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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昶濟 日誌 第36卷
1942 昭和十七年 

1(旧至.十五.) 木 晴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年 元旦부터 內村先生의 一日一生을 
또 읽기 始作하엿다. 午前中에 愛孫 敬烈이 와서 新年 问安하엿다. 
終日 在家 靜養하다. 夕에 崔相寿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明
日 西道地方에 旅行을 한다고 가방을 借去하엿다. 夜에는 新闻(朝
日新年號)을 읽고 12時頃에 就睡하다. 今日은 室內에 蟄坐하여 破
寂으로 土亭秘訣이라는 것으로 年運을 보앗다. “籠中囚鳥 放出飛
天”이라는 것이다. 今年이야말로 정말 나의 舞台가 열릴 것인가. 可
笑〃〃. 그야말로 “用舍皆由命 行藏不在人”이라 할 것이다. 何如턴 
今年도 恩惠中에 살어가기를 긔도하고 믿을 뿐이다. 

2(旧至.十六.) 金 晴 酷寒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다. 午后 3時頃
에 朴在浩氏를 往訪하여 新年人事를 하고 모처럼 碁局을 相対하여 
2回에 相乘相負하엿다. 夕陽에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聖経
에서 馬 及 馬呂1)子에 対하여 探索하여 보앗다. 매우 興味잇다. 11時
頃 就睡하다. 今年은 壬午이니까 “黑馬”라 할 것이다. 黙示六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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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興味잇게 보앗다. 今夜에 偶然히 雲雨의 戱가 잇섯다. 

3(至.十七.) 土 曇冷  夜雪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妻君이 火木을 사려구 나갓
다가 空還하다. 나무 얻기가 쌀보다 어렵다. 嘉信 十二月號를 読了
하다. 夕陽에 訥齊族叔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夕飯을 同卓하
다. 從姪 海元과 妻弟 光鎭의 書가 來着하다. 午后 7時頃에 訥齊族
叔을 送別하고 新闻을 읽고 깐듸傳을 読了하다. 10時半頃 就睡하
다.

 4(至.十八日) 日  晴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洪寅基君의 令息이 歲拜次로 来訪하엿
다. 今年에는 歲拜를 받은 것이 孫児의 다음으로 洪君이, 이것이 
全部이다. 그리고 新年问安편지는 從姪 海元으로부터 單 一枚가 잇
다. 자못 寂々한 新年이다. 그러나 白飯을 喫하고 黃肉을 啖할수가 
잇는 것이 望外의 幸福이다. 午前 十一時過에 朝食을 阙하고 礼拜
堂에 가서 新年 첫主日礼拜에 参하고 崔牧师의 說敎를 듣고 여러가
지 俗務的인 広告를 듣엇다마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闭会后 昨年度 半年分 月捐金 린것을 靑帳하엿다. 이것이 單純한 
神께 바친다는 精誠으로 한것도 아니다. 마는 何如턴 한번 決定하
여노은 債務는 靑帳한 義務가 잇는것이다. 新年부터는 어찌할가 생
각中이다. 所謂 敎会에 対하여 無意味한 負担金 내는 것은 現今 戰
時生活을 더욱 困窮케만 할뿐이다. 만일 나의 靈의 粮을 얻기 為하
여서라던지 人의 靈을 為하여서라면 當然히 내야 하겟지마는 果然 
此兩者中 一이라도 이루어준다고 할수가 업다. 今日 午后 2時에는 
貞洞监理敎会礼拜堂에서는 戰勝祈願会를 (各派 联合) 门开 催한다고 
오라는 것이다. 도라오다가 李克魯君을 暫訪하여 崔相寿君의 鄕邸
事를 알어보앗다. 亦是 詳知치 못한다 한다. 帰家하여 朝飯兼 午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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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喫하고 終日토록 聖経을 探究하다. 特히 “馬”에 対하여 聖書中 
文獻을 探索하엿다. 그러나 聖書에는 馬呂馬에 関한 것이 만타. 特히 
民数記 22:20-33에 人의 言을 能語한 라귀와 요한 12:14에 예수께
서 예루살렘에 入城하실시 乘用하신 児馬呂가 注意를 끄럿다. 그리고 
黙示錄에는 6:1-8에 四種의 馬가 注目된다. 白馬, 赤馬, 黑馬, 靑黃
馬이다. 또 余의 六十平生의 午年을 遡考하여 보앗다. 

壬午 軍乱
甲午 東乱 及 日淸戰爭
丙午 二月 統監 來駐
戊午 世界戰乱의 終年, 翌年 三一運動 勃発
庚午 前年末부터 学生盟休旋風과 七月以后 大水災
壬午 第二世界戰乱(大東亞戰爭)

午 卽 馬는 兵을 象徵하는 것이라 하여 古來로 午의 年은 戦爭이나 
飢饉等 凶兆를 豫感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타신 라귀
삭기같은 平和를 願한다. 오 主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귀삭끼를 타
시고. 夜에는 치위와 싸호면서 新闻을 읽고 또 聖書를 읽엇다. 11
時頃 就睡하다.

 5(至.十九.) 月 晴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 黑崎幸吉氏 主筆 “復活の生命” 
創刊號가 來到하다. 日暮까지 全部 広告까지 読破하다. 크게 慰安
을 얻엇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또 “嘉信” 十二月號에서 “基督敎와 
日本”이라는 講演抄를 再読하엿다. 11時頃 就睡.

 6(至.卄.) 火 曇  小寒  夜雪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에 朴在浩氏가 来訪하여 木浦에 
무슨 工事가 잇스니 그러한 方面에 進出하여 보지 안켓느냐고 말한
다. 이것도 好意?라 할는지 나의 生活과 素養과는 너무 거리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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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얼핏 생각할수도 업다. 午后 一時半頃에 出门하여 新年 첨으
로 基督新闻社에 가니까 웬 새로온 事務員 一人만이 잇다. 그래 새
로 人事를 하고 社內動靜을 물으니 昨日에 社員 全部가 退社하엿다 
한다. 그리고 金仁述君은 元山에 갓다 云. 編輯室은 스틈이 그저 
안드러와서 아주 冷房이다. 無聊히 나왓다.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意外에 東京서 出來한 呂運亨氏를 邂逅하여 近一年만의 積懷를 敍
하고 또 李萬珪氏의 令息 廷求君(梨專敎授)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
하엿다(特히 宇景에게 対하여). 可謂 後生이 可畏이다. 曾年 门开 城서 
同鼎食까지 하던 터인데 其時에는 아마 幼稚園 児童이엇슬 것이다. 
其间 매우 積阻하기도 하엿지마는 저처럼 훌륭한 学者가 되엇나 하
고 놀라지 아니할수 업다. 乘暮 帰家하니 甥姪女 昌根이 왓다가 테
불우에다가 筆跡만 두고 섭々히 갓다. 餠, 肉, 果等의 선물을 가저
오고, 夕食은 甘喫하엿다. 今朝에 鵲噪가 잇더니 亦是 반가운 손이 
왓다. 우리집엔 꼭 까치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 이것은 迷信이 아니
라 아주 実驗이다. 可謂 가짓말같은 참말이다. 今夜에는 氣溫이 적
이적이 높아저서 가장 뜻々히 잣다. 그러나 過食한 빌미로 좀 거북
하엿다.

 7(至.卄一.) 水  晴 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后 一時頃에 出门하여 寺洞으로 도
라서 徒步로 基新社에 登庁하니 今日도 金仁述君은 오지아니하고 
編輯室门은 열쇠가진 사람이 오지를 아니하여 열지도 못하고 다만 
営業局门만 열리엇다. 判龍君과 若干 交話하고 新入한 事務員과 조
금 이야기하엿다. 柳廷烈氏에게 一札을 써서 登記로 付送하다. 冒
寒 帰家하니 南福鉉君이 滿洲建國大学으로 休暇中 出來하여 来訪
하엿다. 만나지 못하여 매우 섭々하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매우 趣
味잇섯다. 10時過에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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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至.卄二.) 木 曇 夜雪  風

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中에 出门하여 桂洞 呂運亨氏를 
往訪하여 问病하고 昨年 近一年中 東京에 잇던 이야기와 時局에 
対한 爐邊门月 談이 잇섯다. 午食까지 同卓하엿다. 座中에 主人公의 
再從弟와 楊州 奉安敎会 長老 金容基氏와 初面人事를 하엿다. 그리
고 來十一日(日曜) 礼拜說敎를 請함을 받어 承諾하엿다. 듣기에 매
우 興味잇게 생각되엇다. 十日(土) 午后에 가기로 約束하다. 萬事가 
다 神의 攝理로 안다. 基督新闻社에 가서 元翊常氏와 金仁述君을 
만나서 暫時 談話하고 仁述의 말은 都是 取捨할것이 업다. 거저 逢
闰黃楊이다. 新年은 되엇지마는 사람은 거저 三年 狗尾다. 畢竟 아
모 決定이 업시 도라오고 말엇다. 夜에 新闻을 읽고 12時過에 就睡
하다.

 9(至.卄三.) 金  雪晴  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除雪하기에 数時间을 費하고 
水栓이 凍結이 되어서 이것을 녹여 틀기에 한참 辛苦하엿다. 朝食
兼 午食을 喫하고 午后에 執筆하여 “壬午所感”이라는 說敎 一篇을 
脫稿하다(夜 10時에 終了하다). 新闻을 읽고 11時半頃 就睡하다. 

10(至.卄四.) 土 晴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預定대로 京慶線 八堂行을 하
려고 簡單한 裝束을 하엿다. 午前 11時半頃에 妻君의 䬻送으로 떠
나서 安國停留場에서 電車로 淸凉里를 向하엿다. 東京城駅에서 겨
우 12時38分発 隄川行 列車를 탓다. (하마터면 못탈번 하엿다.) 約
45分을 費하여 八堂駅에 到着하엿다. 여긔는 바루 漢江上流地域이
다. 江中에는 氷雪속에서 数尺의 大鯉를 釣出한다. 此亦 一風味이
다. 여긔서 마침 同行이 잇서々 奉安까지 왓다. 約1時间을 費하엿
다. 金容基長老의 宅을 尋訪하여 반가히 人事하고 또 呂運赫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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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낫다. 前 木曜日에 呂運亨氏에게서 맛나던 両氏이다. 居無何에 
午食床이 드러와서 意外에 甘喫하엿다. 그리고 夕食은 三人이 同卓
하고 밤이 늦도록 主人公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中 特히 基督敎
方面과 나의 居住地(新役場)에 対하여 이야기하엿다. 十分 理解 잇
는 親切한 친구이다. 何如턴 萬事는 다 神의 指導대로 되는 것이
다. 今夜에는 아마 生活에 몇 번 되지 못할 暖房을 맛낫다.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終夜 安眠치 못하엿다. 우리 食口의 一年 生活費를 
全部 三百六十円을 잡는데는 놀라지 아니할수 업시 安易한 生活이
다. 그리고 瓦家 七间 建築하는데 不過 千円이라 한다.

11(至.卄五.) 日 晴 冷

年中 가장 치운 날이라 한다.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朝食을 마치고 金長老와 함께 家基를 한자리 보아서 決
定하고 다시 그의 仲氏를 訪问하여 相議하여 承諾을 받엇다. 11時
부터는 礼拜에 参하다. 奉安礼拜堂은 長老敎会 東區域(京畿老会)中
에 아주 中心地帶오 또한 敎会 自体도 模範이라 하겟다. 会衆은 約 
百名인데 全部 靑年男女와 児童(主日学校 児童이 50名이라 한다)이 
쪽 고르게 콩나물 박이듯 안젓다. 六间쭘 되는 新築会堂이 아주 꼭 
찻다. 今日같이 치운날에도 煖爐업시 그냥 잘 모핫다. 그러나 太陽
이 잘 비취어서 치운줄을 모르겟다. 나는 壬午所感(馬에 対하여)이
라고 題하고 黙示 6:1-8 中에 잇는 四色의 馬에 対하여 말하고 우
리는 예수의 宝血로 씨슨 純潔한 白衣를 입고 白馬를 타신 主를 迎
接할 準備를 하다. 黑色 赤色은 될지언정 靑黃色(灰色)은 되지 말자
고 反省自戒할 것을 力勧하고 約 50分间의 演壇을 占하엿다. 자못 
紧張한 態度로들 들어주엇다. 매우 愉快하엿다. 此는 新年 第一回
의 演壇이오 說敎이다. 오 主여 이것이 나의 演壇生活 再出発의 스
타트인가? 感謝할 뿐이다.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午后 50分頃에 闭
会하다. 金長老의 仲氏 運基氏가 午食을 請待하기에 感謝히 받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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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食后에 金長老와 다시 数十分间 談話하고 後期를 約束하고 午
后 五時 좀 못되어서 떠낫다. 저녁때가 되니까 꽤 寒冷한 日氣이다. 
빨리 거러서 八堂駅에 到着하니 6時七分発車로는 아직 時间이 半
時间이나 남엇는데 게다가 車가 延着이 되어서 寒冷 黑暗한 待合室
內에서 苦待하엿다. 이러한 中에도 滋味스러운 일이 업지안타. 漢江
에서 氷鯉를 잡어내는 이야기, 더욱히 잡어오는 実物은 참 珍奇하
다. 그야말로 銀鱗玉尺이 아직도 굼틀거리고 잇는 모양은 거저 물
에 너코 보앗스면 조켓다. 一斤에 一円 或은 七八十銭에 賣買되는 
모양인데 大한 者는 35斤짜리까지 잡은 者가 잇다 한다. 미끼 하
나 업시 민낙씨(三鉤釣)를 가지고 그러케 큰놈을 잡어내는 것은 亦
是 技術이 아닐수업다. 汽車 안에서도 그때의 鯉魚를 가저가는 것
을 보앗다. 冬鯉는 요새가 한창인 모양이다. 帰家한 時는 8時頃이
다. 집에서는 大门을 아주 걸고 불두 켜지 안코 두모지 기다리는 
氣色이 업다. 한참 门을 두다리니까 妻君이 나와서 아주 意外로 아
는 모양을 보인다. 我居室에는 불도 때지 안코 가러닙을 衣服도 冷
突바닥에다가 그대로 헷트러 노앗다. 적이 不快한 感情이 낫다. 夕
飯도 準備가 업는 모양이다. 一時间이나 기다려 夕飯을 먹고 린 
新闻을 찬방에 안저서 읽엇다. 崔巨德牧師가 来訪하여 来日曜日 說
敎를 請한다 하엿다. (名刺에 써노코 갓다) 午后 十一時過에 就睡하
다. 치운데다가 늦게 食事를 한 까닭인지 早朝에 泄痢가 잇섯다.

12(至.卄六.) 月 曇 冷

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食事時间에 부리럽시 또 妻君의 感情
을 傷하여 不快하다. 암만 생각하여도 가엽슨 人生이다. 今日은 몸
도 不便하고 心情도 不快하여 終日 蟄坐하엿다. 今日은 時间이 좀 
잇기에 梁柱三君의 講演草 “新東亞建設과 半島人 基督敎徒의 責
任”이라는 小冊子를 읽어보앗다. 今日 所謂 基督敎의 指導者라는 
것은 거저 機械的인가 보다. 指導原理가 무엇인가, 信仰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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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저 當局者의 하는 말 고대로 옴겨 놋는것, 아니 그만도 못한 
것이다. 可歎可笑로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또 新約聖書 語句索引
을 가지고 馬, 驢馬에 対하여 檢索하다. 十一時頃 就睡하다.

