 ｢絶對로 協力｣ 每日新報 
1943년 12월 8일.5면

87) ｢學兵을 보내는 恩師의 念願 - 이 時代 最高의 光榮, 빛나는 朝鮮靑年의 特權을 살리라｣ 每日新報 1943년 

12월 10일(석).2면(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88) ｢普專壯行會｣ 每日新報 1943년 12월 12일.3면



생들을 직접 경성 제2검사장까지 인솔했다.89) 같은 달 17일에는 보성전문학교 출신 학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훈련 입소식에 참석하여 ‘제군은 세계무비의 황군의 일원의 광

영을 입게 되었으니,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으로서 규율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란

다.’고 훈시했다.90)

1944년 6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상무이사를 지냈으며,91) 7월에 고이소 구이나키(小磯國昭) 

내각이 성립되자 같은 달 24일자 매일신보에 ｢새 결의로 총궐기, 조선 통리(統理)에도 광

명｣이라는 제목 하에 환영담화를 발표하여 “고이소 대장을 수반으로 인재를 널리 구하여 국

민이 기대하는 거국일치의 신내각 진용이 결정된 것은 실로 국가를 위하여 경행할 일이다. 

…… 새 진용은 일억 국민을 이끌고 전쟁 완수에 매진하기에 충분한 강력적인 것이라고 믿

는 바이다. 적을 격멸하여 성전을 완수할 태세는 이로써 완비된 것이므로 일억은 이 기회에 

비상한 결의로 총궐기해야 할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현 총독이 총리대신이 된 만큼 조

선통치의 전도에 배전의 광명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조선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고이소 

총리의 지도에 따라 금후 반도 이천 육백만은 더한층 지성봉공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92) 같은 해 9월 “근로정신을 계몽하는 동시에 태평양전쟁수행을 위한 근로동원에 앞

장선다”는 목표로 조직된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의 감사를 맡았다.93) 

이밖에 춘추 1943년 9월호에 ｢징병제실시와 조선청년 - 인고단련의 기백｣,94) 매일신보

 1943년 11월 9일자에 ｢빛나는 전통을 살리라｣,95) 경성일보 1943년 11월 20일자에 ｢
우리 완승을 목표로 더욱 연락과 격려를｣,96) 경성일보 1944년 1월 19일자에 ｢충용무쌍

한 황병(皇兵)이 되라｣97) 등을 기고하여 징병제를 선전 및 선동하고 학병동원을 독려했다. 

또한 매일신보 1943년 10월 14일자에 ｢만반 준비 다할뿐｣,98) 매일신보 1944년 2월 

10일자에 ｢각 전문교 과거와 현재｣99) 등을 기고하여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으며, 매일신보 1944년 1월 22일자에 ｢징병이 닥처 온다, 군인원호사

업에 한층 분발하자｣를100) 기고하여 출정군인 및 학병들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의 철저

와 협력을 주장했다.

해방 후, 1945년 8월 해외 동포 구원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朝鮮在外

戰災同胞救濟會) 고문을 지냈다.101) 같은 해 9월 4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89) ｢甲種合格이 大多數, 第四日의 普專生 好成績, 第一檢査塲｣ 每日新報 1943년 12월 15일.3면

90) ｢檢査 마친 學兵들 豫備訓練을 開始, 延專, 普專, 高商 各校 一齊히 入所 - 普專｣ 每日新報 1943년 12월 

18일.3면

91) 國民總力朝鮮聯盟役員名簿(1944年 6月 1日 現在)(國民總力 朝鮮聯盟, 1944년 6월,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50卷 수록]) 4쪽

92) ｢새 決意로 總蹶起, 朝鮮 統理에도 光明｣ 每日新報 1944년 7월 24일.2면

93) ｢勤勞精神啓蒙에 民間有力者들 蹶起, 昨日 國民動員總進會 發會式｣ 每日新報 1944년 9월 25일.2면(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 ｢勤勞精神啓蒙에 民間有力者들 蹶起, 昨日 國民動員總進會 發會式｣ 每日新報 1944년 

9월 25일.2면(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원본)

