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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제의 생애

김창제(金昶濟 1880-1957. 호 현재(弦齋)는 1880년 11월 13일(음 

10월 10일) 충남 보령에서 김상린(金商麟)의 장남으로 태어나 20세까지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라 신학문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1899년 5월에 한성사범학교에 입학

하여 1903년 1월에 졸업하고, 함경북도 경성(鏡城)보통학교 교원 겸 교

장으로 부임하였다. 

1905년 그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그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08년 함북 

경성에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그해 성탄절에 캐나다 선교사 구례선(具禮
善, R.G. Grierson)에게 세례 받고 영수가 되었다. 1904년 원산에서부

터 일기 시작한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는 전국에 파급되었고, 그 영향이 

함북 경성에도 미쳤던 것으로 본다. 이 대부흥의 물결을 타고 젊은 김창

제의 신앙은 성장하였고, 경성 장로교회 설립에까지 이른 것이다.

1908년 1월 보령에 있던 가족들을 서울 재동으로 이주시키고, 자신은 

서울과 함경도를 오가며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업에 열중하였다. 1909년 3

월 그의 집 사랑에서 북촌에서 사귄 양반 크리스찬들과 기도모임을 시작

한 것도 처음 믿은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보여진다. 30세 밖에 안된 

젊은이였지만 그의 신앙적 열정과 뛰어난 학식이 선배인 유성준이나 박

승봉과의 친교를 맺음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1911년 1월에 경신(儆新)중학교의 교사가 되어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

서 본격적으로 교회 일에 몰두하였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주일 아침 저

녁은 물론 수요예배와 가정기도회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그

해 6월 26일부터 ‘소안동 예배당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연말까지 12회

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도 건축위원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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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관련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건축헌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시내에 있는 각 교회를 돌면서 건축헌금을 요청하였다. 어느 날은 아침에 

나가 저녁 8시까지 건축헌금 청원하려 다닌 적도 있었다. 이런 그의 열

심이 초기 안동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침내 

1912년에 안동예배당이 준공되고 1913년에 봉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2년 10월에 일본 와세다 정치경제과에 교외생(校外生)으로 

입학하여 1914년 3월에 수료하게 되는 김창제는 잠시 교회를 떠날 수밖

에 없었다. 그리고 1915년 4월에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영생중학교 교원 

겸 학감으로 부임하여 1920년까지 교수하게 된다. 그후 1920년부터 24

년 3월까지 개성 송도고보와 호수돈여고보의 교사로 봉직한다. 마침내 

1924년 7월 이화여고 교사로 오게 되어 서울에 머물게 되지만, 그간 안

동교회 교역자가 두 번이나 바뀌게 되어 서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4년에는 가끔식만 안동교회에 나오고 대개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나 

강연을 하였다. 25년부터 28년 7월까지 거의 안동교회에 나가지 않고 

원동(苑洞) 예배당에 나갔다. 장남 동원(銅元)이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

원했다. 10월 12일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다시 안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가 1915년 함흥 영생중학교 학감으로 부임한 때부터 동교 안에 학생 

YMCA를 창설하고 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1918년 3월 25일 함

흥 YMCA를 조직했다. 그는 최초의 지방 YMCA 창설자가 되었다. 이런 

공로로 그는 1920년 YMCA연맹 이사가 되었고, 서울에 와서는 매주일 

열리는 일요강좌의 강사, 학생 하령회(夏令會) 강사, 여러 교회 설교 강

사로 다니며 열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통산 2천여회 정도로 추산되는 

종교 강연 내지는 설교를 통해 기독청년운동,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2월에 안동교회 장로로 피택 되었으나 “① 家庭과 自身의 

處地가 到底히 敎職을 갖을 수 없는 것 ② 余의 信仰과 主義上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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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敎派에 屬한 職名을 갖이기 싫은 것”1)을 이유로 이를 사양하였다. 

그는 안동교회에서 가끔 설교는 하였으나 어떤 직분을 맡아 봉사하지는 

않았다.