13(至.卄七.) 火 晴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2時에 泰和女子舘 社会舘에서 
挙行하는 郭金全孃(梨高出身)의 婚礼에 往参하다. 食后에 意外에 
梨花故友 其他 知友를 数三人 만나보고 반가웟다. 基督新闻社에 들
럿더니 意外에 吳得弼君이 와서 編輯室에서 原稿를 끄내가지고 組
版을 하고 잇다. 所謂 社長 하는 짓이 말이 아니지마는 一板의 紙
라도 긔왕 読者앞에 내보는 바에는 좀 誠意를 써야 하겟다. 全部 
檢阅하고 原稿에 訂正할 것은 해주엇다. 새로 드러온 一社員의 하
소연을 한참 듣고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 社交室에서 曺正煥君
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저물게 도라왓다. 崔相寿君이 来訪하엿
다. (西道旅行에서 도라오는 길) 数時间 談話하고 보낸后 新闻을 읽
고 12時過에 就睡하다.

14(至.卄八.) 水 晴 冷 

午前 8時半 起居. 体操. 聖経. 中央靑年会 理事会 通知書를 받엇
다. 이는 十二月에 하려던 것을 겨우 인제 許可를 얻어서 모힌다는 
것이다. 인제는 靑年会理事会도 許可를 얻어야 열게 된다 한다. 12
時頃에 出门하여 新闻社에 갓다가 校準볼것도 아직 업서々 바로 退
庁하여 麻浦行 電車로 桃花町 南基成家를 訪问하엿다. 마침 甥姪女
가 잇서々 반가히 만나 이야기하고 夕食까지 甘喫하엿다. 이러한 
非常時라도 별로 困窮의 빛이 보이지 안케 지나는 모양이다. 두어
時间만에 滿洲 建國大学生 福鉉君이 드러와서 種々의 話題로 長時
间 談話하여 実로 愉快한 時间을 보냇다. 中에도 重要한 話題는 福
鉉君의 婚談인데 넌지시 妻妹 光鎭孃 紹介하엿다. 可謂 成事는 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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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이다. 十時半頃에 떠나서 福鉉君의 䬻送으로 電車를 탓다. 帰家
한 時는 벌서 11時가 지낫다. 新闻을 보고 12時過에 就睡하다.

15(至.二九.) 木 淸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后 一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니 마
침 李允宰氏가 編輯主任으로 온다고 한다. 오래 이야기하여 보앗스
나 別로 確実한 決定은 업섯다. 仁述君의 請으로 李允宰와 三人이 
平壤楼에 가서 餠湯을 喫하엿다. 다시 新闻社에 와서 時间을 空費
하다. 新年號 新闻의 校準 볼것이 아직 되지 못하여 거저 도라왓다. 
夜에 李載甲君이 来訪하여 数時间 冷房에서 焜炉에 対坐하여 茶水
를 飮하면서 数時间 談話하다. 12時過에 就睡하여 寒苦로 穩眠치 
못하엿다. 

16(至.卅.) 金 淸 冷
午前 8時半 起居. 体操. 聖経. 12時頃에 出门하여 基督新闻社에 가
서 모처럼 新闻校準을 보앗다. 夕陽에 도라오는 길에 大同出版社에 
다녀왓다. 夕食后 8時頃에 隣居 柳廷烈君을 往訪하엿더니 따버리는 
모양이다. 空還하여 甚히 不快하엿다. 모든 것이 나의 自取之禍오 
或은 攝理라고 할가? 아 畢竟 事必帰正이 될것이다. 新闻을 両日分
을 읽엇다. 11時半頃 就睡하다.

17(十二.一.) 土 晴 極寒  朝零下21°?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半頃에 柳廷烈氏를 往訪하여 
鍾路 金融條를 期限滿了로 利子라도 納入하여 달라고 말하엿더니 
却之를 받고 空還하다. 朝食后 十二時頃에 出门하여 基督新闻社에 
가서 新闻 校準을 보앗다. 午后 4時에 中央靑年会 理事会에 往参하
니 積立金 五萬円으로 土地를 買入하여 收入이 늘게 되엇다는 것이 
特別한 報告이다. 事業으로는 아모것도 업고 오직 職員敎員들의 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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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 올렷다는 것이 重要事이다. 闭会后 9人이 大観園에 가서 支那料
理로 晩餐을 함께 하고 種々의 笑談이 잇섯다. 8時頃에 帰家하다. 
新闻을 좀 읽고 12時前에 就睡하다.

18(十二.二.) 日 淸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 安國町礼拜堂에 往하여 
新年 처음으로 說敎를 試하다. 亦是 前主日의 말하던 “壬午所感” 
卽 말로(묵시6:1-8) 말하여 꽤 興味잇게 들은듯하다. 此는 第二回의 
演壇이다. 闭会后 午后 一時頃에 帰家하다. 小憩後 午后 4時頃에 
出门하여 天然町 始元君을 訪问하엿다. 마침 出他한 故로 기다리기
로 하고 室內에 드러안저 令允 奭冀君과 이야기하고 얼마後에 라듸
오를 듣고 新闻도 보고 또 저녁에 虎済君이 와서 良久 談話하엿다. 
数時间을 기다려도 主人은 오지안코 夕飯까지 내와서 甘喫하엿다. 
10時半頃에야 主人이 도라와서 良久 談話하고 明日 다시 맛나기로 
約束하고 도라오니 安國町 電車는 벌서 끈허젓다. 할수업시 鍾路서
부터 徒步로 帰家하니 벌서 午前 一時頃이다. 妻君의 看護로 就床
하엿다.

19(十二.三.) 月 淸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出门하여 新闻社에 
가서 校正을 보고 午后 2時半頃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金80円을 貸
與함으로 매우 고맙게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鍾路 金組에 가서 
2100円 借用金 利子 及 元金 十円을 納入하다. 이리하여 또 六個
月 延期하엿다. 이것이 柳廷烈氏의 德이다. 用務를 마치고 우돈집
에서 12㦮어치 요긔를 하고 帰社하여 原稿를 整理하다. 午后 5時半
頃에 退庁하다. 今夕에 또 妻君의 氣分이 조치 못하다. 新闻 린 
것을 읽고 “聖書之言”도 좀 읽고 11時에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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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十二.四.) 火 淸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原稿紙와 치위와 싸훳다. 午后 5時頃에 帰家하여 卽時 朴在浩翁을 
訪问하고 客臘에 借用한 金百円을 還償하다. 茶果를 내와서 良久 
談話하다. 乘暮 帰家하니 崔相寿君이 来訪하다. 長時间 談話하고 
보낸後 明日 南大门礼拜堂 勉励靑年会에서 할 講演을 準備하다. 
12時過에 就睡하다.

21(十二.五.) 水 曇   大寒  溫度稍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니 新闻 第百五十
六號 納本이 나왓다. 꼭 二十日만이다. 原稿를 整理하고 大同出版
社에 一次 往復하엿다. 午后 5時頃에 帰家하여 夕食을 마치고 바루
(6時半頃) 出発하여 南大门礼拜堂에 갓다. 電車가 甚히 煩雜하여 
40分间을 費하여 七時十分頃에 到着하엿다. 이는 本敎会 勉励靑年
会 主催의 特別講演会인데 近來 集会規定으로 因하여 水曜祈禱会
를 利用한다 云. 会場에는 男女靑年 百餘名이 整然히 着席하여 잇
서々 近年엔 이러한 靑年의 会席에서 말하는 일이 업섯스므로 매우 
반갑고 도리어 가슴이 울렁거렷다. 마치 오라간만에 반가운 사람을 
맛난듯이. 鄭東錫会長의 紹介로 演壇의 人이 되어 거진 一時间이나 
말을 하게 되엇는데 聽衆은 매우 靜聽하엿다. 室內에 煖炉가 업스
므로 매우 치운 것은 遺憾이엇다. 題는 “내가 나 된것은 하느님의 
은혜로 由함이라”라는 標語이다. 第三回의 演壇이다. 闭会后에 別
室에서 茶果会가 잇서々 좀더 坐談을 하고 10時頃에 辞帰하다. 帰
家后 妻君이 茶를 準備하여 주어서 고마웟다. 新闻을 좀 읽고 12時
過 就睡하다. 

 22(十二.六.) 木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二時에 登庁하니 모처럼 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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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出來하다. 다음號 原稿를 準備하기에 매우 바뻣다. 今日은 꽤 
紧張한 一日을 보냇다. 靑年会 浴室에 故障이 잇서々 鍾路湯에 가
서 沐浴하다. 乘暮 帰家하다. 모처럼 나온 新闻을 郵便局에서 退却
을 마저 도로왓다. 新闻을 꺽구로 封한 것이 만키 때문이다. 可笑可
歎이다. 夕食后 昨日 新闻까지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昌根과 海元
에게 各々 葉書를 付送.

23(十二.七.) 金 晴 稍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 出勤하다. 今日은 李允宰氏
와 함께 第157號 編輯에 盡力하엿다. 午后 5時頃에 退庁하다. 夜에
는 린 新闻을 읽고 11時半頃에 就睡하다. 今日은 紧張한 一日을 
지난듯하여 愉快하다.

24(十二.八.) 土 晴 稍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出门하여 新闻社에 
가서 原稿 十枚쯤 썻다. 救世團 高橋天輝(鄭寅笑)君의 請邀로 某支
那料亭에서 午食을 同卓하고 移時 懇談하니 要件은 君이 経営하려
는 敎化事業을 함께 하자는 要請이다. 于先 承諾하엿다. 電車回数
券(一円)을 寄附하므로 固辞하다가 마츰내 好意를 拒絶치 못하여 
그대로 받엇다. 나는 敦岩町行 電車票를 사가지고 訥齊 族叔을 往
訪하기로 하엿다. 그런데 電車가 어떠케 複雜한지 近一時间을 費하
여 6時頃에 그 宅에 到着하니 마침 夕飯時间이라. 同卓하기를 固請
하는 故로 應하엿다. 主人公과 数時间에 亘하여 门月 談을 交換하고 
12時가 가까워서 나섯는데 電車로는 苑南町까지 와서는 徒步로 帰
家하엿다. 妻君은 一言도 업시 迎接하여 주엇다. 翌午前 一時頃 就
睡하다.

 25(十二.九.) 日 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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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崔
牧师의 說敎를 듣고 帰家后 新闻을 考阅하엿다. 夕陽에 甥姪女 昌
根이 金熙鍾君을 伴하여 来訪하여 夕食을 同卓하고 長時间 懇談을 
交換하다. 君은 方今 神経衰弱으로 療養中인에 來月 十六日을 婚礼
日로 定하엿다 하니 그동안이라도 快復이 되엇스면 다행이다. 오직 
神의 攝理에 맷길뿐이다.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今夜에는 
모처럼 溫室이 過하여 도리어 安眠이 못되엇다.

26(十二.十.) 月 晴 和
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 十一時에 出门하여 安國郵便局에
서 水道稅를 내엇다. 新闻社에 가서 高橋天輝氏의 論文 一篇(和文)
을 鮮訳하엿다. 午后 5時頃에 退庁하다. 夜에는 崔相寿君이 来訪하
여 長時间 茶話를 交換하다. 12時頃 就睡하다. 昌根 下鄕.

27(十二.十一.) 火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社說 一篇을 썻
다. 午后 3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社交室에 한참 안젓다
가 乘暮 帰家하다. 夕에 妻君은 講演会에 갓다오고 나는 新闻 보기
에 汨沒하엿다. 11時 就睡하다.

28(十二.十二.) 水 晴 稍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午后에 金禹鉉과 李允宰 両氏가 와서 심々치 안엇다. 先是 
洪秉璇君이 와서 良久 談話하다. 乘暮 帰家하니 妻君은 亦是 感情
이 險惡하다. 一言도 交치 못하고 나는 新闻을 읽고 또 原稿를 좀 
썻다. 11時頃 就睡하다.

29(十二.十三.) 木 曇  風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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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十一時 登庁하여 終日 新闻 校正을 하
고 原稿도 좀 썻다. 点心도 먹을 時间이 업시 冷房에서 不息不休의 
勤労를 하엿다. 何如턴 紧張한 一日을 보낸듯하다. 乘暮 帰家하니 
妻君은 亦是 一言도 업시 氣色이 險惡하다. 夕食后에도 亦是 新闻 
一面을 校正하고 原稿 5,6枚를 썻다. 12時過에 就睡하다.

30(十二.十四.) 金 淸冷

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 10時頃 出门하여 大同出版社에 
들럿다가 그 길로 登庁하다. 今日은 再校보기와 “神의 恩”이라는 
說敎를 草하다. 午后 6時頃 帰家하다. 夕에 熙鍾과 昌根이 와서 留
宿하엿다. 오래 이야기하다가 12時過에 就睡하다. 마침 信済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31(十二.十五.) 土 曇冷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早朝에 宋斗用君이 昌根을 来訪하엿
다. 午前 十時半頃에 大同出版社에 들려서 新闻社에 出勤하다. 第
四面 再校를 보아주고 第158號 編輯을 맛첫다. 今日은 月終인 故로 
報酬라고 40円을 받엇다. 내가 글을 쓰고 남에게 돈을 받는 것이 
無理일런지도 모른다. 可笑 〃〃. 鄭寅笑(高橋天輝)君이 共同経営하
기 契約한다 한다. 鄭君은 總務局長이라 한다. 何如턴 되어가는 꼴
이나 보자.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崔相寿君이 来訪 12時까지 门月 談
을 交換하다. 新闻을 읽고 午前 一時頃에 就睡하다. 모처럼 溫突의 
感을 받엇다. 氣候가 매우 溫和하여진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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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十二.十六.) 日 雪后 晴和

午前 8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에 参하고 二月々捐金 一円을 納入하다. 午后 零時半頃에 帰家하
여 靜養하고 夜에는 敬烈이 와서 宇景의 公判이 4日이라고 傳言하
엿다. 昌根이 十時頃에 와서 留宿하다. 12時過에 就睡하다.

 2(十二.十七.) 月 曇 陰冷
午前 11時頃에 登社하다. 大同出版社에 가서 交涉하고 鍾路 某食
堂에서 午食을 喫하고 帰社하니 押收命令이 나렷다한다. 卽 第四面 
“馬에 対한 所感”으로 因하여 卽 壬午所感에서 忌諱된 것이다. 다
시 編輯하여 発行하기로 하고 明朝에 鍾路警察署 高等係에서 드러
오라는 命令이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原稿 二十三枚를 飜訳하
다. 翌午前 2時 就睡하다.

 3(十二.十八.) 火 晴冷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今日은 前例업시 朝飯을 일즉 마치고 
(9時) 出门하여 먼저 鍾路警察署 高等係에 갓다. 基督新闻 第一百
五十七號 押收된 事에 対하여 査问이 잇섯는데 壬午所感에 対하여 
黙示錄에 보인 馬의 硏究로 說明하고 断々 他意 업슴을 门开 陣하니 
적이 諒解가 된 모양이다. 約一時만에 나와서 基督新闻社에 가서 
第159號의 編輯을 고처하엿다. 午后 4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
浴하고 申公淑牧師의 請邀로 来主日 議政府敎会에 가서 說敎하기
로 하엿다. 帰路에 大同出版社에 들럿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읽고 
今夜에는 좀 일즉 就睡하엿다. 過去 数日間 늘 늦게 눕기따문에 몸
이 매우 疲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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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十二.十九.) 水 晴 冷 立春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俗 所謂 立春치위인지 꽤 차다. 
그러나 인제는 그처럼 酷毒한 치위는 업슬 것이다. 인제 쌀〃한 것
이 제법 春味가 잇다. 그러케 어렵던 치위도 지나고보니 잠간이다. 
도리어 섭々한 感도 잇다. 昨年 五月 以來로 더위와 치위를 꼼짝도 
아니하고 그 잘난 新闻에 붓잡혀서 歲月 가는줄 모르고 지낫다. 萬
事가 다 神의 恩이다.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新闻 校正을 
보고 새로 編輯도 하엿다. 午后 6時頃에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과 
“嘉信”을 읽고 11時頃에 就睡하다.