94) ｢徵兵制實施와 朝鮮靑年 - 忍苦鍛鍊의 氣魄｣ 春秋 제11권 제9호(1943년 9월), 48쪽~49쪽 

95) ｢빛나는 傳統을 살리라｣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조).1면(MF)

96) ｢われ完勝を目指すなほ連絡と激勵を｣ 京城日報 1943년 11월 20일(조).1면 ; ｢目下極力連絡と激勵中｣ 半
島學徒出陣譜(京城日報社, 1944년 3월), 100쪽

97) ｢忠勇無双の皇兵たれ｣ 京城日報 1944년 1월 19일(조석간통합본).1면

98) ｢萬般 凖備 다할｣ 每日新報 1943년 10월 14일(조).3면

99) ｢各 專門校 過去와 現在 - 普專｣ 每日新報 1944년 2월 10일.3면

100) ｢學兵은 갓다 우리 할 일은 이것, 보내고 난 銃後의 決意 - 徵兵이 닥처 온다, 軍人援護事業에 한층 奮發하

자｣ 每日新報 1944년 1월 22일.3면

101) ｢在外同胞救濟會 組織, 委員長下에 四部設置｣ 每日新報 1945년 9월 2일.1면 



준비회를 조직하고 부위원장을 맡았으며,102) 7일에는 우익진영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회를 개편하여 조직한 국민대회준비

회의 상무위원을 맡았다.103) 또한 같은 달 16일 결성된 한국민주당에 참여했으며,104) 25일

에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의 교명을 보성전문학교로 환원시키고 교장에 취임하여 1946년 

2월까지 재직했다.105) 같은 달 29일 미군정청에 의해 미군정청 학무국 교육위원에 임명되

었다.106) 10월 5일 미군정청 군정장관 고문관 및 고문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107) 

20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들을 영접할 목적으로 조직된 한국지사영접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108) 27일에는 미군정청 학무국장 고문에 임명되었다.109) 11월 14일 미군정청에서 

조직한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 위원에,110) 23일에는 조선교육심사위원회 제8분과위

원회(사범학교 설치 및 교원자격 심사 등 결정) 위원에 임명되었다.111) 같은 해 12월 1일 

동아일보를 중간했으며,112) 9일에는 연합군에게 조선의 국제적 독립을 주장할 목적으로 조

직된 대한국민총회(大韓國民總會) 의장을,113) 12일에는 종합대학 창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건국대학창립기성회 고문을,114) 23일에는 애국헌금회(愛國獻金會) 발기인으로 참여했으

며, 같은 날 방응모(方應謨) 등이 조직한 대한독립애국금헌성회(大韓獨立愛國金獻誠會)와 애

국헌금회가 통합하여 조직한 애국금헌성회(愛國金獻誠會)의 고문을,115) 30일에는 신탁통치

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위원을 지냈다.116)

1946년 1월 1일 동아일보사 사장에 취임해 1947년 2월까지 재직했으며,117) 같은 달 7일

에는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겸 중앙집행위원회 총무에 선출되었다.118) 같은 해 2월 12일 비

102) ｢臨時政府 及 聯合軍 歡迎準備會 趣旨(傳單)｣(1945년 9월 4일)

103) ｢全國各層을 網羅하야 國民大會召集準備, 執行委員長에 宋鎭禹氏 就任｣ 每日新報 1945년 9월 9일.1면

104)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474쪽~478쪽

105)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522쪽~524쪽

106) ｢學務政策을 再編成, 朝鮮人 敎育委員 選定｣ 每日新報 1945년 9월 29일.1면

107) ｢軍政長官 顧問官에 十一氏를 任命發表, 各層 各界 代表者 網羅｣ 每日新報 1945년 10월 6일.1면 ; ｢各界

의 指導者 十一氏 軍政長官 顧問官 被任｣ 自由新聞 1945년 10월 7일.1면 ; ｢아놀드 군정장관이 고문 11명

을 선정, 고문장의 김성슈｣ 國民報 1945년 10월 24일.2면

108) ｢歸國指導者를 迎接, 八十餘命으로 委員會를 結成活動｣ 每日新報 1945년 10월 22일.1면

109) ｢任命辭令 第26號(1945년 10월 27일)｣·｢移動辭令 第59號(1945년 12월 20일)｣ 美軍政廳官報
110) ｢新敎育의 根本方針 具體的 審議를 開始, 六十四委員과 專門的 分科會 決定｣ 自由新聞 1945년 11월 15