1939년 3월 정년으로 이화여고보를 퇴직한 후 <기독신문> 주필을 일

년간 맡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 과학협회 위원장, 웅변구락부 고문으로, 

1946년 6월에는 정치학관, 문화대학관, 서울대 공대에서 교수로 그의 생

애 후반의 열정을 바쳤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문필가로 YMCA 기관지인 <靑年>지에 백여편의 

논문을 비롯하여 여러 잡지와 신문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끝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하지 않았으며, 한글 철자법에 일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정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기둥 같던 장남 동원은 

폐결핵으로 31세에 죽었고, 차남 철원(鐵元)은 아버지 속을 무척이나 상

하게 하다가 역시 29세에 죽었으며, 부인도 1935년에 세상을 떠나 그해 

10월에 전태진(全太鎭)과 재혼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손자 경열(敬烈)도 

6.25 전쟁이 나던 1950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김창제는 강직하게 일

생을 살다가 1957년 11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셋째 아들 회원(會元)은 

1960년 9월에, 부인 전태진은 1978년 1월에 각각 세상을 떠나므로 남은 

후손이 아무도 없다. 

그의 일기에 보면 거의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1905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 세상 떠날 때까지 한결같은 신앙생활

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적으로 겪는 고

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극복해 간 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생

애였다.

1) 金昶濟, <日記>, 193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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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제의 <일지>에 관하여

     원로목사  유 경 재

1986년 12월 25일(목요일)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YMCA선구 金昶濟선생의 日帝下 人生錄”

“41년간 쓴 日記 62권 공개”

1940년 8월 10일. 

今日은 朝鮮日報, 東亞日報 양 민간신문이 폐간되는 날이다. 조
문도 못가고 그냥 지나는 심정은 더욱 슬프다…

이것은 교육자이자 기독교인이며, 뛰어난 문필가이자 대웅변가였던 弦
齋 金昶濟선생이 민족지의 폐간을 보며 쓴 일기의 한 구절이다. 최근 고

문헌 수집가 曺圭正씨는 1907년부터 1948년 5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쓴 弦齋의 일기장을 발견, 공개했다.

｢日誌｣ 또는 ｢日記｣라고 적힌 크고 작은 노트 62권으로 된 弦齋의 

일기장은 曺씨가 지난해 청계천 고서점에서 찾아내었다. 중간부분의 일부

가 逸失되긴 했지만 총 7천여페이지, 2백자 원고지로 따져 대략 1만5천

여 장 분량의 이 일기장은 日帝下의 사회상과 초창기 YMCA운동에 관

여했던 弦齋의 일거수 일투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일기의 가

장 큰 특징은 70년 전부터 이미 국한자 혼용의 가로쓰기에다 펜으로만 

쓰여졌다는 사실. 

또한 일기의 첫 머리에 날씨와 기상 시간을 쓴 뒤, 거의 매일같이 ｢성

경읽기｣와 ｢체조｣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 1910년대의 일기장이 일부 분

실되어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의 일기에는 日帝下의 주요사건을 겪은 

감회가 절절히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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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같은 소문을 들었다. 즉 4월 1일 신학년부터 중등학교에 

朝鮮語를 교수치 아니한다는 것이다. 朝鮮語科가 신교육이 개신된 후 

30星霜을 종종히 명맥을 보전하여 오다가 今日 그 운명을 보게됨은 어

찌 슬프지 아니하랴? 통재, 통재…
1938년 3월 31일자의 이 글에서는 日帝의 조선어 말살정책을 바라보

는 국어교사로서의 弦齋의 비통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더구나 총독

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텼던 그는 민

족주의자로서의 울분을 이렇게 토로했다.

崔〇〇목사는 藤原이라고 創氏하였다 한다. 友人은 倍加하는 셈
이다. 따라서 조선인구도 4천6백만이 된 셈이다. 놀랍고 우스운 일
이다.』 40년 8월 11일자의 이 일기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姓을 가져야 하는 아이러니를 꼬집고 있다.

손자가 와서 創氏문제로 무리를 행하기에 순순히 설명을 하여 주었

으나 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눈물까지 흘린다. 철없는 아이들도 아이들이

지만 이러한 치하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다.(1940. 8. 