 5(十二.卄.) 木 曇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半頃에 出门하여 登庁하여 
新闻 第四頁을 再校하다. 原稿를 十餘枚를 쓰고 午后 4時半頃에 
退庁하여 武橋町 李鎬永代書所에 가서 李成萬君을 보고 親族会 決
議文을 作成하다. 그길로 鍾路에 와서 敦岩町行 電車를 타는데 鍾
路 四丁目에 数三十分을 기다리엇다. 마침 敬烈의 母子女가 다 잇
서々 반가히 맛나보고 益善町 家垈에 対하여 相議하다. 宇景의 公
判은 또 延期가 되엇다 한다. 乘暮 帰家하다. 夕食后 또 妻君과 感
情이 衝突되어 妻君은 울엇다. 참 世上에는 可笑可惜한 事도 만흔 
것이다. 이래서는 아모것도 할 맘이 나지 안타. 都是 世上이 다 귀
찬타. 11時頃 就睡하다. 

 6(十二.卄一) 金 曇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登社하여 新闻納本을 
檢阅하고 午后 2時頃에 益善町 商店에 가서 羅君과 交涉하고 다시 
雲泥町 李京来商店에 가서 交涉하다. 거긔서 도라오는 길에 우동 
一盃로써 饒飢하고 다시 登社하여 鄭寅笑(高橋)氏를 만나서 이야기
하엿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始元從이 来訪하여 長時间 談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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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其女 鳳烈의 培花 入学志願에 対하여 相議하다) 新闻을 읽고 
11時過에 就睡하다.

 7(十二.卄二.) 土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新闻社에 가서 新闻 印刷
를 알어보니 再明日 月曜日이나 되겟다 한다. 納本한지 四日만에 
発行하는 셈이다. 이것도 亦是 奇現象이다. 近日의 事物은 全혀 常
識으로 判断할 수가 업다. 新闻社도 新闻社이지마는 印刷所도 印刷
所이다. 可恠可笑이다. 元山 李暖洙牧師가 上京 来訪하엿다. 루시
高女는 公立으로 変更된다 云. 午后 2時頃에 敦岩町에 가서 寿元을 
보고 益善町 家々에 갓던 이야기를 하고 先後策을 指示하엿다. 今
日은 午后 3時半頃에 帰家하엿다. 妻君은 感情이 또 牴觸되어서 夕
飯도 짓치안코 이불 쓰고 드러누엇다. 나는 모처럼 장적을 좀 패주
엇다. 午后 7時頃에 外出하여 우동을 사먹고 도라와서 新闻을 읽고 
또 嘉信 一月號를 読破하다. 11時頃 就睡하다.

 8(十二.卄三.)   日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半에 朝食을 마치고 집을 나
섯다. 東京城駅에 到着한 時는 9時가 좀 지낫다. 9時24分発 議政府
行 列車를 탓다. 約 30分만에 議政府駅에 下車하니 申公淑牧師가 
기다려 주엇다. 함께 礼拜堂 住宅에 드러가서 一時间餘를 飮茶 
談하다가 十一時부터 礼拜堂에 나가서 먼저 大詔奉戴式을 挙行하고 
이어서 礼拜를 始作하엿다. 申牧師의 紹介로 敎壇의 人이 되엇다. 
向者 南大门礼拜堂에서 三日祈禱会에 말하던 问題 卽 “神의 恩”으
로 約 50分间 說敎를 行하여 不少한 感興을 주엇다. 此는 第4回의 
演壇이다. 午后 一時頃에 闭会하고 申牧師와 車在順(45年前 梨高에 
卒業한 女子)의 父親과 三人이 鼎坐하여 餠湯으로 午食을 喫하고 
長時间 三人이 懇談을 交換하여 자못 愉快하엿다. 午后 5時頃에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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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師와 同伴하여 市街를 暫時 散策하고 午后 6時一分発 京行車로 
도라왓다. 오는길에는 汽車와 電車가 너무 複雜하여 겨우 한몸을 
실려왓다. 帰家한 時는 이미 七時가 훨신 지낫다. 妻君은 亦是 一
言도 업시 벙어리劇을 한다. 참 奇恠罔測한 性貭이다. 어찌면 所謂 
家長이 終日 어듸를 갓다와도 人事 한마듸가 업슬가? 무슨 원수가 
잇나? 아모리 칩고 어두운 밤中에 드러와도 좀처럼 人事를 하는 법
은 업다. 学校에나 아니 간 여자 같으면 배우지 못하여서 그러타고
나 할 것이다 마는 小学 中学을 다하고 神学校까지 마처서 牧師資
格까지 잇는이가 저 꼬락선이니 대처 무슨 까닭일가? 물론 나에게 
感情―不滿을 가지고 그러한 모양이겟지만 그것도 程度가 잇지 아
니한가. 都是 알수업는 人物이다. 何如턴 普通 사람의 頭腦는 아니
다. 一種의 変態心理者이다.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9(十二.卄四.) 月 晴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新闻 第158號
가 出來한 것을 보앗다. 新闻 한장 나오기 참 어렵다. 가믐에 콩나
듯 한다더니 정말 그러하다. 六處에 新闻을 付送하다. 午后 2時頃
에 元翊常牧師의 請邀로 本町 森永洋食店에 가서 런치를 먹고 良
久 対話하다 다시 帰社하여 原稿를 솜 쓰랴다가 鄭寅笑君이 来訪하
여 이야기하고 日暮 帰家하다. 妻君의 感情은 依然 險惡하다. 나는 
될수 잇는대로 調和하도록 努力하엿지만 別로 效果가 업섯다. 夕에 
新闻을 읽고 10時頃에 就睡하다.

10(十二.卄五.) 火 晴 冷 風强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李萬珪氏에게 電話로 始元의 女 鳳烈의 入学을 付托하다. 
午后 4時半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乘暮 帰家하다. 近日 
寒威는 자못 酷毒하여 立春 以前보다 더한듯하다. 此亦 乖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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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夕에도 妻君은 一言도 업다. 그러케 치운데 드러오는 남편을 보
고도 본체만체하고 말도 한마듸 업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
는 試鍊이오 恩惠의 一種이다. 夜에는 “嘉信” 舊號를 多読하다. 11
時頃 就睡하다.

11(十二.卄六.) 水 晴 風 紀元節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酷寒이다. 午前 11時에 登庁하
여 終日토록 新闻을 校正하다. 午后 5時過에 退庁하다. 夕食后 始
元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니 其 鳳烈의 培花 志願한 件에 対하여 
相議하엿다. 子女 入学에 対하여 애쓰는 것은 如干 정성이 아니다. 
어떠케라도 入学이 되엇스면 얼마나 조흘가. 보낸후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12(十二.卄七.) 土 晴 酷寒 風强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新闻 再校를 
보고 原稿를 좀 썻다. 午后 6時頃에 李德象君을 請邀하여 北京園에
서 夕食을 同卓하면서 门月 談 一時间餘에 걸렷다. 今夜는 灯火管制로 
因하여 帰家에 매우 困難하엿다. 夜에는 原稿를 쓰기에 午前 一時
에 겨우 就席하여 安眠치 못하엿다.

13(十二.卄八.) 金 晴 酷寒 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新闻을 全部 
O.K.를 노핫다. 原稿를 数十枚 쓰고 午后 6時頃 退庁하다. 夜에는 
凍筆을 呵하면서 社說 一篇(安息日과 예수)을 書了하고 12時過에 
就睡하다. 連日 睡眠이 不足하여 좀 疲困하다.

14(十二.卄九.) 土 曇 冷
午前 8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原稿를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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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李允宰氏가 所謂 한글綴字法을 가지고 强辯臆說을 하면서 感
情的으로 言色이 甚히 不快하엿다. 나는 거저 참고 싸홈까지는 이
르지 안코 말엇다. 午后 5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 乘暮 
帰家하다. 沈勉根에게서 電話가 왓는데 昌根의 結婚式은 또 延期하
엿다는 것이다. 今夜에도 妻君과 感情이 몹시 傷하엿다. 李載甲君
과 夕陽에 함께 某茶店에서 喫茶하고 이야기하엿다. 10時過에 就
睡. 今日 모처럼 点心요긔를 좀 하려고 鍾路料亭에 갓다. 쏩 한보
우와 면보 小片에 50㦮을 費하엿다. 아주 맹랑한 짓을 하엿다. 50
㦮을 가지면 적어도 三日 点心요긔를 할것이다. 

15(一.一.) 日 晴 稍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上水道 고친다고 水道局에서 工夫가 
왓다가 갓다. 午前 11時頃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拜에 参하고 午
后 零時半頃에 나오다가 水夫를 좀 보려고 桂洞町까지 갓섯다. 舊
正月一日이라고 다 노는 모양이다. 午后에 崔相寿君이 来訪하다. 
夕陽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歲拜를 하엿다. 金組에 新村 李萬珪氏를 
往訪한 報道를 듣엇다. 마침 光鎭孃이 元山에서 上京 来訪하다. 夕
食后 妻君은 紅把町 其妹家에 갓다. 今朝에 中央靑年会 第三九年
会 報告를 받엇다. 11時 就睡.

16(一.二.) 月 晴 稍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第159號 新闻
이 나온 것을 보앗다. 新嘉坡 陷落된 報를 듣고 社說 一篇을 草하
엿다. 今日은 編輯室에 홈자 잇섯다. 乘暮 帰家하니 始興 妹弟와 
桃花町 甥姪女가 와서 반가히 이야기하엿다. 今夜에는 妹弟와 談話
하다가 늦게 就睡하여 安眠치 못하다.

17(正.三)  火 晴  朝小雪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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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新闻社에 가는 途中 桃花
町 甥姪女를 맛나서 昌根의 면사뽀를 얻어 오겟다는 말을 듣고 그
길로 도라갓다. 今日 午后 編輯을 始作하엿다. 午后 4時頃에 靑年
会舘에서 沐浴하다. 日暮 帰家하니 始元이 다녀갓다 한다. 今夜는 
10時半頃에 就睡하여 모처럼 安眠하다. 新京 南福鉉과 敦岩町 寿
元에게 各々 葉書를 썻다.

18(正.四.) 水 曇 夕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新闻社에 가는길에 安國
礼拜堂에 들러서 崔牧师를 보고 21日 昌根의 婚式에 対하여 付托
하다. 新闻社에 가서 홈자 終日 原稿를 整理하고 始元이 来訪하고, 
吳天泳牧師도 来訪하다. 모처럼 新闻을 組版을 좀 하여 보앗다. 乘
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19(正.五.) 木  晴 雨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다. 今日은 李允宰
가 나와서 같이 編輯하엿다. 始元이 来訪하다. 李萬珪와 李德家君
에게 電話로 이야기하엿다. 乘暮 帰家하니 始興 沈勉根君이 来訪하
여 昌根의 婚姻費用으로 金20円을 내준다. 虎済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近日 新闻은 新嘉坡 陷落
에 関한 記事로 滿載되엇다.

20(正.六.) 金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 安國礼拜堂에 가서 崔牧
师를 보고 明日 昌根의 婚礼에 対하여 相議하다. 그길로 典洞(公平) 
薔薇礼式部에 가서 婚式場에 놀 花盆 一雙과 新郞新婦의 花章을 
約束하다. 寫眞代 十円까지 先給하엿다. 午后 零時에 新闻社에 가
서 第160號 新闻을 組版하여 大同印刷所에 보내고 午后 2時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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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民舘에 가서 崔承喜 舞踊을 観览하엿다. 東洋趣味로 轉換한 것은 
亦是 時代色이라 할가. 그러나 너무 單調하고 템포의 느린 것은 그
러케 조아뵈지 안는다. 何如턴 半島가 난 舞姬로서 심々치는 안타. 
午后 4時頃에 闭会하다. 우동 一盃로써 饒飢하고 新闻社에 도라와
서 始元을 맛낫다. 高橋天輝氏를 맛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帰家하니 
外從孫 任明淳이 来訪하엿다. 夕食을 함께 하고 함께 安國町까지 
나갓다. 李炳燉이 来訪하여 昌根의 婚袊에 対하여 이야기하다. 今
夜에 中央靑年会 第三十九回 總会이다. 나는 今年에 理事가 滿期라
고 改選하는데 落選이 되엇다. 十六年间의 靑年会理事는 今日로써 
淸算하엿다. 可謂 시원섭々이다. 10時頃에 帰家하니 昌根과 金熙鍾
君이 始興에서 上來하엿다. 良久 談話하고(明日 婚礼에 対하여) 12
時頃 就睡하다.

21(正.七.) 土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昌根과 熙鍾을 同伴
하여 安國礼拜堂에 가서 式場을 보고 崔牧师를 相面케 하엿다. 나
는 礼式部에 가서 花章이 準備되엇는지 말하여두고 다시 집으로 와
서 午食을 会喫하고 我家에서 新郞新婦와 順娘의 內外와 우리 夫
婦와 桃花町 甥姪女 会元과 合하여 總出動으로 安國礼拜堂 式場에 
가서 崔牧师의 主礼로 昌根 熙鍾 両人의 婚礼를 挙行하다. 未備한
대로 礼式은 無事하게 行하엿다. 食后에는 바루 紀念寫眞을 박이고 
(寫眞에는 新郞新婦를 中心으로 하고 主礼 崔牧师 及 余와 新郞의 
父親 新婦의 母親 合 六人이엇다.) 其后에는 바로 新郞의 本家 隄
川을 向하여 떠나기로 하엿다. 自働車로 東京城駅까지 가는데 新郞 
新婦와 新郞의 父親과 同婿되는 沈勉根이 同乘하다. 昌根의 母親은 
電車로 停車場까지 가려는 것을 挽留하여 고만두고 自己 媿四寸 同
세에게로 갓다. 모든 것이 時间이 解決해준다. 이것도 亦是 시원
섭々하다. 나도 집에 와서 옷을 가라입고 또 黃金町 雅穌園에서 门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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催하는 科学普及 座談会에 往参하여 座談会이면서도 나는 말 한마
듸도 안코 먹기만 굉장하게 하엿다. 無意味한 会合임을 느낄뿐이다. 
午后 8時頃에 帰家하다. 今日은 꾀 바뿐 時间을 보내고 몸도 좀 疲
困하여 比較的 일즉 就睡하여 五時间쭘 熟眠하다. 敬烈 왓섯다.

22(正.八.) 日  晴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頃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拜에 参하고 闭会后에 그길로 培花高女에 가서 李萬珪氏를 訪问
하고 始元의 딸 鳳烈을 付托하다. 李德鳳氏는 出他 未会하다. 天然
町 始元의 家를 往訪하니 始元은 업고 鳳烈만 보고 試驗에 対한 
準備를 잘 하도록 하엿다. 帰家하는 途中에 시장하여 支那料理屋에
서 饒飢하엿다. 会元이 昨夜부터 身熱 頭痛이 甚한 모양이다. 今朝
에 虎済君이 来訪하여 门开 城에 간다고 하여 金敎臣과 都相祿君에게 
付刺하다. 夜에는 会元의 薬 먹는 것을 보고 新闻을 읽고 11時過에 
就睡하다.

23(正.九.) 月 曇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午后 6時頃 帰家하다. 始元이 新闻社로 暫時 来訪하엿다. 
洪鍾肅牧师 来訪하다. 夜에는 過食한 罰을 톡々히 받어서 安眠치 
못하엿다.

24(正.十.) 火 朝小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高橋天輝氏 懇請에 依하여 (皇道宣敎会 発起人 中에 들어달라
는) 承諾하엿다. 이것도 神의 攝理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福音宣
布에 献身할 覚悟를 가젓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始元의 来訪으
로 長時 談話하다. 鳳烈 娥가 今日 入学試驗에 잘 되엇다는 報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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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時頃 就睡하다.

25(正.十一.) 水 曇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第百六
十號를 校正하기 始作하여 終日 이것으로 汨沒하엿다. 始元이 暫時 
来訪하다. 乘暮 帰家하다. 堤川 昌根에게 一書를 付送하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疲労로 因하여 10時前에 就床.