일.1면

111) ｢國民敎育審査委員會 第七,八,九分科の任務と顔觸｣ 京城日報 1945년 11월 27일.2면 ; ｢敎育審査委員會員

｣ 서울신문 1945년 12월 2일.1면 ; ｢各界의 權威를 委囑코 새 敎育制度 設置에, 審査委員會에 九分科委員

會 新設｣ 朝鮮日報 1945년 11월 24일.2면

112) ｢重刊辭｣ 東亞日報 1945년 12월 1일.1면

113) ｢大韓國民總會, 今日 徽文校서 開催｣ 서울신문 1945년 12월 9일.1면 ; ｢大韓國民總會, 九日 午後 二時 

徽文講堂서｣ 自由新聞 1945년 12월 9일.1면 ; ｢卽時 獨立 要請과 三八度線 撤廢, 大韓國民總會 決意｣ 自
由新聞 1945년 12월 10일.1면 ; ｢大韓國民總會 發起, 急速한 獨立을 友邦에 主張｣ 東亞日報 1945년 12월 

8일.1면 ; ｢獨立促成을 決意 聯合國에 要請, 大韓國民總會서 採擇｣ 東亞日報 1945년 12월 10일.1면 ; ｢大
韓國民總會 九日 徽文中學講堂에서｣ 朝鮮日報 1945년 12월 8일.1면

114) ｢朝鮮建國大學期成運動｣ 自由新聞 1945년 12월 12일.2면

115) ｢祖國再建은 愛國獻金에 臨政의 資金調達은 우리의 光榮, 三千萬一心으로 獻誠에 邁進하자｣·｢中央에 愛國金

獻誠會, 貧者의 一燈도 感謝히 受託｣ 東亞日報 1945년 12월 26일.2면 ; ｢獻金運動統一, 愛國金獻誠會로 出

發｣ 自由新聞 1945년 12월 26일.2면

116) ｢託治反對方針協議, 總動員委員會 委員 選定｣ 서울신문 1946년 1월 1일.1면 ; ｢街頭서 示威運動, 三十一

日 中央委員 指令下에｣·｢中央委員 七十六名 選定｣ 朝鮮日報 1945년 12월 31일.1면 ; ｢國動 中央委員 決定, 

各界各層 人事를 總網羅｣ 東亞日報 1945년 12월 31일.1면

117) 민족과 더불어 80년(동아일보 1920~2000)(東亞日報社, 2000년 4월), 663쪽

118) ｢韓民 首席總務 金性洙氏 就任｣ 서울신문 1946년 1월 9일.1면 ; ｢韓民 首席總務에 金性洙氏 被選｣ 朝



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119) 같은 달 20일에는 독립촉

성중앙협의회와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합동하여 조직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참

여(參與)로 활동했다.120) 같은 해 5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해산하여 재단법인 중앙학

원에 통합시켰으며,121) 8월에 고려대학교를 설립했다.122) 9월 전재동포원호회 중앙본부 부

위원장을,123) 10월에는 한국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124) 같은 달 임시입

법위원 서울시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나,125) 11월에 미군정청에 의해 임시입법위원 서울시 

대의원 당선이 무효화되었다.126)

1947년 1월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127) 9월에는 국민의회 국무위원을,128) 10월에

는 한국민주당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위원장을,129) 11월에는 남한의 자유총선거 실시를 위해 

유엔으로부터 파견되는 위원단을 환영할 목적으로 국민의회 주도로 조직된 유엔위원단내조

환영국민대회 부회장을,130) 12월에는 국제연합조선위원단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을 지냈

다.131)