16). 弦齋 역시 창씨문제로 집안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다.

일기 속에는 또 1933년 7월의 백두산기행문과 간도기행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그 해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있다. 또 

쓰레받기값으로부터 창녀의 화대까지도 적어놓았다. 백두산 기행중 우연

히 창녀가 있는 집에 들른 그는 娼妓 三匹이 잇는데…라는 표현과 함

께, 주인에게 『이 따위 영업은 즉각 폐지하라고 충고했으나 마이동풍격이

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金昶濟선생은 188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성년이 될 때까지 한

학만을 배웠던 그는 뒤늦게 신학문에 눈을 떠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24세의 나이로 咸北 경성보통학교의 교원겸 교장으로 교육계에 

투신하여 보성중,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 경신학교, 송도고보, 이화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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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광복 후에는 서울대에서 후진을 가르치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지방 YMCA(함흥)를 조기하는 등 우리나라 YMCA운동

의 선구자였던 그는 朝鮮日報 본지 및 잡지「朝光」YMCA기관지 ｢靑年
｣ 등에 많은 글을 기고했으며,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도 꼽혔다. 이번 일

기의 발견으로 1947년에 死去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기독교 대백과사

전’) 사실을 포함, 일본의 사상가 內村鑑三이 金敎臣과 더불어 ｢조선의 

2대위인｣으로 우러렀던 弦齋의 일생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曺良
旭기자>

이 기사를 보고 곧바로 조선일보 조기자에게 전화하여 조규정씨 연락

처를 얻어 그에게 연락하였다. 그가 연락을 받고 내게 보내온 편지도 아

래에 실었다. 

조규정씨는 고문헌 수집가로 김창제 선생의 일기와 더불어 각 도서관

을 다니면서 그의 글들을 복사하여 모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목

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弦齋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수집하여 놓

았다.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그 자료들을 적당한 값으로 안동교회

에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자료를 넘겨 받기는 하였으나 펜으로 흘려 쓴 일기를 제대로 독파하기

는 대단히 어려웠다. 안동교회사를 집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고 이상규 장로께서 그 일기를 모두 읽으면서 안동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하여 넘겨주어 교회사 집필에 큰 자료가 되었다.

그 후 이상규 장로께서 노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서를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62권 전 일기를 필사하셨고, 우리가 입수하지 못한 부분(1925년 

일기)이 교문사 한영제 장로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 부분까

지 복사하여 필사를 마쳤다. 

그 필사본을 보고 일부(1911년, 1917년, 1924년, 1925년, 1926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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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글>로 입력하였다. 부분적으로 <글>에 없는 글자들은 만

들기도 하면서 입력하였는데, 처음 목적은 책으로 한정부수를 출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PDF파일로 변

환하여 올린다. 앞으로 계속하여 입력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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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정씨 편지>

하나님께서 친애하는 안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유 목사님에게 은총과 

평화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김창제 선생의 일지에 관한 기사

가 지상에 보도된 후 가장 먼저 연락과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 목사님을 찾아뵙고, 안동교회와 김창제 선생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본인이 느낀 묵과할 수 없는 감동 앞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안동교회의 역사는 홍수래골 김창제 선생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만, 사실 본인은 그 시대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요 따라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동교회에서 반드시 언급하지 않

으면 안 되는 그 곳, 어쩌면 전설처럼 구전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7천여 면의 방대한 김창제 선생의 일

지 맨 첫 장 첫머리에, 마치 언젠가는 이 주소를 꼭 찾을 날이 올 것이

라는 듯이 “경성 북부 재동 4동 18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나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사실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인간 김창제를 통하

여 안동교회에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안동교회를 통해서 긴 역사

의 흑암 속에 죽어 묻혀 있던 김창제라는 인간을 오늘에 다시 부활시키

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른다는, 두렵기조차 한 생각이 들기도 했

습니다.