26(正.十二.) 木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宇景의 本家에 가
서 昨日 平壤 公判消息을 물어보앗다. 別로 반가운 말이 업고 三月
四日에 判決言渡가 된다 한다. 徒步로 新闻社에 가서 新闻 校正과 
原稿쓰기에 日暮하엿다. 乘暗 帰家하니 始元이 来訪하고 다음에 虎
済君이 와서 门开 城 松中補缺에 対하여 이야기하엿다. 10時后에 執筆
하고 原稿 十餘枚를 썻다(訳文). 翌午前 一時 就睡 安眠치 못하다.

27(正.十三.) 金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半頃에 登社하여 新闻에 
O.K.를 주엇다. 第161號 編輯에 着手하다. 夕陽에 始元이 来訪하여 
培花高女에 鳳烈의 入格與否를 電話로 물어보니 安心하라는 答을 
듣고 매우 愉快하엿다. 始元은 勿論이다. 日暮 帰家하니 昌根으로
서 편지가 잇고 婚費 十円 為替金을 送来하엿다. 마침 婚式寫眞을 
받엇다. 夜에는 空然히 妻君의 癎癪이 이러나서 한참 活劇을 演하
엿다. 可笑可愧이다. 今夜는 昨夜의 못잔 대신 熟睡하엿다.

28(正.十四.) 土 淸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홀로 朝食을 마치고 一
言도 업시 登社하여 第160號 新闻의 納本을 보고 161號 編輯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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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엇다. 培花高女 李萬珪氏와 李德鳳先生에게 電話로 今番 鳳烈(始
元의 次女)의 入学된데 対하여 致謝하다. 午后 4時半부터 北京園에
서 科普協会 理事会에 参하여 晩餐을 共卓하면서 会議하엿다. 和信
百貨店에서 昌根의 婚礼式 主礼牧師에게 선물을 좀 삿다(礼服 넥타
이 一件과 白掌匣 一件 合 5.40이다). 帰路에 安洞礼拜堂에 들러서 
선사品을 傳하엿다. 帰家하여 亦是 妻君과는 一言도 不交하고 新闻
을 읽엇다. 韓佐鍵君의 書를 接読하다. 12時過에 就睡하다.

 1(正.十五.) 日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韓佐鍵君이 上京 来訪
하니 親友의 女를 引率하고 貞信女学校에 入学하려고 왓다고 請托
하는 것이다. 十一時頃에 나는 礼拜堂에 가니 마침 安國礼拜堂 刱
立紀念礼拜라 한다. 意外에 李汝漢牧師가 와서 說敎하엿다. 참말 
반가히 맛나보고 崔巨德牧師의 請邀로 李牧師와 함께 午食을 同卓
하면서 長時间 爐邊门月 談을 交換하엿다. 午后 2時半頃에 分手 帰家
하니 韓佐鍵君이 다시 貞信入学 志願者의 番號를 가지고 와서 606
號 玉川春子라고 말하여 番號가 記憶하기 쉬운 글자라고 서로 우섯
다. 夕食을 同卓하고 分手한 后 崔相寿君이 来訪하여 夜深토록 이
야기하엿다. 12時過에 就睡.

 2(正.十六.) 月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에 出门하여 鍾路金組에 往
하여 住宅의 建坪을 考阅하엿다. 新闻社에 가니 十一時가 조금 못
되엇다. 第百六十號가 出來하엿다. 各處에 送付할 것을 맛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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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佐鍵君이 来訪하고 또 始元君이 来訪하다. 午后 6時頃에 蓮池町 
貞信女学校에 가서 韓永振 校長의 住宅을 알아보니 惠化町 五ノ三
四라 한다. 그길로 惠化町에 가서 찾는中 意外에 辛義卿女史를 맛
나서 길을 引導하여 주엇다. 한참 애를 써 찾엇다. 韓氏는 創氏한 
氏名이 全然 달러저서 都是 짐작이 업다. 먼저 그 夫人이 나와서 
迎接하엿다. 主人公을 보고 來意를 詳述하엿다. 卽 606號의 玉川春
子의 入学의 件이다. 무슨 效力이 잇을가? 茶果의 接待를 받고 約
半時만에 作別하엿다. 집에 도라오니 벌서 8時가 지낫다. 妻君은 
亦是 一言도 업다. 한참 누엇다가 夕飯을 먹고 나니 9時頃이다. 新
闻을 읽고 12時過에 就睡하다.

 3(正.十七.) 火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 出门하여 11時 前에 登社
하다. 今日은 說敎 一篇을 썻다. 二月 給料라고 50円을 받엇다. 原
稿料로 하여도 至廉한 것이다. 내가 쓴글이 数千의 読者에게 읽혀
지는것만 기쁨으로 알 것 뿐이다. 午后 5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高橋天輝君과 同伴하다). 今夕에도 妻君과는 一語도 不交
하다. 何如턴 彼女의 心理도 一種의 変態的이다. 이것은 結局은 相
対者를 괴롭게 하는것보다는 自己가 먼저 괴롭게 되는 것이다. 新
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4(正.十八.) 水 晴后曇 夜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安國町郵便局에 往하
여 熙鍾(堤川)에게 寫眞을 付送하고 東京 矢內原忠雄氏에게 “嘉信”
代 先金 1.80円을 付送하다. 新闻社에 가서 原稿 15餘枚를 쓰고 
乘暮 帰家하다. 李載甲君이 新闻社로 来訪하다. 任明淳의 편지가 
와서 光信商業에 其子를 請托하여 달라는 것이다. 夜에 妻君이 敬
烈의 学費를 가지고 敦岩町에 갓다. 11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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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正.十九.) 木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半頃에 楽園町 光信商業学
校(前 協成実業) 校長 白南薰氏 往訪하엿다가 만나지 못하고 新闻
社에 가서 終日 原稿紙와 싸웟다. 午后 5時半頃에 나와서 敎文舘에
서 新約全書 一冊을 買求하여 堤川 金熙鍾君에게 結婚紀念으로 送
付하다. 帰路에 三淸町 35ノ191 白南薰氏를 往訪하여 任玉彬 入学
의 件을 請托하다. 오다가 宇景의 消息을 물어보니 아직 詳細한 일
은 모른다 云. 帰家 夕食后에 洪寅基君의 令息 錫範君이 来訪하여 
今春에 昭和工科学校(夜学)를 卒業하는데 費用이 数十円이라고 좀 
도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吾鼻가 数三尺이니 어찌할 수가 업다. 
다만 맘만 상할뿐이다. 이것도 試驗이다. 지금 내 處地에 対하여도 
物貭을 請求하는 人이 잇다. 10時過에 就睡하다.

 6(正.卄.) 金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半頃에 出门하여 郵便局에 
들럿다가 新闻社에 가니 新闻 第161號 初校 볼것이 왓다. 오늘 終
日 밤까지 四面 初校를 마치고 昌根의 편지를 보고 答狀을 좀 길게 
썻다. 宇景은 畢竟 有罪 判決이 된 모양이다. 참 가엽슨 일이다. 靑
年의 前途가 딱하다. 부리럽시 関心이 적지안타. 12時頃 就睡하다. 

 7(正.卄一.) 土 晴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에 出门하여 大同出版社에 
들러서 基督新闻 第百六十一號 四面 初校를 傳致하고 登社하니 10
時半頃이다. 今日도 終日토록 新闻 四面(全部)을 再校하여 O.K.를 
노하 주엇다. 그리고 原稿도 十枚쭘 썻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明淳에게 答狀을 쓰고 10時頃 就睡. 

 8(正.卄二.) 日 晴後曇 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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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에 参하고 帰家하여 終日 禁食하고 聖書를 읽엇다. 新闻도 읽고 
夜에는 黑崎氏 復活の生命에서 만흔 興味를 느끼엇다. 12時近에 就
睡하다. 今日은 第三回 大詔奉戴日이라하여 各種의 式이 잇섯다. 
長谷川町 京城靑年会舘에서는 联合 各敎派가 모하서 祈禱会를 한
다 云. 崔常寿君이 韓英字典을 借去하다.

 9(正.卄三.) 月 朝雪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 出门하여 大同出版社에 다
니어서 登社하여 原稿 15枚를 쓰고 新闻納本이 나와서 考阅하여 
訂正할 것을 일러주엇다. 韓佐鍵君이 新闻社로 来訪하여 良久 談話
하고 明日 岡崎 野崎病院에 入院하겟다고 말하엿다. 帰路에 家政女
学校長 李淑鍾女史를 往訪하여 맛나지 못하고 留刺하고 왓다. 玉川
春子의 入学의 件이다. 途中에서 崔常寿君을 보고 韓英字典 改裝할 
것을 委托하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10(正.卄四.) 火 晴 陸軍紀念日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社하여 終日 原稿 쓰
기와 新闻 161號가 出來한 것을 各處에 付送하기로 終日 汨沒하고 
日暮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乘暮 帰家하다. 夜에는 亦 新闻
을 읽다가 몹시 疲困하여 11時頃 就睡하다. 

11(正.卄五.) 水 晴和
午前 8時 起眠. 聖経. 体操. 堤川 金熙鍾 及 昌根의 書를 받어 반
가히 읽엇다. 午前 11時에 新闻社에 나가서 原稿 十餘枚를 쓰고 趙
陳九君으로 더부러 갓치 일하엿다. 近日 新闻은 蘭印 降伏의 件과 
陸軍紀念日의 記事로 滿載하엿다. 夕陽(六時)에 退庁하여 岡崎町 
野崎痔病院에 가서 韓佐鍵君을 訪问하고 約一時间 談話하고 帰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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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食하니 벌서 9時가 가까웟다. 新闻을 읽다가 疲困을 不勝하여 就
睡하니 12時頃이다. 金熙鍾에게 一葉을 쓰다.

12(正.卄六.) 木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社하여 原稿를 좀 整
理하고 高橋天輝氏의 請으로 午食을 同卓하고 午后에 金容基長老
와 呂君이 来訪하고(楊州奉安敎会) 마침 奉天 金信根長老가 来訪하
여 良久 談話하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
睡하다.

13(正.卄七.) 金  雨細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 上水道를 修繕하다. 徒步로 
冒雨하고 登社하니 벌서 12時頃이엇다. 今日은 終日 原稿를 整理하
고 組版을 始作하엿다. 乘暮 帰家하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日々之
基督 一日分을 訳하고 11時半頃 就睡하다.

14(正.卄八.) 土 細雨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半頃에 登社하여 終日 新
闻編輯을 마첫다. 午后 5時半頃에 第百六十二號 編輯原稿를 出版
所에 보냇다. 乘暮 帰家하니 妻君이 豚肉을 얻어다 料理하여 주어
서 夕食을 甘食하엿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復活の生命을 읽고 11
時頃 就睡하여 寒氣로 因하여 安眠치 못하엿다.

15(正.卄九.) 日 曇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에 参하고 闭会后 바루 岡崎町 野崎病院으로 韓佐鍵君을 往訪하
여 長時间 談話하다. 夕陽에 帰家하여 夕食后 妻君과 또 感情이 傷
하여 아모말 업시 신문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滄川町 21番地 基



30

址에 対하여 区㓰整理費라고 108円의 临時稅金이 나왓다. 참 긔막
히는 일이다. 都是 내라는 것 뿐이다.

16(正.卅.)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八時에 齋洞町 玉璿珍氏를 往訪
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오는 길에 花门开 町에 崔常寿君을 訪하여 玉
川春子의 明星入学을 委托하엿다. 帰家 朝食后 10時半頃에 出门하
여 十一時半에 登庁하다. 原稿를 数十枚 쓰고 点心도 缺하엿다. 普
專 玉氏에 電話를 걸어서 某 卒業生을 調査하여 달라고 付托하고 
延專 兪億兼氏에게 金原熙昌君을 付托하고 光信商校 白南薰氏에게 
豊川玉彬을 付托하다. 今日은 매우 紧張한 一日을 보냇다. 乘暮 帰
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17(二.一.) 火 晴后曇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食前에 齋洞 六ノ二 玉璿珍氏를 往訪
하여 昨日 電話로 約束한 該校 卒業生 李熙鍾君의 身分을 알어보
앗다. 帰家 朝食后 10時半頃에 出门하여 11時에 登庁하여 終日 原
稿를 썻다. 今朝에 玉子, 春子 兄弟가 韓佐鍵君의 편지를 가지고 
来訪하엿다. 그래서 夕陽 帰途에 崔常洙君을 訪问하고 玉川을 申托
하다. 午后 5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李春昊氏에게 金熙昌君
의 延專 入試를 紹介하엿다. 夕食后에 新闻을 읽고 原稿를 좀 쓰랴
다가 困眠으로 고만 就睡하다. 11時頃이다.

18(二.二.) 水
午前 6時半 起居. 体操. 聖経. 灯下에 日誌를 쓰다.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原稿 数十枚를 썻다. 帰家 夕食后 內從孫 豊川明淳이 其
子 玉彬을 引率하고 光信学校 入学試驗에 應코저 上京하엿다. 夜에 
明淳과 長時 談談하고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楊州 瓦阜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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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安敎会 金容基長老의 書를 接読하다(新闻社로 왓다). 昨暮에 崔
常寿君을 訪问하다. (玉川春子의 入試에 関하여) 二月 以來로 都是 
끝이 나지 아니한다. 이따위 일로 時间과 精力을 費하는것도 무슨 
良果가 잇는가 実로 迷惑일뿐이다.

19(二.三.) 木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原稿를 整
理하고 終日 無味하게 보냇다. 申公淑牧師를 만나서 明日 다시 만
나기로 約束하엿다. 帰家 夕食后 豊川明淳이 其子 玉彬을 다리고 
와서 同宿하고 良久 談話하다. 今夜에는 朝夕에 豬肉을 過食한 까
닭인지 消化가 不良하여 終夜 安眠치 못하고 새벽부터 설사와 嘔吐
를 하고 元氣가 大敗하엿다.

20(二.四.) 金 曇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朝夕을 缺하다. 心身이 매우 不平하다. 
午前 11時頃에 登社하여 新闻 校準을 보고 午后 一時頃에 申公淑
牧師의 請邀로 世專食堂에 가서 午食을 함께 하고 그의 令孃 恩姬
를 初面 人事를 하엿다. 이것은 漠然한 간선하엿다. 帰社后 다시 
新闻 校準으로 日暮까지 하고 帰家后 今夜에는 편히 쉬엇다. 昨日 
過食의 罰을 톡〃히 받엇다.

21(二.五.)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에 白南薰氏를 其私邸로 往訪
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留刺하엿다. 午前 10時에 新闻社에 가서 
終日 新闻 校準보기에 몹시 汨沒하엿다. 그리고 編輯도 今日로 마
치엇다. 夕에 楊州 奉安敎会 金容基長老에게 付答하다. 近日은 訃
告와 婚姻請牒과 卒業式 請牒이 심〃치 아니하게 온다. 이것도 업
는 것보다는 심〃치 안타. 게다 入学試驗請은 참 질색이다. 請하는 



32

것은 대개 成績이 不良한 者이다. 今夜에는 좀 일즉 자 보랴 한다.

22(二.六.) 日 晴后曇 夜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安國町礼拜堂에 가서 朴
熙明牧師의 說敎를 듣고 興味 잇섯다. 闭会后 岡崎町 野崎病院內 
韓佐鍵君을 往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午后 4時頃에 桃花町 南基成
君을 往訪하여 夕飯을 同卓하고 良久 懇談을 交換하다. 10時頃에 
帰家하니 崔常寿君이 来坐하엿다. 向托한 玉川春子의 入学은 겨우 
候補生으로 너허 주엇다하며 條件附로 하엿다 云. 崔君과 作別한 
后 妻君과 모처럼 談話를 길게 하여 翌午前 一時頃 就睡하다. 鏡城 
故 李雲協氏 紀績碑 除幕式에 来参하여 달라는 電報이다.