1948년 3월 남한총선거에 대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한 민족대표단

의 상무위원을 지냈다.132) 1949년 1월 대한국민당과 합당을 결의한 후,133) 2월에 민주국민

鮮日報 1946년 1월 9일.1면 ; ｢金性洙氏를 推戴 韓國民主黨 首席總務로｣ 東亞日報 1946년 1월 9일.1면 ; 

｢韓民 首席總務 金性洙氏 被選｣ 自由新聞 1946년 1월 9일.1면

119) ｢最高政務委員會 設置, 左翼諸團體의 合流交涉을 可決, 非常國民會議 無期休會｣·｢選擧된 各部委員｣ 서울신

문 1946년 2월 3일.1면 ; ｢政務委員會를 設置, 非常國民會議 無期休會｣·｢第二日 經過, 委員諸氏｣ 朝鮮日報 
1946년 2월 4일.1면 ; ｢政權樹立에 總力凝結 非常國民會議의 圓滿한 結實로, 李博士와 金九先生에게 最高諸

政務를 一任｣·｢非常國民會議機關 十三部의 委員을 選定發表｣ 東亞日報 1946년 2월 4일.1면 ; ｢卄八最高政

務委員 指名, 非常國民會議｣·｢常任委員會 設置｣ 서울신문 1946년 2월 14일.1면 ; ｢國會 常任委員會. 各部의 

責任者 決定 發表｣ 東亞日報 1946년 2월 14일.1면 ; ｢常任委員 13氏, 非常國民會議 部署｣ 朝鮮日報 
1946년 2월 14일.1면

120)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發足｣ 서울신문 1946년 2월 9일.1면 ; ｢大韓獨立促成會 陣容을 强化｣ 서울신문 
1946년 2월 22일.1면 ; ｢國民運動에 推進力, 大韓獨立促成國民會 새 發足｣ 朝鮮日報 1946년 2월 21일.1면

121)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524쪽

122)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524쪽~525쪽

123) ｢戰災同胞援護會 中央本部, 戰災民 援護에 새 出發, 官民 恒久合作團體를 組織, 各部 委員 決定｣ 東亞日報

 1946년 9월 24일.2면 ; ｢主要 事業案을 採擇, 戰災同胞援護會 新發足｣ 朝鮮日報 1946년 9월 24일.2면

124) ｢韓民黨 新陣容｣ 서울신문 1946년 10월 15일.1면 ; ｢韓民黨 機構 改革｣ 自由新聞 1946년 10월 15

일.1면 ; ｢原則에 不滿이나 合作에 邁進, 七原則에 對한 韓民黨 態度表明｣ 東亞日報 1946년 10월 15일.1면 

; ｢韓民黨 機構 委員制로 改革｣ 朝鮮日報 1946년 10월 15일.1면

125) ｢서울市의 代議員 金性洙, 張德秀, 金度演三氏 被選｣ 東亞日報 1946년 10월 31일(석).2면 ; ｢韓民黨의 

三氏 當選, 서울特別市 立法代議員 決定｣ 自由新聞 1946년 10월 31일.2면 ; ｢서울市 開票結果, 韓民黨의 

三氏가 被選｣ 서울신문 1946년 10월 31일.2면 ; ｢各道 代議員 決定｣ 서울신문 1946년 11월 3일.3면

126) ｢서울市와 江原道만 立議員 無效改選, 他道는 無關 開院延期 안는다｣ 自由新聞 1946년 11월 26일.1면 ; 