김창제 선생이 1908년 1월 경성(서울)에 이주한 것은 사실이며, 이미 

기독교에 입교하여 새사람으로 태어나 같은 해 12월 25일 함북 경성에 

창립한 경성장로교회에서 제1회로 세례를 받고 동시에 29세의 나이로 동

교회 영수의 자리에 올라 한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으며, 또 이 해는 선

생이 관립보통학교 교장의 자리도 내놓고 복음 전도와 구세사업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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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안동교회의 설립에 초석이 되었으리

라는 것은 헤아려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명확한 기

록이 없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실로 유감입니다. 후일 함북 경성장로교회

에서는 설립자로서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김창제 선생의 사진을 모셔

갔지만, 안동교회에서는 1931년 12월 27일 투표수 41표 중 37표로 장로

에 피선되었으나 김창제 선생은 스스로 사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긴 해

도 김창제 선생은 안동교회를 밝히는 큰 빛이며 영원한 안동교회인임에

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11년 1월 1일 일요일, 안동교회에 예배를 보러가

는 것으로 이 일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릇 길고 짧은 글의 첫머리란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숙고해 본다면, 이는 

분명히 안동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긍지이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

습니다. 

김창제 선생은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역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때로 역사의 기록에는 오류나 진실이 가리워진 채 

영원한 역사의 침묵 속에 묻혀 버린 사례를 흔히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역사를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기술하고 논함이니 이

를 탓하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밝혀진 진실은 진실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역사의 심판이며 정의이며, 역사를 한낱 소리만 요란

한 빈 수레로 아니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위인의 옥석이 구별되

지 않는 혼탁한 시대의 변천 속에서 살아온 오늘의 현대인에게 김창제 

선생 같은 분을 기리고 받드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될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

어지고 예비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인은 김창제 선생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생애를 안동교회의 원

로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목사님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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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은 경주 김씨로 1880년 11월 13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20세까

지 사숙에서 한문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과거제도도 폐지된 

후라 배운 학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됨에, 선생은 신학문에 뜻을 두고 

1899년 5월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03년 1월 동학교를 졸업하여 그

해 24세의 젊은 나이로 함북 경성보통학교 교원 겸 교장으로 교육계에 

투신하여 이후 보성중학교, 함일학교,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 경신학교, 

영생중학교, 송도고보, 호수돈여고보, 아화여고보, 이화여전, 야학 조선신

학원, 정치학관, 문화학관, 교원양성소, 서울대학에서 교수하는 등 교육자

로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선생이 가르친 교수 과목도 많지만 특히 한글

은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지되는 날까지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가르친 

과목으로, 선생은 한글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하여 함북 경성장로교회의 설립과 지방 YMCA의 창설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경성(서울)YMCA 및 연합회 이사, 기독신문의 마지막 

1년간 주필, 통산 2천여 회 정도로 추산되는 교육을 겸한 종교 강연으로 

기독교를 통한 청년 운동,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대의 

웅변가로서 웅변구락부의 고문, 과학협회 창설시 임시의장, 이사, 광복 후 

위원장을 지낸 정신과학계의 큰 별이었으며,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또 

YMCA 기관지인 “청년”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비롯 그 외 30여 회에 

논문을 발표한 언론인이자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민족주의자였으며,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백두산, 간도 등 많은 

기행과 사료의 기록은 사학자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으며, 생존 당시에

는 압박 민족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 같은 신앙인도 “조선 

제일의 위인”이라고 공언하였다 하고, 1930년대초 미국에서 발행한 백과

사전에도 수록되었다 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선생을 모델로 영문소설까

지 발표되었다 하나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한국기독교회사, 

YMCA 운동사 등 극소수의 기독교 계통 책자에서 약간 언급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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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입니다. 차제에 선생을 아는 분, 제자, 종사했던 기관 등 사계에서 선

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부득이한 며칠을 빼고 매일 빠짐없이 성경을 읽은 것은 오늘날 기

독인 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으며, 본인 역

시 기독인의 한사람으로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동교회에서는 기억하리라 믿어지는 전태진 권사와 재혼하기 전 19년간

의 금욕 생활은 선생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영원하고 교회 또한 영원할진대, 김 선생은 영원을 살