23(二.七.) 月 細雨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終日 新闻으로 
더부러 싸워서 第百六十二號 納本이 되엇다. 鏡城 李雲協氏 紀績碑 
除幕式에 往参치 못하여 未安하다는 答狀을 보냇다. 冒雨 帰家하
다. 玉川春子의 明星 入学이 発表되엇다. 아주 難産이엇다. 新闻을 
읽고 12時 就睡하다.

24(二.八.) 火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5分前 登庁하여 終日 原稿 
쓰기와 午后 2-4時 会元을 다리고 沐浴하기에 時间을 만히 보냇다. 
今日 新闻이 나왓다(1500部). 五六處에 発送하다. 乘暮 帰家하니 
妻妹 光鎭孃이 元山에서 辞職하고 帰家하는 길이라 한다. 夜에는 
모처럼 妻君과 오래 이야기하고 新闻을 읽다가 졸려서 就睡하엿다
(12時頃). 

25(二.九.) 水 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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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原稿 数十枚
를 쓰고 数處에 電話로 用務를 了하다. 夕陽에는 惡寒이 잇서々 겨
우 帰家하여 애쓰피린 一個를 服用하고 夕食后 虎済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豊川玉彬이 光信에서 不合格된 것을 其父 明淳에 
葉書를 付送하다.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26(二.十.)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登庁하여 終日 原稿
를 썻다. 舊稿 “復活의 春”을 增訂 脫稿하다. 復活主日에 際하여 
“信仰復興의 道”라는 論文 一篇을 起草하다. 社說로 쓰려함이다. 
어두어서 글자가 뵈지 아니할時에 退庁하엿다. 今夕에도 惡寒氣가 
잇서々 애스피린을 服用하고 新闻은 다 읽엇다. 12時頃 就睡하여 
比較的 穩眠하다.

27(二.十一.) 金 晴 和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奉安敎会 呂運赫君의 婚式에 
往参하기로 하고 午前 9時半에 나섯다. 겨우 淸凉里에서 10時25発 
堤川行 汽車를 탓다. 그러나 안즐 자리도 얻지 못하고 줄곳 서々 
갓다. 八堂駅에 나려서는 어떤 信者 老婦人을 만나서 奉安까지 
심々치안케 잘 갓다. 모처럼 郊外에 나와보니 아주 山野에는 春色
이 濃厚하다. 京城보다 철이 일른 것 같다. 더구나 漢江의 출렁거리
는 물결은 갈릴리湖의 春을 想像케 한다. 零時半에 呂運赫君과 鄭
鳳礼孃의 結婚式場에 서게 되엇다. 简單한 祝辞를 述하여 両人의 
幸福을 빌엇다. 雅歌 二章을 말한다는 것이 健忘症으로 因하여 예
레미야라고 잘못하엿다. 失手를 하엿다. 食后에 金容基長老家에서 
宴会가 잇서々 同参하엿다. 그리고 主礼 白南柱君을 만난 것은 매
우 반가웟다. 楊平舊邑 康문수牧師를 만나서 동산까지 올라가서 여
러가지 이야기를 하엿다. 一日의 消暢이 자못 愉快하엿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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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陽에는 몸이 다다 惡寒氣가 잇서々 不快하고 6時20分車를 타는
데 亦是 서기도 어려웟다. 불도 업서々 黑暗裏에 왓다. 帰家한 時는 
벌서 8時가 지낫다. 敬烈이 와서 学年成績表를 뵈어주엇다. 三月度 
学費 10円을 주엇다. 妻君의 看護로 10時頃 就睡하다.

28(二.十二.)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昨日의 遠足으로 因하여 今日은 매우 
疲困하다. 午前 十一時半頃에 新闻社에 가서 終日 原稿를 썻다. 昨
日 新婚의 呂運赫君에게 葉書를 보냇다. 韓佐鍵君의 宿所를 為하여 
鍾路信友旅舘을 찾어 아리케 주엇다. 夕暮에 帰家하니 妻妹 光鎭孃
이 上京하엿다. 그런데 今番 门开 城 好寿敦女高로 轉職이 되엇다 한
다. “嘉信” 三月號가 왓다. 明淳의 書가 왓다. 今夜에는 漢薬을 服
用하고 좀 일즉 就睡하다.

29(二.十三.) 日 雨
午前 10時頃에 起居. 服薬하고 今日은 朝食을 午食兼으로 먹고 終
日 休養하다. 夕陽에 이러나서 嘉信 三月號를 通読하다. 12時過 就
睡하다. 寿鎭君이 光鎭과 来会하다.

30(二.十四.)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始興 妹弟가 来訪하엿다. 貞陵里 聖書
朝鮮 主筆 金敎臣氏의 母親 回甲에 参席하고 도라오는 길이라 한
다. 良久 敍懷하고 나는 新闻社에 갓다. 原稿를 整理하고 乘暮 帰
路에 友信旅舘에 韓佐鍵君을 訪하엿더니 오지 아니하엿다 하여 虛
行하고 仁寺町 始元을 訪하엿더니 亦是 不在이다. 帰家 夕食后 妹
弟와 良久 談話하고 新闻을 보고 11時頃 就睡하다. 光鎭 下去.

31(二.十五.) 火 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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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半 起居. 体操. 聖経. 妹弟가 下去하다. 昌根의 結婚式 寫
眞을 틀을 맞추엇다(金玉堂). 新闻社에 가서 板을 짯다. 金観植牧師
가 来訪하여 今番 平壤에서 獻鍾하는 事에 対한 由來를 이야기하여
놀랏다. 今日은 예수의 이름을 파는 假信者 때문에 더구나 眞理를 
把持하기가 어렵다. 金鍾大牧師도 曺喜貴牧師도 来訪하다. 午后 6
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乘暮 帰家하다. 玉川勝熙(劉羲
穆)君이 其女 入学을 致謝하려왓다가 못보고 간 모양이다. 今夜에
도 모처럼 妻君과 오래 이야기하고 新闻을 읽고 午后 11時頃 就睡
하니 寒苦로 因하여 安眠치 못하다. 

 1(二.十六.)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2時頃 出门하여 新闻社에 가서 
終日 編輯에 汨沒하엿다. 오는길에 淸進町 245 德川旅舘으로 韓佐
鍵君을 往訪하여 数時间 談話하엿다. 午后 9時頃에 作別하고 帰家 
夕食后 新闻을 보고 12時頃 就睡하다. 今日 韓君에게 鑵詰 二介를 
선사하엿다. 

 2(二.十七.)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12時過 登庁하니 新闻 初校 볼것이 四
面(全部)가 왓다. 終日 校正에 汨沒하엿다. 高橋氏를 만낫다. 午后 
7時頃 帰家하여 夕食后 始元君이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로 翌午前 
一時 作別하다. 熟睡치 못하여 좀 疲困하다.

 3(二.十八.) 金 晴 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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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登庁하여 無事히 一日을 
보냇다. 曺鎭九君에게 基督敎講話를 一時间 許를 하다. 高橋天輝君
이 와서 向日 그 書類를 返還하얏기 破棄하엿다. 午后 5時 帰家하
다. 夜에 宋洙烈君의 聘母가 其外孫女를 다리고 来訪하다. 十二時 
就睡하다. 虎済君이 来訪하여 明日 松中으로 補缺試驗을 보러간다 
하기로 紹介狀을 써주엇다.

 4(二.十九.) 土 曇  夜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終日 新
闻 校準을 마치고 原稿 十六枚를 썻다. 乘暮 帰家하다. 夕食后 新
闻을 읽고 11時 就睡하다. 今夜에는 灯火管制이다. 昨日부터 防空
演習이다.

 5(二.卄.) 日 陰 冷 夜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에 参하고 闭会后 晦宰를 往訪하여 暫話하다. 帰家 休養하다. 午
后에 宋洙烈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今夜에는 比較的 일즉 
就睡 安眠하다.

 6(二.卄一.)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韓佐鍵君이 劉羲穆氏를 同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晩
餐을 支那料理店 大觀園에 가서 三人이 同卓하여 모처럼 大食을 
하엿다. 帰家하니 좀 일르다. 新闻을 읽고 10時頃에 就睡하다. 近
日 生活은 무엇인지 알수업다. 都是 그날〃〃의 生活이다. 아모 計
㓰도 経綸도 업고 그저 信天翁2)의 生活이다. 이것도 信仰生活이라 
할가 感恩의 生活이라 할가. 可笑.

2) 앨버트로스(albatross) 슴샛과의 바닷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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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二.卄二.) 火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半 登庁하여 原稿를 좀 쓰고 
意外에 東新学校長 金保栄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午食을 永
保그릴에서 함께 하다. 午后 2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다시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더 썻다. 모처럼 金禹鉉君이 와서 基督敎
联合会 消息을 들엇다. 乘暮 帰家하다. 夕食后 모처럼 妻君과 오래 
談話하다가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

 8(二.卄三.) 水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와 
좀 싸우고 午后 4時頃에 李載甲君이 来訪하여 靑年会学校에서 退
職하게 되엇다는 이야기를 하엿다. 午后 5時頃에 同伴 帰来하다. 
夜에 다시 李君이 来訪하여 日本에 渡去할 機会가 잇다고 이야기 
하엿다. 君의 將來에는 어떠한 舞坮가 열릴것인고. 実로 同情에 不
堪하겟다. 12時頃에 就睡하다.

 9(二.卄四.) 木 曇  細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를 
좀 쓰고 夕陽에 判基君과 좀 이야기 하엿다. 乘暮 帰家하다. 夜에 
韓佐鍵君이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고 11時過에 作別하다. 12時頃 
就睡하다.

10(二.卄五.)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이 神宮에 갓다 오느라고 朝飯이 
늦엇다. 午前 十一時頃에 登庁하여 新闻 編輯을 보고 日暮 帰家하
다. 요새이는 印刷費도 社員의 俸給도 積月 支拂치 못하여 都是 아
모일도 되지안는 모양이다. 그저 停止狀態이다. 帰家 夕食后 妻君
과 良久 談話하고 12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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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二.卄六.) 土 曇
午前 7時半 起居. 始元이 早朝 来訪하다.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
頃에 登庁하여 新闻판을 짜기 始作하엿다. 曺鎭九君의 技術이 速度
로 進步하는 모양이다. 午后 5時半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乘
暮 帰家하다. 今夜엔 防護團에서 男子를 總出動식히는 故로 嘉会齋 
主人도 나갓다. 2時间許를 防護에 関한 講話를 듣고 実習을 구경하
엿다. 12時頃에 就席하려는데 光鎭孃이 上京 来訪하엿다.

12(二.卄七.) 日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이 门开 城간다고 停車場까지 会元을 
다리고 나가더니 어찌하여 다시 도라와서는 終日 누어서 点心도 굼
고 저녁에는 몹시 시장하엿다. 今日은 終日 在家하여 復活の生命 
第四號(終刊號)를 읽엇다. 영원の生命이 廃刊된지 一年만에 “活活”
한 雜誌가 四號로써 또 廃刊이 된다. 방금 時局이 매우 緊迫함을 
表示하는 것이다. 電灯을 修繕하기에 꽤 努力하엿다. 夜에는 聖書
之言 三月號를 読了하다. 11時에 이붓으로써 日誌를 記하고 就睡하
다. 祈祷.

13(二.卄八.) 月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半頃에 出门하여 登庁. 原稿 
十餘枚를 썻다. 今日도 아주 無味한 一日을 보냇다. 夜에는 新闻과 
聖書雜誌를 읽엇다. 祈祷로써 慰安을 얻고 11時頃 就睡하다. 近日 
煩闷이 甚하다. 妻君의 氣分이 매우 險惡하여저서 더욱 그러한가?

14(二.卄九.)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隄川 甥姪女 昌根의 書가 왓다. 午前 
十一時頃에 出门하여 登社하니 门开 城 好高校長에게서 電話가 왓다
云(博物敎員을 求한다). 原稿(모처럼 페스탈로찌傳을 27頁을 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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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后 5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오다가 花门开 理髮舘에서 理髮
하엿다. 帰家하니 安國牧师 崔巨德氏가 来訪하고 保寧 珠山 任明淳
의 편지가 왓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復活の生命을 읽고 11時過에 
就睡하다.

15(三.一.) 水    晴
今朝에 玉彬이 왓다.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에 门开 城 
好高校長 康基舜에게 편지를 보냇다. 午前 十一時에 登庁하여 原稿 
十餘枚를 쓰고 午后 5時半頃에 退庁하다. 帰家하니 妻弟 德珪君이 
다니어갓다. 韓佐鍵君의 書가 來到하엿는데 崔常寿君의 入学運動의 
件이 아주 재미업시 된 모양이다. 世事는 다 이러케 지저분하다. 可
笑可歎이다. 復活の生命을 읽고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近
日 煩闷이 非常하다. 어떠케 살어야 神의 聖旨에 合할지 먹는 일이 
이러케 어렵다. 사는 일이 이러한가? 오히려 信仰을 일치 아니한 
것만을 感謝한다.

16(三.二.)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2時頃에 登庁하여 原稿를 좀 쓰
고 모처럼 新闻 納本이 나와서 全部 檢阅 訂正하다(第百六十三號). 
O.K.를 準備 半朔만에 나왓다. 玉彬이 왓섯다. 午后 6時半頃에 帰
家하다. 韓佐鍵君에게 葉書를 答送하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11時
頃에 就睡하다. 가끔〃〃 自己의 쓴글을 읽는것도 趣味잇는 일이다.

17(三.三) 金 晴
午前 七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町会役員이 와서 貯蓄을 勧
하는데 実로 질색할 노릇이다. 收入이 잇서야 貯蓄도 잇는 것이 아
닌가. 韓佐鍵君의 葉書가 왓다. 零時半頃에 登庁하여 各處에 新闻 
六,七枚를 発送하고 淸津, 江陵 大火災에 対하여 社說을 썻다. 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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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東新商業学舘
長 金保栄君에게 電話로 玉彬의 入学에 関하여 물어보앗다. 331號
라 한다.)

18(三.四.) 土 晴 和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하여 辞典을 探索하고 
午后 零時半頃에 登社하여 原稿 十餘枚를 쓰고 社說을 修正하다. 
午后 5時半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다. 今日 京濱地方3)에는 敵機
의 空襲이 잇섯다 하는데 大東亞戦爭 以后 初라 한다. 其実 第三
次라고도 한다. 相當하엿던 모양이다. 死傷者도 不少하다 云. 何如
턴 戦時中이니까 그만큼 覚悟하여야 하겟다. 帰家后 妻君과 조금 
이야기하는 中 金氏(舍廊借去)가 来訪하여 敎会이야기를(新義州) 만
히 듣고 서로 祈祷하엿다. 12時頃 就睡하다.

19(三.五.) 日 晴 夜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玉彬이 와서 놀다가 点心 먹고 東新学
舘에 合格者発表를 보러갓다. 나는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
서 礼拜에 参하고 帰家하여 終日 在家 読書하다. 夕陽에 玉彬이 東
新学舘에 갓다와서 合格되엇다는 消息을 傳하엿다. 明日 学父兄을 
同伴出來하라고 하기에 名刺만 주엇다. 夜에도 新闻과 読書를 하고 
10時頃에 모처럼 雲雨의 戱가 잇섯다.

20(三.六.) 月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하여 辞書를 考阅하고 
午后 一時頃에 新闻社에 가서 原稿 十六枚를 썻다. 天長節에 対한 
社說과 科学短篇을 訳하다. 玉彬을 為하여 東新学舘에 電話를 걸엇
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崔常寿君이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다. 

3) 東京 橫濱 지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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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頃 就睡하다.