｢서울 江原 立議 再選, 公報部에서 正式發表- 無效宣言으로 失格된 議員｣ 서울신문 1946년 11월 26일.1면

127) ｢反託獨立鬪爭委員會(假稱)를 設置｣ 서울신문 1947년 1월 24일.1면 ; ｢反託獨立鬪爭委員會 結成｣ 서울

신문 1947년 1월 26일.1면 ; ｢反託獨立鬪爭委員會의 陣容｣ 自由新聞 1947년 1월 26일.1면 ; ｢反託獨立鬪

爭會를 結成, 部署와 實踐委員도 選出｣ 東亞日報 1947년 1월 26일.1면 ; ｢反託鬪爭委員會 二十四日 正式 

結成｣ 朝鮮日報 1947년 1월 26일.1면 

128) ｢國議 臨時大會, 委員 等을 補選｣ 朝鮮日報 1947년 9월 7일.1면 ; ｢國民會議 部署｣ 서울신문 1947년 

9월 9일.1면 ; ｢新部署 決定, 國議 臨時大會｣ 京鄕新聞 1947년 9월 7일.1면 ; ｢四國會議를 支持, 國務委員

도 補選, 國議臨時會議 閉幕｣ 東亞日報 1947년 9월 7일.1면

129) ｢韓民黨 新部署 發表｣ 서울신문 1947년 10월 18일.1면 ; ｢韓民黨 部署 改編｣ 東亞日報 1947년 10월 

16일.1면 ; ｢韓民黨 部署 改編｣ 朝鮮日報 1947년 10월 17일.1면 

130) ｢유엔委員團 맞어, 歡迎國民大會 開催, 李博士 等 名譽會長에｣ 東亞日報 1947년 11월 29일.2면 

131) ｢遠來의 外賓 接待에 萬全, 派遣團歡迎準備委員會 推進｣ 京鄕新聞 1947년 12월 13일.1면 ; ｢유엔團歡迎

準備會｣ 東亞日報 1947년 12월 12일.1면

132) ｢常務代表 十名 民代團에서 選任｣ 서울신문 1948년 3월 11일.1면 ; ｢民族代表團 部署를 決定｣ 京鄕新



당을 창당하고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134) 같은 해 6월 고백범김구선생국민장위원회 상무위

원회 위원을 지냈으며,135) 7월에 동아일보사 고문에 선임되어 1955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다.136) 같은 해 8월 민족진영강화대책준비위원회 상무위원을,137) 10월에 민주국민당 

상무집행위원회 의장을 지냈다.138)

1951년 5월 국회에서 제2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139) 1952년 5월 29일 이승만이 재선을 

목적으로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해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내각제를 주장

하던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등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자 이승만을 탄핵하며 국회에 부

통령 사임서 및 사표 제출했다.140) 같은 해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통령 사임서가 수

리 가결되었다.141) 1953년 11월 민주국민당 고문을 지냈다.142) 1955년 2월 18일 사망했

으며,143) 같은 달 24일 국민장이 거행되었다.144) 1962년 3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

었다.

/【참고문헌】朝鮮總督府官報 ; (日本內閣)官報 ; 美軍政廳官報 ; 每日申報·每日新報 
1918.5.25, 1919.2.20, 5.5, 11.12, 12.8, 1920.2.11, 12.9, 12.22, 1921.8.1, 1923.4.2, 

1924.4.13, 4.27, 1927.4.2, 1929.2.18, 1930.11.7, 1931.8.13, 1932.1.26, 3.29, 12.4, 

聞 1948년 3월 12일.1면 ; ｢團長에 李博士, 民代團 部署 決定｣ 朝鮮日報 1948년 3월 11일.1면 ; ｢民族代

表團 部署를 決定｣ 東亞日報 1948년 3월 11일.1면

133) ｢民族陣營中樞 大同集結實現, 分裂없는 合同宣言, 韓民 國民 兩黨서 共同聲明, 民主國民黨으로 內定｣ 東亞

日報 1949년 1월 27일.1면 ; ｢進路는 一民主義, 國民 韓民 合黨聲明發表｣ 朝鮮日報 1949년 1월 27일.1면 

; ｢民主國民黨 發足, 韓民黨 大韓國民黨 合同｣ 京鄕新聞 1949년 1월 27일.1면

134) ｢民國黨 最高委員, 申池金白 四氏 決定｣ 京鄕新聞 1949년 2월 5일.1면 ; ｢民主國民黨 昨日 發黨, 最高委

員에 四氏를 推戴｣ 京鄕新聞 1949년 2월 11일.1면 ; ｢民主國民黨 發黨大會 來十日, 最高委員 四氏로 變更｣ 
東亞日報 1949년 2월 5일.1면 ; ｢民主國民黨 結成, 昨日 市公館에서 擧行｣ 東亞日報 1949년 2월 11일.1