다 간 위대한 신앙인이라 해도 결코 과찬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선생을 추모하는 사료집이나 기념집을 편찬하거나 추모 사업을 

추진함을 전제로 할 때에,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며,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만 그 누구인가 그 어디에서가 한 

번은 해야 될 일이라면, 초기 안동교회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김 선생이 

쏟은 정성과 열정을 감안한다면, 가장 적격이고 이상적인 곳, 바로 안동

교회가 주축이 되어야 함은 실로 하나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하는 것

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안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과 유 목사님에게 물질 정신 

양면의 어떤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인간

의 힘과 능력,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한 장

의 편지로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마음으로 이 편지의 작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복된 안동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가호와 사랑

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8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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弦齋 金 昶 濟 先生 年表
  
1880년 11월 13일 출생

1887년 한문 수학

1895년 결혼

1890년 10월 6일 부친 별세

1898년 5월 13일 장남 銅元�출생

1899년 5월 16일 한성사범학교 입학

1903년 1월 13일 동교 졸업

1903년 5월 경성보통학교 교원겸 교장

1905년 1월 20일 차남 鐵元�출생

1905년 기독교 입신

1907년 1월 보성중학,� 함일학교 교수

1908년 1월 보령에서 서울(재동)로 이주

1908년 12월 25일 세례 /� 鏡城장로교회 설립,� 영수

1909년 3월 安洞교회 창립에 참여

1909년 영생중학교 교수

1910년 9월 청년회학관 중등과 교원겸 학감

1911년 1월 경신학교 교수

1911년 4월 5일 청년회 입회

1911년 11월 12일 장남 세례

1912년 8월 12일 관훈동 165번지로 이사

1912년 10월 와세다 정치경제과 입학(교외생)

1914년 3월 동 수료

1914년 기독의 청년 역저

1915년 1월 청년회학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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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4월 영생중학교 교원 겸 학감

1917년 4월-7월 30일 정신화학회 강습

1917년 8월 15일 內村鑑三�만남

1918년 5월 12일 재동 51-1로 이주

1920년 2월 25일 장남 결혼 /� YMCA연맹 이사

1920년 7월 영생중학교 퇴직

1920년 11월 송도고보,� 호수돈여고 교수

1921년 6월 11일 손녀 淑烈�출생

1922년 7월 1일 운니동 46-1로 이주

1924년 3월 31일 송도고보,� 호수돈여고 퇴직

동 7월 이화여고 교수

전조선학생웅변대회 심판장

1925년 4월 1일 이화여전 강사 겸임

1925년 6월 22일 손자 敬烈�출생

1926년 YMCA연합 이사

1927년 4월 30일 동아일보 교육공로자 치사장 받음

1927년 일본 학사 시찰단 단장

1928년 10월 12일 장남 사망

1929년 1월 4일 모친 별세

1930년 미국백과사전에 수록

1931년 ‘草堂’(영문소설)� 모델

1931년 12월 27일 장로 피선되었으나 사양

1933년 5월 20일 차남 사망

1933년 7월 백두산 등반

1934년 3월
과학데이 위원장
과학지식보급회 이사

1934년 11월 18일 가회동 33-38로 이주

1935년 4월 25일 부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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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표는 조규정씨가 작성한 것임

1935년 10월 17일 全太鎭과 재혼

1936년 7월 20일 3남 會元�출생

1936년 11월 23일 조선기독교교육연맹 표창장 받음

1938년 YMCA연합회 이사 사임

1939년 3월 이화여고보 퇴직 /�발명학회 이사

1940년 8월 기독신문 주필

동 9월 손녀 결혼

1942년 4월 조선신학원 강사

1942년 5월 기독신문 폐간

1942년 12월 3일 노고산 35번지로 이주

1945년 과학협회 위원장

1946년 6월 정치학관,문화대학관장,�공과대학 교수

1947년 1월 문화대학관장 퇴직

1950년 8월 25일 손자 敬烈�사망

1957년 11월 4일 노고산 35번지에서 별세

1960년 9월 24일 3남 사망

1978년 1월 2일 부인 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