21(三.七.) 火 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 午前에 玉彬이 와서 誓約書(東新
入学)를 作成하여 捺印하고 同伴하여 寫眞舘과 帽子店에 가서 用務
를 마첫다. 零時半頃에 新闻社에 갓다. 金永喆長老와 尹仁驅氏(神
学院)가 来訪하여 神学校 科目 東洋史 及 東洋倫理史를 맡어달라고 
請하기에 承諾하다. 午后 七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乘暮 帰
家하여 夕食后 明日 神学院講義를 為하여 東洋史 及 東洋思想을 
準備하다. 12時過에 就睡하다.

22(三.八.) 水 晴
午前 7時 起眠. 体操. 聖経. 午前 10時에 勝洞礼拜堂內 朝鮮神学院
에 가서 二時间 講演을 試하다. 此는 梨高退職后 3年만에 敎壇에 
서는 것이다. 마음에 퍽々 든々하고 愉快하엿다. 더구나 靑壮年 男
子들 앞에 敎鞭을 잡기는 二十餘年만이다. 나의 靑春이 다시 도라
온 듯하다. 午后 零時半에 新闻社에 가서 高橋天輝氏 来訪과 始元
君의 来訪으로 꽤 長時间을 보냇다. 午后 6時頃에 帰家하여 夕食后 
尹昌均 大夫人喪에 対한 吊狀을 썻다. 明日의 敎案을 準備하고 新
闻을 읽엇다. 妻君이 商会에 갓다와서는 나의 書齋에 드러오기에 
퍽 반가웟다. 그런데 其実은 再昨夜 崔常寿君과 談話하는 中에 新
女性을 惡評하엿다는 理由로 挑戦하는 것이다. 참 우습고 괴상한 
일이다. 인제 몇날 동안인지 알수 업는 트집을 할 모양이다. 俗談에 
運命은 心으로 左右한다는 것은 참 名談이다. 12時過에 就睡하다.

23(三.九.)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부터 12時까지 一時间 朝鮮
神学院에서 東洋思想 講義를 하엿다. 午后 一時에 新闻社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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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稿 六七枚를 쓰고 夕陽에 도라왓다. 今朝에 始元이 来訪하여 光
鎭孃에 対한 婚談을 하엿다. 高橋氏가 新闻社로 来訪하여 第一生命
相互会社의 社員될 것을 이야기하엿다. 今夜에는 좀 일즉 就睡하
다.

24(三.十.) 金 細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하여 講義의 件을 準備
하엿다. 午后 一時에 神学院에 가보니 今朝에 雨戱가 잇는데도 不
具하고 予定한대로 牛耳洞 遠足을 간 모양이다. 그길로 新闻社에 
가서 四五時间 보내고 原稿 幾枚를 쓰고 5時半頃에 帰家하다. 夕食
后 新闻을 읽고 11時頃에 就睡하다. 妻君은 今夜에도 感情이 매우 
不快한 모양이다.

25(三.十一.) 土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午前 松堂丈 큰따님이 来訪. 午前 11時에 新
闻社에 가서 午后 4時頃에 第百六十四號 2面 初校를 보앗다. 今日
은 靖國神社 大祭라하여 銀行 郵便까지 休業하는 모양이다. 夕陽에 
金保寧君에게 電話하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읽고 10時過에 就睡
하다.

26(三.十二) 日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外從姪 豊川良宰 上京 来訪하다. “聖
書の言” 四月號(一日 発行)가 今朝에 비로소 來着하다. 午前 十一
時에 登堂하여 礼拜와 聖餐式에 参하다. 午后 零時半 帰家하여 点
心을 좀 먹고 朴在浩翁을 往訪하여 数時间 门月 談을 交換하다. 宇景
의 本家를 訪하니 마침 淑烈이 와 잇서々 반가히 보앗다. 幼児 매
우 充実한 모양이다. 外曾孫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적지 아
니한 기뿜이다. 帰家后 良宰와 갓치 夕食을 同卓하다. 夕에는 良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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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談話하다.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27(三.十三) 月 曇
午前 6時半 起居. 体操. 聖経. 外從姪 良宰가 昨夜 留宿하엿다. 午
前 10時頃에 安國郵遞局에 가서 水道料를 納入하고 10時半頃에 基
督新闻社에 가서 終日 校準을 보앗다. 李允宰氏가 暫時 来訪하다. 
甥姪婿 金熙鍾君이 新闻社로 来訪. 午后 7時半頃에 帰家하니 良宰
君이 同留하엿다. 夜에 始元君이 来訪하다. 12時頃 就睡하다. 聖書
之言 及 嘉信 來到.

28(三.十四.)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良宰君이 今朝 出発한다. 午前 11:30
時부터 朝鮮神学院에서 東洋思想을 講義하고 午后 零時半에 新闻
社에 갓다. 会元이 와서 함께 靑年会舘 浴室에서 沐浴하고 나는 다
시 新闻社에 갓다가 5時半頃에 退庁 退家하다. 今夜에는 歷史를 좀 
参考하고 12時過에 就睡하다. 

29(三.十五.) 水 晴 天長節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年은 아주 늦게 今日이야 朝顔花를 
播種하엿다. 午前 10時半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午后에 新闻 一,
四面 再校를 보앗다. 夕陽에 金仁述君과 좀 이야기하고 曺鎭君君과 
함께 帰来하다. 新闻을 읽고 11時頃에 就睡하다. 海元의 葉書가 來
着하다.

30(三.十六)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始元이 来訪하다. 午前 11時30分부터 
12:20分까지 朝鮮神学院에서 東洋思想 一時间 講義하다. 12時半頃
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第百六十四號 一, 四面의 O.K.를 노핫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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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언제 刊布가 되어볼는지 実로 可憐한 現狀이다. 나의 基督新
闻의 主筆生活이 滿一周年이다. 그리고 이 新闻의 紙齡이 겨우 四
年이다. 嗚呼 너도 朝鮮에 나서 그와같은 艱苦를 備嘗하고 그나마 
요러케 短命하단 말이냐? 誰怨孰尤 할것 업시 莫非命이오 또 神의 
攝理로 알수 밧게 업다. 嗚呼 基督新闻아 너는 장차 무슨 形態로써 
復活하려느냐? 或은 永遠히 죽으려느냐? 아니 決코 그 眞生命은 죽
을 리가 업다. 적어도 主의 말슴은 傳한 그 精神만은 永遠히 살고 
五十萬 信徒의 精神에서 活動할 것이다. 元翊常, 金禹鉉 両氏가 焦
燥한 顔色으로 來社하엿다. 乘暮 帰家하다. 夕에 敬烈이 来家하엿
다. 꼭 一朔만이다. 学費도 아직 못주어 보냇다. 新闻을 좀 읽고 疲
労로 頹臥昏眠하다.

 1(三.十七.) 金 晴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海元에게 付答書. 午前中은 在家하여 
東洋史 講義를 準備하고 午后 一時30分부터 一時间 神学院에서 敎
授하다. 午后 3時頃에 新闻社에 가서 아무 할 일도 업고 新闻은 出
版費를 支拂치 아니하는 까닭에 納本도 아니하여주고 잡고 잇다. 
仁述君은 今日도 아모말이 업다. 所謂 月給이란 것은 三四月分을 
받지 못하고 잇다.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다. 訥齋族叔과 竹下從이 
新闻社로 来訪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다시 竹下는 嘉会齋로 来訪
하엿다 한다. 一周年만에 来訪하엿던 것을 고만 題鳳하게 하여서 
매우 섭々하다 今夜에는 偶然히 妻君과 雲雨戱가 잇섯다. 12時過에 
就睡하여 比較的 熟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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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三.十八.) 土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집에서 內室器具를 整頓掃除
하고 그럭저럭 時间을 보냇다. 午后 2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그
럭저럭 時间을 보냇다. 仁述과 한참 言爭하엿스나 다 無用의 노릇
이다. 午后 7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午后 8時頃에 帰家하
니 门开 城 妻妹 光鎭孃과 올케가 同伴 上來하엿다. 今夜에 寿鎭氏까
지 와서 妻의 姉妹 四人이 모핫다. 敬烈이 와서 四月学費를 가저갓
다. 扶餘 外山面 佳德里 尹昌均君의 答吊狀. 天津市 兪火翼氏 長老 
就任式 請牒. 中央靑年会에서 軍隊에 扇子献納代金과 淸津 江陵 
火災救済費를 捐助하라는 請書가 왓다. 夜에는 新闻을 좀 읽다가 
疲困을 因하여 마치지 못하고 11時過에 就睡하다.

 3(三.十九.) 日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半頃에 崔常寿君이 来訪하엿
기 光鎭孃과의 婚談은 破意한다는 것을 明言하엿다. 光鎭孃은 今朝
에 某婚式에 마취를 처주러 일즉 갓다. 나는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하고 午后에는 在家 休養하고 嘉信을 읽엇다(밤까지). 光鎭孃은 
밤에 门开 城에 下去하고 妻侄 旭鉉과 그의 叔母는 我家에 留宿하게 
한다. 今夜에도 부지럽시 걱정이 만허서 安眠을 못하엿다. 今日 午
后에 電灯을 좀 修繕하다.

 4(三.卄) 月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는 電球 及 電灯을 修繕하기에 
꽤 長時间을 費하다. 午食을 좀 하고 午后 2時頃에 新闻社에 가서 
그럭저럭 두어時间 보내고 부지럽시 도라왓다. 夜에는 松堂丈 따님 
姉妹가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姉氏는 留宿하엿다. 深更에 就睡하
엿다가 防空警備가 잇서々 安眠을 못하엿다. 인제부터 이런 일이 
흔히 잇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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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三.卄一.)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時元君이 来訪하여 妻
妹 光鎭孃의 婚談에 対하여 紧議하엿다. 午前 十一時30分부터 神
学院에서 東洋思想 一時间을 講義하다. 午后 一時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金仁述의 無理吝卑에 対하여 激憤하엿다. 나종에 생각하면 亦
是 無理한 즛이다. 그러한 人物인줄 이미 알면서 무슨 喜怒가 잇슬
것인가? 靑年会舘에서 沐浴하엿다. 今夕에 朝鮮神学院 学生会에서 
新入生 歓迎会를 한다고 請邀하는 故로 좀 일즉 帰家하니 妻君이 
不在한 故로 夕食을 缺하고 가려고 나서는데 舍廊에 借去하는 金田
福雄氏 夫人이 생선을 삿다고 먼저 膾를 처서 먹어보라고 주어서 
甘食하엿다. 感謝할 일이다. 그래서 該会에 往参하엿다. 茶果가 잇
서々 敎師와 学生 百餘人이 一堂에 会集하여 談笑하고 餘興이 잇
서々 나도 A.B.C.D.E.F.G.…… 26字로 演說 슝내를 냇다. 10時頃에 
闭会하고 도라오는 길에 金永喆長老와 暫時 立談하다. 帰家하니 時
는 벌서 10時半頃이다. 妻君은 몸이 좀 不便한지 누어서 일어나지 
아니하엿다. 나는 홈자 新闻을 좀 보다가 12時頃 就睡하다.

 6(三.卄二) 水 曇 立夏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12時20分까지 東
洋史 一時间 講義하다(朝鮮神学院). 午后 一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午食을 仁述君에게 신세를 지엇다. 이것이 卽 壱個月 俸給에
서 30円式 感하는 갑이다. 可呵〃 所謂 三,四月 俸給이라고 100円
을 받고 나는 原稿料를 받은셈 치고 말엇다. 今日도 細雨 좀 왓다. 
帰家하니 英珪의 夫人이 와서 明日 下鄕하기로 하고 紅把町으로 간
다고 作別하다. 甥姪女 昌根의 夫婦가 来訪하여 저희 夫婦를 一室
에서 留宿하게 하고 우리 三口는 一室에서 同宿하다. 11時頃에 就
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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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三.卄三.) 木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昌根의 夫婦는 떠나갓다. 나는 朝鮮神
学院에 가서 東洋思想 一時间 講義하다. 그길로 基督新闻社에 가서 
数時间 보내고 原稿를 좀 썻다. 午后 5-6時頃에 帰家하는 途中 虎
済君의 宿舍를 찾어보고 寄宿할 房 하나를 말하여 보앗스나 좀처럼 
얻을수 업는 모양이다. 今朝에 비로소 “聖約” 50號가 黑崎氏 復活
의 生命의 寄主가 된 格이다. 今夜에는 무엇을 찾다가 夜深한 故로 
新闻도 읽지 못하고 11時半 就睡.

 8(三.卄四.)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 淑烈이 와서 宇景의 消息을 들
엇다. 宇景은 昨日에 公州로 移監(平壤에서) 하엿다 한다. 아모리 
걱정하여도 한가지 도움이 될수업다. 거저 刑期滿了 되기만 기다릴 
뿐이다. 午后 一時30分부터 朝鮮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講義하다. 
午后 3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告別의 辞를 썻다. 午后 6時頃에 
東燮君을 伴하여 帰家하는 途中 寄宿處를 하나 紹介하여 주엇다. 
夕에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府民舘에 児童映画를 보러갓다. 虎済
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新闻을 좀 읽다가 疲困하여 고만 就
席하다. 滄川町 基址 한자리 사둔 것이 팔리지는 아니하고 稅金만 
百円八十銭을 물엇다. 可笑〃〃. 俗談에 窮人之事 每事不成이다.

 9(三.卄五.) 土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頃에 出门하여 安國郵便
局에서 貯金中 二円을 찾어가지고 基督新闻社에 가서 그럭저럭 몃 
時间 보내고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다. 甥侄
婿 金熙鍾君이 来訪하여 夕食을 同卓하고 留宿하다. 夜에는 熙鍾과 
함께 谷口雅春의 “生命の 実相”이라는 書를 보고 이야기하여 心理
治療法에 関한 것을 喚起하엿다. 12時頃 就睡하다. 今日 夕刊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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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에도 昭和十九年度부터 徵兵令 実施한다 云.

10(三.卄六.)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金東燮君이 早朝 来訪하다. 午前 11時
半頃에 安國礼拜堂에 往하여 어머니主日의 說敎를 듣엇다. 闭会后 
朴在浩氏 舊宅을 訪问하니 日前에 彌亞里로 搬移하엿다 한다. 悵然
한 情을 느끼엇다. 午后 一時頃에 帰家하여 午食을 좀 먹고 모처럼 
풀을 쑤어서 內室 窓壁을 좀 修理하엿다. 基督敎新闻 第二號를 接
読하엿다. 夜에 新闻을 좀 읽다가 困眠을 不勝하여 頹臥하다.

11(三.卄七.) 月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12時頃에 出门하여 基督新闻社에 가니 
빈집같이 쓸々하다. 부지럽시 안젓지 아니하려고 가지고 갓던 “聖
約”誌 五月號를 読破하고 原稿 十餘枚를 訳하다(日文으로 쓴 “飜訳
의 難”을 鮮訳하엿다) 午后 6時半頃에 帰家하다. 길에서 文傳道師
와 柳廷烈, 金完鎭 諸氏(午前 나가던 途中)를 맛낫다. 夜에는 無味
하게도 일즉 就睡하다.

12(三.卄八.) 火 晴
午前 6時半 起居. 体操. 聖経. 会元児 때문에 早朝에 感情이 激発
하엿다. 近日 妻君의 感情이 不快하여진데다가 一棒을 加하게 되어
서 아주 不利하다. 午前 十一時30分부터 朝鮮神学院에서 東洋思想 
一時间을 講義하다(易理에 対하여). 午后 一時에 基督新闻社에 가
서 数時间 그럭저럭 보내고 6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乘暮 
帰家하다. 今夜에는 勝洞礼拜堂에서 各派 信徒 代表者들이 会集하
여 徵兵制 実施에 対한 感謝祈禱会를 한다고. 妻君은 常会에 가 늦
도록 도라오지 아니하여 나는 먼저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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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三.卄九.) 水 晴后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講義하다. 午后 一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廃刊辞를 썻
다. 午后 6時頃 帰家하다. 妻君의 周到한 用心으로 맨든 料理에 夕
飯을 飽喫하다. 夜에는 東洋史를 探索하다가 12時가 지나서 就睡하
다.