면 ; ｢民主國民黨 發黨, 十日 市公館에서 擧式｣ 朝鮮日報 1949년 2월 11일.1면

135) ｢遺骸는 孝昌園으로, 七月 五日 下午 一時 永訣式을 擧行, 金九翁 國民葬 節次決定, 故白凡金九先生國民葬

委員會｣ 서울신문 1949년 6월 29일.2면 ; ｢金九翁國民葬: 오는 五日 執行 孝昌園에 安葬키로, 國民葬儀委

員 正式으로 決定｣ 京鄕新聞 1949년 6월 29일.2면 ; ｢七月 五日 永訣式, 葬地는 孝昌公園으로, 故白凡先生 

國民葬節次決定｣ 東亞日報 1949년 6월 29일.2면 ; ｢金九翁 國民葬은 七月 五日로 決定, 葬地는 孝昌公園으

로｣ 朝鮮日報 1949년 6월 29일.2면

136) 仁村金性洙傳(財團法人 仁村紀念會, 1976년 2월), 794쪽

137) ｢民族陣營强化委員會 創立總會 遂結實, 十三黨 參加 綱領規約通過｣·｢議長에 金博士 卄四日 總會를 再開｣ 
京鄕新聞 1949년 8월 22일.1면 ; ｢民陣强委 遂結成, 十三黨 參加 綱領通過｣ 東亞日報 1949년 8월 22일.1

면 ; ｢民强對委 創總 開催, 綱領 部署 等 決定, 規約問題로 民國黨은 中途 退場｣ 東亞日報 1949년 8월 22

일.1면 

138) ｢任期延長反對, 民國黨大會 閉幕｣ 京鄕新聞 1949년 10월 18일.1면 ; ｢中集委員 改選, 民國黨大會 終了｣ 
서울신문 1949년 10월 17일.1면 ; ｢常執40 顧問9, 民國黨서 銓衡選定｣ 東亞日報 1949년 10월 22일.1면 

; ｢民國黨 常任委員을 先出｣ 朝鮮日報 1949년 10월 22일.1면 ; ｢民國黨 部署 改編｣ 東亞日報 1949년 10

월 27일.1면 ; ｢民國黨 部署 決定｣ 朝鮮日報 1949년 10월 27일.1면 ; ｢民國黨 常執 任員을 改選｣ 東亞日

報 1951년 12월 31일(조).2면 

139) ｢二代 副統領에 金性洙氏 七八票로 當選, 次點 李甲成氏 七三票｣ 東亞日報 1951년 5월 17일(조).2면 ; ｢
副統領에 金性洙氏, 李甲成氏와 熱戰 끝에 當選｣ 朝鮮日報 1951년 5월 18일.1면

140) ｢金副統領 辭表提出, 受理與否는 今日 會議서 決定｣ 東亞日報 1952년 5월 30일(조).1면 ; ｢金副統領 辭

表提出｣ 朝鮮日報 1952년 5월 31일.1면

141) ｢金副統領 辭表受理案 可決, 解散決議案은 保留｣ 東亞日報 1952년 6월 29일(조).1면 ; ｢修羅場化한 卄八

日의 議事堂, 李甲成議員 外 六十名 連署, 國會 自進 解散案 提出, 金 副統領 辭表受理動議를 可決｣ 朝鮮日報

 1952년 6월 30일.1면

142) ｢(民國黨 全黨大會)委員長에 申翼熙氏, 副委員長엔 崔金兩氏｣ 東亞日報 1953년 11월 24일.1면

143) ｢仁村 金性洙先生 十八日 下午五時 桂洞 自宅서 長逝｣ 東亞日報 1955년 2월 20일.1면 ; ｢仁村 金性洙氏 

十八日 下午 逝去｣ 朝鮮日報 1955년 2월 19일(조).3면

144) ｢故金性洙先生 國民葬嚴修, 昨日 全國民 哀悼裡 城東原頭서｣ 東亞日報 1955년 2월 25일.1면 ; ｢仁村先生 

高大 뒷山 幽宅에. 19發의 弔砲 肅然, 城東原頭의 애끊는 國民葬儀｣ 朝鮮日報 1955년 2월 25일.2면



1934.4.5, 1935.3.16, 6.16, 11.27, 1936.6.9, 11.19, 1937.5.27, 7.18, 8.2, 8.6, 8.14, 

8.25, 9.1, 9.9, 9.11, 9.15, 1938.6.23, 7.2, 8.3, 10.21, 12.6, 1939.4.18, 7.19, 

1940.10.17, 11.23, 1941.8.25, 9.4, 10.23, 1942.5.24, 1943.4.2, 6.27, 8.5, 8.26, 10.14, 

11.4(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11.5, 11.7, 11.8, 11.9, 11.9(MF), 11.10, 11.10(MF), 

11.17, 12.7(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12.8, 12.10(일본 專修大學 소장 원본), 12.12, 

12.15, 12.18, 1944.1.22, 2.10, 7.24, 9.25(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원본), 9.25(일본 專修大

學 소장 원본), 1945.9.2, 9.9, 9.29, 10.6, 10.22 ; 京城日報 1920.12.22, 1921.10.28, 

1924.11.8, 1929.12.4, 1931.8.13, 1932.3.29, 12.3, 1935.11.27, 1937.7.30, 8.2, 9.1, 

9.21, 1938.10.21, 1939.4.18, 7.19, 1940.10.17, 11.23, 1941.1.11, 10.23, 12.24, 

1943.4.2, 6.27, 8.25, 11.4, 11.6, 11.7, 11.8, 11.10, 11.20, 1944.1.19, 1945.11.27 ; 
東亞日報 1920.4.1. 6.28, 7.13, 1921.8.1, 9.20, 10.2, 1923.3.29, 4.1, 5.23, 1924.4.11, 

10.23, 1927.4.1, 4.2, 10.24, 1929.2.18, 11.2, 12.4, 1931.8.12, 9.29, 1932.1.26, 1.29, 

3.29, 12.16, 1933.2.19, 1934.4.5, 4.22, 1935.3.16, 6.7, 11.27, 1936.6.8, 1937.8.3, 

9.2, 1938.7.2, 12.5, 1939.4.18, 1940.8.11, 1945.12.1, 12.8, 12.10, 12.26, 12.31, 

1946.1.9, 2.4, 2.14, 9.24, 10.15, 10.31, 1947.1.26, 9.7, 10.16, 11.29, 12.12, 

1948.3.11, 1949.1.27, 2.5, 2.11, 2.15, 6.29, 8.22, 10.22, 10.27, 1951.5.17, 12.31, 

1952.5.30, 6.29, 1953.11.24, 1955.2.20, 2.25 ; 朝鮮日報 1924.4.8, 1927.4.1, 4.2, 

1935.6.7, 1936.11.19, 1937.5.27, 7.18, 8.3, 9.12, 1938.6.23, 7.2, 1939.4.18, 

1945.11.24, 12.8, 12.31, 1946.1.9, 2.4, 2.14, 2.21, 9.24, 10.15, 1947.1.26, 9.7, 

10.17, 1948.3.11, 1949.1.27, 2.11, 2.15, 6.29, 10.22, 10.27, 1951.5.18, 1952.5.31, 

6.30, 1955.2.19, 2.25 ; 時代日報 1924.4.5 ; 朝鮮中央日報 1934.4.5, 1935.3.16, 6.7 

; 中外日報 1929.2.18, 1932.1.27, 3.29 ; 國民報 1945.10.24 ; 京鄕新聞 1947.9.7, 

12.13, 1948.3.12, 1949.1.27, 2.5, 2.11, 2.15, 6.29, 8.22, 10.18 ; 서울신문 
1945.12.2, 12.9, 1946.1.1, 1.9, 2.3, 2.9, 2.14, 2.22, 10.15, 10.31, 11.3, 11.26, 