14(三.卅.)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東洋
思想” 一時间 講義하다. 午后 一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廃刊辞
를 訂正하엿다. 終刊號를 내기로 決定되엇다. 정말 시원섭々하다. 
午后 6時頃 帰家하다. 始興 妹弟가 上京하엿다. 夜에는 昌根 夫婦
가 와서 內室을 내주고 우리 三口는 書齋에서 同宿하다. 妻君과는 
偶然히 性戱가 잇섯다. 今夜에는 穩眠하다.

15(四.一) 金 雨 雷鳴 一時晴
午前 7時 起居. 始元이 早朝 来訪하여 婚說(光鎭孃)에 対하여 이야
기하엿다. 体操. 聖経. 午后 一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一時间 敎授
하고 午后 3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廃刊辞(第164號)를 校正하여 
O.K.를 주엇다. 나의 責任은 이것으로써 마친 셈이다. 午后 6時頃 
冒雨 帰家하다. 今夜에도 偶然히 妻君과 同寢하게 되엇다. 나의 生
活이 向上인지 墮落인지 거의 無意識的이다.

16(四.二.) 土 曇
午前 6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에 基督新闻社에 나가서 
終刊號 納本을 하여 겨우 通過가 된 모양이다. 午后 3時頃에 会元
으로 더부러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 다시 新闻社에 들렷다가 6
時頃 帰家하다. 今夜에는 妻君과 歓笑하고 일즉 就睡하여 甘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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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四.三.) 日 晴
午前 7時半頃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往参
하고 帰家 夕食后 3時에 礼智町 121 故 金昇熙翁의 喪을 往吊하
다. 거긔서 敦岩町 訥齋族叔을 往訪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惠化町 
竹下從을 訪하여 数時间 談話하엿다. 夕飯을 同卓하고 10時半頃에 
帰家하다. 妹弟가 桃花町에서 上來 留宿하다. 12時頃 就睡 安眠하
다. 十八史略을 借來.

18(四.四.) 月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終刊
號(164號) 2000部 나온 것을 보고 発送하는 事務를 助力하다. 洪秉
璇君이 暫時 来訪하엿다. 乘暮 帰家하다. 夜에는 妹弟와 함께 児童
時 이야기를 하엿다. 十一時過 就睡하다.

19(四.五.) 火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一時间 神学院에서 
講義하고 新闻社에 가서 新闻発送을 보고 数時间 보냇다. 午后 4時
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7時頃에 帰家하다. 夜에는 妻君과 性
戱가 잇섯다. 近日 너무 精力을 浪費한 모양이다. 11時頃 就睡 甘
眠하다. 視学官 來観(神学).

20(四.六.) 水 晴
午前 6時半頃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 出门하여 神学院에 
가서 一時间 講義하고 午后 2時頃에 基督新闻社에 가서 金仁述을 
보고 解職慰労金을 請求하엿다. 나는 내 権利대로 말한 것뿐이다. 
履行與否는 彼에게 잇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神의 攝理에 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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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嗚呼 彼何人斯오.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니 粮米가 全無하다 
하여 夕飯을 짓지 못하고 떡을 좀 맨들어 먹엇다. 업서々 비단이란 
셈으로 업서々 찰떡이다. 可呵々々. 今夜에는 食物이 留滯가 되어서 
終夜 安眠치 못하엿다.

21(四.七.)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東洋思
想 一時间 敎授하다. 事務室에서 一時间餘를 談話하고 午后 2時頃
에 帰来하여 齿痛으로 身熱 頭痛까지 幷発하여 靜臥하엿다. 妻君이 
寿鎭妹에게 갓다가 도라왓다. 午食을 좀 먹고 粮米 一個月分을 買
來하다. 朝鮮神学院에서 去月 22日부터 今月 20日까지 敎授한 時
间이 16時间이라고 每時间 3円씩 計算하여 48円을 送來하엿다. 이
것이야말로 나의 心血의 決定이오 또는 神의 恩賜이다. 感謝의 祈
祷를 올렷다. 今夜에는 더욱 齿痛이 甚하여 終夜 安眠치 못하다.

22(四.八.) 金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부터 神学院에서 一時间 
講義를 겨우 마치고 帰家 療養하다. 今日은 齿痛으로 因하여 밤새
도록 不眠하다.

23(四.九) 土 晴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 休養하다. 齿痛과 몸살을 兼한 모양이다. 
終日 厂史 及 東洋哲学에 対하여 探索하다.

24(四.十.) 日 晴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 療하다 鄭安立氏 夫人이 来訪하엿다. 韓君
의 書.

25(四.十一.) 木 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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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에는 좀 起動을 하엿스나 全快치 못하므로 그냥 終日 靜養하
다. 夜에 故 松堂丈의 外孫女 尹福男女史가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
고 忘病하엿다. 病中에 書冊과 新友는 特別한 價値가 잇다.

26(四.十二.) 火 曇
午前 7時 起居. 聖経. 今日은 学校에 敎授時间이 잇다. 强作하여 
나가보니 다리가 짝구 헷노히고 머리가 어찔々々하여 겨우 学校에 
가니 벌서 10쭘 늦엇다. 東洋思想에 対하여 朝鮮은 벌서 新羅時代
부터 孔佛老 卽 儒,佛,仙 三敎의 思想이 交流하고 잇슨걸을 崔致遠
先生의 鸞郞碑文에서 들어 말하여 주엇다. 午后 2時頃에 靑年会舘
에 가서 沐浴하고 帰路에 너무 시장하여 支那人 우동 一盃로써 饒
飢하엿다. 오늘 夕飯은 꽤 일럿다. 그리고 意外에 舍廊집에서 鷄湯
을 一器 주어서 모처럼 甘喫하엿다. 新闻을 읽다가 12時가 지나도
록 자리에 들지 못하여 安眠을 못하엿다.

27(四.十三.) 水 晴 東風
午前 7時 起居. 体操는 復舊하엿다. 聖書를 읽고 九時前에 朝食을 
마치고 모처럼 편지를 좀 써보기로 하엿다. 그러나 時间이 업서 実
現치 못하고 11時부터 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講義하다. 모처럼 
櫻桃를 맛보고 매우 愉快하엿다. 午后 2時頃에 帰家하여 点心을 좀 
먹고 終日 靜養 読書하다. 夜에도 老莊을 考阅하다가 翌午前 一時 
就睡하다.

28(四.十四.)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出门하려는제 訥齋族叔
이 来訪하엿다. 午后 三,四時頃에 다시 맛나기로 하고 朝鮮神学院
에 가서 一時间 講義하고 午后 一時頃에 帰家하다. 訥齋丈이 夕陽
에 被酒 来訪하여 談笑 良久에 夕飯을 同卓하고 乘月 帰去하다. 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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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에는 좀 일즉 就睡 安眠하다.

29(四.十五.) 金 晴
今日 旱熱 頗甚.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半에 神学
院에 갓다가 午后 一時30부터 잇는 時间을 잘못 알고 가기 때문에 
2時间餘를 기다리고 一時间 講義를 마치고 도라오니 몹시 시장하고 
疲労를 느끼엇다. 午后에 終日 靜臥하엿다. 夕刊新闻에서 朝鮮總督 
南次郞君이 갈리고 小磯國昭氏가 代하엿다. 今后의 總督의 施政은 
果然 如何. 可謂 吾不関焉格이다. 모처럼 편지 四枚를 썻다. 韓佐
鍵君의 答狀, 康基舜에게 吊狀, 海元, 宇景 等處이다.

30(四.十六.)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靜養하고 読書도 적지아
니 하엿다. 近日 身体가 몹시 虛弱한 모양이다.

31(四.十七.)  日 晴 旱魃太甚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靜養하다. 莊子를 阅読하
고 墨子의 兼愛說을 읽어서 興味 잇섯다. 敬烈이 와서 五月分 学費
를 持去하다. 今日도 敎会에 나가지 못하엿다.

1 (四.十八) 月     晴  旱魃太甚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蟄伏하여 似眠似醒한 一
日을 보냇다. 그러나 漢籍을 考阅하는 趣味는 有加無減이다. 12時
頃에 就眠하여 比較的 熟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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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四.十九.)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一時间 
講義하고 金在俊敎授와 良久 談話하고 午食을 좀 요긔하고 靑年会
舘에 가서 沐浴하다. 呂運亨氏를 맛나서 반가히 幄手하엿다. 社交
室에서 조금 놀다가 帰家하니 意外에 甥姪 忠宰(豊川嘉雄)가 와잇
다. 반가히 만나 敍懷하고 夕飯을 共卓하다. 今夜에는 몹시 疲困하
여 일즉 就睡하다.

3(四.卄.) 水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30分부터 朝鮮神学院에서 
一時间 講演하고 午食을 金永喆長老로 더부러 쯔를 사다가 共卓
하고 午后 3時까지 门月 談을 하엿다. 曺喜貴牧師가 来訪하여 敍懷하
엿다. 午后 3時半頃에 舊 基督新闻社 事務室로 金仁述君을 往見하
엿다. 마침 元翊常牧師가 와서 良久 談話하고 帰路에 森永茶店에서 
喫茶门月 談하엿다.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니 甥姪서 金熙鍾君이 来訪하
여 夕食을 同卓하고 留宿하다. 新京建國大学生 南秀一(新名)이 長
篇書를 보냇다. 夜에는 모처럼 妻君이 딸구를 좀 사다주기에 甘喫
하고 늦게 就席하여 安眠치 못하엿다. 몹시 不快하다.

 4(四.卄一) 木 晴
午前 7時 起眠.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부터 朝鮮神学院에서 一
時间 講義하고 午后 一時頃에 도라오는 길에 邊宇昌君을 訪问 不
遇하다. 帰家后 홈자 午食을 찾어먹엇다. 今夜에는 몹시 疲困하여 
일즉 就睡하다. 李某君이 와서 婚礼 主礼를 請. 始元이 来訪하다.

 5(四.卄二.)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고 12時后 出门
하여 勝洞神学院에서 全校生과 함께 紀念撮影을 하고 一時间 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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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치고 帰家 休養하다. 今夜에도 疲労를 느끼어 頹臥昏眠하다.

 6(四.卄三.)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蟄伏하여 聖約 五月號를 
읽엇다. 午后 5時頃에 花门开 理髮舘에 가서 理髮하고 모처럼 中学洞 
鄭安立氏를 往訪하엿다가 不遇하고 空還하다. 帰路에 金敎臣氏를 
往訪하고 그의 甥姪 李某君의 婚姻主礼를 時间의 太忙으로 謝絶하
다. 夕陽에 李君이 来訪하엿기 다시 謝絶의 意를 表明하다. 今夜에
도 疲労로 因하여 頹臥昏眠하다. 南次郞 離鮮.

 7(四.卄四.)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安國町礼拜堂에 가서 모
처럼 礼拜에 参하다 午后 帰家하여 終日 蟄伏読書하다. 今夜에도 
疲困으로 昏眠하다. 깐듸 論文集을 좀 읽엇다.

 8(四.卄五)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2時頃에 出门하여 安國郵便局에 
가서 5円 貯金을 찾고 光化门局에 가서 66円에 対한 一年 利子 
3.96円을 納入하다. 徒步로 도라오는 길에 Memorandum 二冊을 
45.40㦮에 買入하다. 午后에는 午食을 喫하고 좀 安眠하다. 東洋思
想 講義錄을 準備하기 為하여 夜 十二時까지 안젓다. 安眠치 못하
엿다.

 9(四.卄六.)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朝鮮神学院에서 東
洋思想 一時间 講義하고 모처럼 가지고 간 변도를 먹엇다. 午后 2
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社交室에서 数人의 知友를 만나
서 门月 談을 交換하고 午后 5時頃에 帰家하다. 今夜에는 모처럼 妻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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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雲雨의 交가 잇섯다. 午后 十一時頃부터 就眠 熟睡하다. 故 菊
史先生의 嗣孫 正済君이 坡州郡守로 赴任하엿다는 消息을 듣고 相
悅을 不禁.

10(四.卄七.)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神学院에서 婚礼式場으로 使用
하는 때문에 講義를 못하겟다고 긔별이 와서 그만두엇다. 마침 泄
痢症이 잇서々 終日 在家 靜休하다. 意外에 鄭安立(学輈)氏가 모처
럼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고 더욱히 老子講義를 듣은 것은 果然 
“勝読 十年書”이다. 老子의 眞価를 一層 認識하게 되엇다. 夕食을 
同卓하고 午后 7時半頃에 分手하다. 夜에도 泄症이 잇서々 늦게 就
睡하다.

11(四.卄八.)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講義를 滋味잇게 마첫다. 午后 2時頃에 前 基督新闻社로 
金仁述을 往見하고 怒言 相対하여 実로 遺憾이다. 사람을 相対로 
하여 가지고는 到底히 本性을 직힐수도 업다. 午后 6時頃에 떠나오
다. 明々後日 十五日 다시 만나기로 하엿다. 今夜에는 몹시 疲困하
여 新闻을 보다가 頹臥昏眠하다.

12(四.卄九.) 金 晴
午前 7時 起眠. 聖経. 体操. 午前中은 在家 靜養하고 午后 一時30
分부터 朝鮮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敎授하다. 午后 3時半頃에 帰
家途中 桂洞町 呂氏를 訪问하여 不会하고 內從兄 任氏를 往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帰家 靜休하다. 今夜에는 秋史先生의 文集을 阅読
하다가 時移를 不知하고 翌午前 2時에 就睡하다.



 57

13(四.卅.) 土 朝雨少下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昨夜의 不眠으로 因하여 終日 
靜休하다. 韓佐鍵君의 書를 모처럼 읽엇다. 電氣熨斗가 病이 나서 
修繕하여 보랴고 애를 쓰다가 12時까지 試驗하여 不成功으로 고만
두엇다.

14(五.一.) 日 曇 夜雷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꽃主日이라고 黃材景牧師를 請하여 說敎를 하엿는데 매우 趣味잇섯
다. 帰路에 許隣友를 맛나서 立談하고 帰家后 邊宇昌君이 来訪하여 
長時间 談話하다. 今夜에는 妻君이 敦岩町 敬烈에게 가서 明日이 
저의 生日이라고 祝意를 表하기로 金二円을 주고 왓다. 12時頃에 
偶然히 妻君과 性戱가 잇섯다.

15(五.二.)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고 午后 4時에 
長谷川町 京城靑年会舘에 가서 日本基督敎團 總務局長 鈴木氏 歓
迎会에 参席하여 氏의 敎團創立에 対한 経驗談을 듣고 매우 興味 
잇섯다.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다. 今夜에는 妻君과 歓談하고 일즉 
就睡하다.

16(五.三.)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부터 神学院에 가서 東洋
思想 一時间 講義하다. 午食은 벤도를 먹고 午后 2時頃에 靑年会舘
에서 沐浴하고 3時頃에 金仁述을 가보고 亦是 不快하게 도라왓다. 
疲困한 다리를 겨우 옴겨서 六時頃 帰家하다. 今夜에도 探索으로 
因하여 매우 늦게(12時過?)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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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五.四.)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一時间 講義
하고 午后 2時頃에 李載馨牧師를 往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午后 4
時頃에 金仁述을 往見하니 金30円을 준다. 이것이 基督新闻社의 
終의 報酬이다. 이것도 神의 恩賜로 알고 感謝할 뿐이다. 帰路에 
雜貨店에서 児童服을 좀 사려다가 다 合意한 것이 업서々 고만두엇
다. 夜에는 新闻을 보고 妻君과 歓談하다가 12時頃 就睡하다.