1947.1.24, 1.26, 9.9, 10.18, 1948.3.11, 1949.6.29, 10.17 ; 自由新聞 1945.10.7, 

11.15, 12.9, 12.10, 12.12, 12.26, 1946.1.9, 10.15, 10.31, 11.26, 1947.1.26 ; 儒道 
제3호(1921.7) ; 朝鮮放送協會內報 제8호(1937.6.15) ; 朝鮮社會事業 제20권 제2호

(1942.2) ; 經學院雜誌 제45호(1940.12) ; 三千里 제10호(1930.11), 제7권 제8호

(1935.9), 제12권 제10호(1940.12) ; 總動員 창간호(1939.6), 제1권 제2호(1939.7) ; 國

民總力 제2권 제11호(1940.11), 제3권 제1호(1941.1), 제3권 제12호(1941.12) ; 朝光 
제6권 제12호(1940.12) ; 春秋 제11권 제9호(1943.9) ; 朝鮮年鑑(1944, 1945) ; ｢興

亞報國團設立準備會 開催二關スル件(京高秘 第2372號, 1941.8.25)｣(思想ニ關スル情報(13)

) ; ｢朝鮮臨戰報國團 結成式 擧行ニ關スル件(京高秘 第2569號ノ7, 1941.10.24)｣(思想ニ關

スル情報(14)) ; ｢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趣旨書 附 規約,發起者,役員名簿｣(1938.7, [日帝

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50卷 수록]) ; ｢國民總力朝鮮聯盟 役員名簿(1941.5)｣(朝鮮

人關係雜件-國民總力朝鮮聯盟(元國民精神總動員朝鮮聯盟)關係[茗荷谷文書]) ; ｢朝鮮臨戰報

國團發起人·役員 名簿｣(朝鮮臨戰報國團槪要, 1941.10) ; ｢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役員及

職員名簿｣(1941.12)[韓國言論年表(1881~1945)(1979.12) 재인용] ; ｢國民總力朝鮮聯盟 

役員名簿(1942.5 現在)｣(國民 總力朝鮮聯盟 組織竝役員名簿, 1942.6) ; 國民總力朝鮮聯

盟役員名簿(1944.6.1 現在)(1944.6,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50卷 수록]) ; 

｢臨時政府 及 聯合軍 歡迎準備會 趣旨(傳單)｣(1945.9.4) ; (大正12年)京城商工名錄



(1923.4) ; (大正13年)朝鮮學事關係者職員錄(1924.10) ; (大正14年)新聞總覽(1925.8)~
(昭和11年)新聞總覽(1936.6) ; (大正14年 11月)(早稻田大學校友會)會員名簿(1925.12) ; 

京城と仁川: 附錄)京仁府內諸會社一覽(1929.12) ; 1931年版 朝鮮紳士錄(1931.7) ; 早

稻田大學一覽(1936.12) ; 昭道會一覽(1937) ; (1940年度)早稻田大學朝鮮同窓會名簿
(1940.7) ; 皇紀二千六百年年記念誌 興亞日本建國史: 朝鮮銃後奉公錄(1941.9) ; 紀元二

千六百年祝典記念 光榮錄(1941.10) ; 半島學徒出陣譜(1944.3) ; (1921年版)朝鮮銀行會

社要錄(1921.10) ; (1929年版)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5) ; (1940年版)朝鮮銀行會

社組合要錄(1940.11) ; 親日派群像(1948.11) ; ｢洪鍾轍 被疑者訊問調書(第5回)｣(反民特

委調査記錄(洪鍾轍篇)) ; 大韓民國人事錄(1949.12) ; 1962年版 現代朝鮮人名辭典
(1962.8) ; 東亞日報社史 卷一(1975.4) ; 高麗大學校70年誌(1905~1975)(1975.7) ; 
仁村金性洙傳(1976.2) ; 光復三十年 潭陽人物集(1976.3) ; 경방六十年(1980.10) ; 新

聞百年人物事典(1988.12) ; 韓國言論人物史話(8·15前篇 上)(1992.12) ; 大韓民國歷代三

府要人總鑑(1993.10) ; 민족과 더불어 80년(동아일보 1920~2000)(2000.4) ; 韓國體育

百年史(2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