18(五.五.) 木 朝雨 旋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半부터 神学院에서 東史 一
時间 講義하다. 午后 帰家하여 安養하고 夕食后 7時半頃에 桂洞町 
呂亨氏를 尋訪하여 話 良久에 매우 快感을 가지고 도라왓다. 趙
某君을 처음 人事하엿다. 午后 十一時過에 帰家하여 妻君의 歓待로 
雲雨의 樂이 잇섯다. 五時间許를 穩眠하다

19(五.六.)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滄川町 基址에 対하여 再次 整理配當
金 百餘円이 나왓다. 百餘円을 겨우 納入한지 한달쯤 되어서 또 이
러케 意外의 巨金額을 督納한다. 정말 生活乱을 느끼겟다. 午前中
은 在家 门月 養하고 午后 一時30分부터 神学院에 가서 東史 一時间 
講義하다. 午后 3時頃에 도라오다가 麥稈帽子 一介를 二円에 삿다. 
夕陽에(저녁짖기를 始作한后) 意外에 二客이 왓다. 一人은 外從姪 
良宰君, 一人은 文一友人이다. 다 一室 같은 손이다. 夕食을 三人
이 同卓하고 寢室로 余의 居室을 提供하엿다. 그리자 11時頃에 甥
姪女(昌根)夫婦가 来訪하여 內室마저 提供하고 나는 마루방에서 寢
席을 取하엿다. 妻君은 外出하엿다가 12時頃 도라왓다. 今夜에는 
자리가 変更된 때문인지 安眠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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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五.七.) 土 晴
午前 6時 起眠. 体操. 聖経. 良宰一行이 朝食前에 出発하엿다. 섭々
하지만 어찌할수 업는 일이다. 熙鍾이 学業을 마치려고 東京을 向
하여 떠나갓다. 昌根도 龍山까지 함께 갓다. 저들의 將來에 神의 祝
福이 잇기를 간절히 빈다. 午前中은 在家 安養하고 午后 4時頃에 
会元을 引率하고 모처럼 (함께) 靑年会舘에 沐浴을 갓다. 沐浴后 運
動을 좀 구경하고 帰路에 意外에 李鴻稷君을 邂逅하여 立談하고 後
期를 約하엿다. 帰家 夕食后 詩를 좀 探索하다가 疲困으로 暫眠하
는데 妻妹 光鎭孃이 上京 来訪하여 반가히 이야기하고 12時過에 
就睡하다.

21(五.八.)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妻君이 일즉 外出을 하고 会元
이 집에 떠러저 잇게 됨으로 不得己 나는 守家役을 맡엇다. 終日 
蟄伏 或眠 或読하고 夜에는 諸子書를 考阅하여 노트에 記入하엿다. 
妻君이 夕食后에 会元을 다리고 京城駅에 나가서 光鎭孃을 䬻送하
고 12時頃에 帰来하다. 妻君과 부지럽시 性戱가 잇섯다. 나의 生活
이 너무 不節制가 아닌가 反省할 必要가 잇다.

22(五.九.) 月 晴 夏至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近日 暑氣 酷甚하다. 旱魃이 頗久하다. 
年事는 장차 어떠할가? 終日 坐臥 似眠 似醒 间々 読書와 探索을 
하엿다. 夜에 金井淸郞(永済)君이 모처럼 来訪하여 積懷를 敍하엿
다. 今夜에는 일즉 就席하엿다.

23(五.十.) 晴 火  夜小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30分부터 神学院에서 “東史” 
一時间 講義하다. 六月分 俸給(20時间分) 60円을 領受하다. 午后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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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頃에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午后 6時頃에 帰家하다. 夕에는 新
闻을 읽고 妻君과 함께 光鎭孃의 年運을 土亭秘訣로 마처보앗다. 
妻君은 또 感情이 觸発되엇다. 彼女는 近來 漸々 히스테리的이 된
다. 참으로 안타갑고 가엽슨 일이다. 12時過 就睡하다.

24(五.十一.) 水 曇 淸凉 東風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午前 11時半에 神学院에 가서 一時间 
講義하니 이것이 마지막인 듯하다. 職員들과 為先 作別 人事를 마
치고 도라오다가 朝鮮寫眞舘에서 알범寫眞을 박엿다. 今日 事務室
에서 新帽子와 바뀌인 旧帽를 쓰고 왓다. 몹시 不快하다. 今日 아
침부터 其実 昨夜부터 妻君의 氣分이 몹시 險惡하여저서 都是 接近
할수가 업다. 今夜에는 会元이 我의 寢室에서 모처럼 저의 母親을 
떠러저서 잣다. 인제는 그러니저러니 하여도 다 자란 셈이다.

25(五.十二.) 木  朝細雨
午前 7時 起居. 体燥. 聖経. 今日은 終日 蟄伏하여 老子를 硏究하
엿다. 今夕飯時에도 妻君의 感情이 暴発하여 一場의 劇이 이러낫
다. 맨々한게 会元이다. 敎育上으로 보아서는 父母의 資格은 아주 
마이나쓰이다. 今夜에도 会元이 나의 居室에서 잣다. 別로 깨지도 
아니하고 잘 잣다. 生後에 처음으로 저의 母親을 떠러져셔 이틀밤
을 잔 모양이다. 会元이 보다는 오히려 저의 母親이야말로 홈자 安
眠을 못하는 모양이다.

26(五.十三.) 金 朝雨旋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蟄伏하여 或眠, 或探書. 
金井福雄氏가 滄川町 基址에 対하여 交涉이 잇섯다. 明日 그땅에 
住居하는 人에게 移轉하라는 交涉을 하기로 預定하다. 韓佐鍵君의 
書를 接読하다. 鄭安立氏가 其子 泰悅君을 보내서 來29日 月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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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 月尾島로 川獵을 가겟다고 請한다. 고마우나 어찌할지 確答을 
못하엿다. 夜에는 居室이 너무 더워서 잘 자지 못하엿다. 今日은 처
음으로 易林占을 얻어보앗다. 卦名은 “井之漸”이니 “黃虹之野, 䝨
君所在. 栄段為相 國無災殃.” 四句이다. 何如턴 安全感을 준다.

27(五.十四.) 土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消光하고 午后 4時頃에 
出门하여 阿峴町까지 가서 徒步로 滄川町 21番地 나의 基址에 到
着하니 午后 6時頃이엇다. 借去인 金順泰 張載晩을 보고 撤去하라
는 意思를 発表하엿스나 到底히 協議的으로는 아모 條件도 되지 아
니할 모양이다. 부지럽시 数時间 이야기하다가 10時過에 도라오는 
길에 徐洸璡君을 往訪하니 方在 睡眠中이다. 亦是 数時间 談話하다
가 12時가 支那서 汽車도 못타고 또다시 徒步로 西大门안까지 와
서 택시를 하나 얻어타고 花门开 町 京畿中学 앞까지 오니 賃金이 
1.35円이라 한다. 其间 五割이 올라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一驚을 
喫하고 나는 벌서 現代人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을 自覚하엿다. 今
夜에도 妻君과 偶然 性的 娛楽을 交換하엿다.

28(五.十五.) 日 晴 暑熱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礼
拜에 参하고 오다가 家儈를 맛나서 益善町 58ノ1號 가가집을 貰貸
하기에 対한 相議를 하엿다. 午后 5時頃에 出门하여 敦岩町 敬烈의 
處에 가서 益善町 58ノ1 所在 家屋 一棟에 対하여 處理法을 相議
하다. 寿元이 마침 잇섯다. 敬烈의 六月学費 10円을 주엇다. 午后 
7時-8時에 帰家하다. 今夜에는 일즉 就睡하여 比較的 安眠하다. 嘉
信 六月號 來着하다.

29(五.十六.) 月 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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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消光하다. 午后 2時頃
에 始元從이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다. 午后 5時頃에 出门하여 京
城駅発 6時20分発 車로 新村에 갓다. 徐洸璡君을 往하여 함께 滄
川町 21番地의 一號에 가서 地段을 測定하여보고 張載滿君에게 다
시 撤回에 対하여 交涉하여 보앗다. 午后 9時50分発 京城駅에 帰
着하다. 帰家한 時는 벌서 午后 10時半頃이다. 妻君의 親切로 夕食
을 喫하고 12時過에 就睡하다. 都是 煩雜뿐이다. 정말 生의 苦이
다. 더구나 本心을 保存할수가 업다.

30(五.十七.) 火 晴  東風 旱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后 1時頃에 出门하여 安國郵便局에 
가서 稅金을 納入하고 25円을 貯金하고 聖約 及 聖書之言 先金을 
送金하고 거긔서 新龍山 鉄道局病院에 가서 松原勉根君을 訪问하
여 幼児의 病을 问하니 昨日 退院하엿다 한다. 良久 談話하고 午后 
3時頃에 靑年会舘에 와서 沐浴하고 柳廷烈君과 金俊玉君을 맛나서 
前後回에 꽤 長談話하다. 매우 愉快히 말하엿다. 도라오다가 嘉会
町 160番地 金正秀君을 맛나서 滄川町垈地에 対하여 處分方을 相
議하다. 午后 8時頃에 帰家 夕食하다. 今夜엔 疲労를 因하여 早寢 
穩眠하다.

  1(五.十八.)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에 在家하여 妻君으로 더부러 妻
妹 光鎭의 婚占을 처보앗다(易林에 依하여). 午后 5時頃에 出门하
여 楽園町 張代書事務所에 가서 滄川町 21ノ1에 居住하는 張載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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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順泰 両人에게 家屋 撤去하라는 催告書를 作成하엿다. 夕暮 帰家
后 孫女 淑烈이 来訪하여 宇景의 이야기를 들엇다(面会하고 와서). 
妻君이 光鎭의 婚談으로 因하여 始元君에게 갓다가 좀 늦게 도라왓
다. 夕食은 늦게 喫하엿다. 困労로 因하여 일즉 就睡하다.

 2(五.十九.)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고 午后 出门하
여 光化门郵便局에서 滄川町 21ノ1의 張載晩, 金順泰 両人에게 七
月末日 內로 撤去하라는 催告書를 內容証明으로 送付하고 柳廷烈
氏에게 葉書로 書類 送付하다. 그길로 紅把町 金一煥君을 往訪하여 
数時间 门月 談을 交換하다. 始元君을 往訪하여 暫時 立談하고 帰家하
니 七時半頃이다. 夕食后 新闻을 보다가 困労로 因하여 일즉 就席
하다.

 3(五.卄.)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 靜養하다. 午后에 
门开 城 丈人公이 上京 来訪하여 良久 懇談하다. (寿鎭도 来訪) 怱々
히 下去하엿다. 此亦 時艱의 所致인가? 今夜에는 警戒警報가 잇
서々 灯火管制가 잇섯고 妻君은 防護服을 입고 12까지 잇섯다. 都
是 不安한 生活이다. 嘉信 六月號를 読罷하다

 4(五.卄一.) 土 曇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今日도 終日 在家하여 聖約 六月號 
“聖書之言” 六月號를 読了하다. 昌根 夫婦가 始興에서 上來하엿다. 
熙鍾은 東渡한다는 日程이 全変된 모양이다. 今夜에도 灯火管制中
에 昌根 夫婦와 함께 门月 談 数刻.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5(五.卄二.) 日  曇 午后雨 夜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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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燥.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 靜養하다. 昨夜부터 
感氣가 든 모양이다. 昌根 夫婦가 隄川 本家로 向発하엿다. 夕陽에 
昌根이 다시 도라와서 夜에 留宿하다. 昨日 車時间을 未及하여 떠
나지 못하엿다 云. 滄川町 金順泰 及 張載晩의 內容証明 返答書가 
왓다(卄一の一의 基址上 家屋 撤去에 対하여). 今日은 “聖書知識” 
舊號를 읽고 매우 趣味잇섯다. 今夜에도 亦是 灯管이다.

 6(五.卄三.) 月 曇后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柳廷烈氏의 書를 받엇다. 무슨 소리를 
짓거렷는지 都是 誠意가 毫無한 可謂 狂者의 소리 같다. 可歎可憐
이다. 昌根이 隄川 鄕第에 가는데 前途에 対하여 易林을 보앗다. 
幸히 吉卦가 나와서 기뻐하엿다. 今日은 感氣가 잇서々 終日 微熱
과 頭痛으로 누어 잇섯다. 夜에 蔡氏夫人(松堂丈의 長女)이 来留하
다. 今夜부터 警戒管制는 解除되다.

 7(五.卄四.) 火 晴 支那事変 五周年 紀念日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始元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午后 3時頃에 会元을 다리고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 
漢城圖書株式会社에 들러서 韓英字典을 改裝하도록 委托하다(工賃 
1.50円에). 沐浴하는데 会元과 함께 몹시 疲困하엿다. 午后 7時頃에 
帰家하니 外曾孫 正均이 와서 반가히 안어보앗다. 이것이 벌서 나
의 三代째의 血脈이다. 於焉间 老年이 된 것을 깨달엇다. 今夜에는 

린 新闻에서 “元曉大師” 二日分과 其他를 읽고 12時過에 就睡하
여 熟眠치 못하엿다.

 8(五.卄五.) 水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聖約 七月號가 來到하다. 人口調査에 
職業欄에 前대로 著述이라고 썻다. 거저 놀고 잇는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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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收入잇는 職業 卽 돈보리가 업다. 世人 앞에는 無職者가 되
엇다. 今日 “聖約”을 받어서 半部를 읽엇다. 夕陽에 柳廷烈氏에게 
懇曲한 편지를 쓰고 五日 온 葉書를 同封 還送하다. 韓佐鍵君의 書
를 読하니 洪原 海水浴을 오라고 請邀하고 旅費까지 보내겟다고 말
하엿다. 뜻은 고마우나 이러케 物心 兩面이 다 不自由한데 空然히 
남에게 身世지는 것도 어려워서 섭々히 謝絶하엿다. 夕에 偶然히 
妻君과 性愛의 戱가 잇섯다. 12時頃 就睡하다.

 9(五.卄六.)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하여 読書와 思索에 
過하엿다. 夜에 亦是 妻君과 性戱가 잇서々 甚히 自愧한 生活이다. 
11時頃부터 就睡하여 比較的 安眠하다.

10(五.卄七.) 金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昨日에는 “聖約”을 読畢하고 老子 上
篇의 意義를 略解하다. 今日은 老子 下篇을 半部以上 講解하다. 夜
12時까지 探究하다. 12時過 就睡. 基督新闻社에 잇던 金東燮君이 
来訪하다.

11(五.卄八.)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 読書하다. 日本基督
敎단 總務局長 鈴木虎二氏로서 敎團時報를 送來하여 반가히 읽엇
다. 道德経을 下篇마저 読了하다. 今夜에는 일즉 就睡하다. 熙鍾의 
書 來到.

12(五.卄九.) 日 晴 
午前 6時半 起居. 聖経. 午前 11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具聖書牧
師의 哀號絶呌하는 說敎를 듣고 事変 五周年 紀念獻金까지 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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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긔서 나와서 中学町 鄭安立氏를 往訪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電
車로 惠化町 承烈을 往訪하엿더니 下鄕하여 맛나지 못하고 거긔서 
敦岩町 商翊氏宅까지 步行하는데 땀을 몹시 흘렷다. 商翊族叔은 마
침 게시고 또 鄭安立氏와 結義兄弟인 李恩弼氏가 在座하여 이야기
가 버러젓다. 数時间 门月 談에 時를 忘却하엿다. 商翊氏의 挽留로 夕
食을 同卓하엿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엿다. 12時頃에 떠
나서 電車로 帰家하니 벌서 午前 零時. 午前 一時頃 就睡하다.

13(六.一.) 月 晴
午前 7時 起居. 聖経. 午前에 妻君이 会元을 伴하여 外出하다. 隄
川 昌根, 太田 海元에게 各々 一葉을 発送하다. 午前中은 靜臥 门月
養하고 午后에는 数時间에 亘하여 老子 下経을 通読하다. 今夜에는 
新闻을 읽고 11時頃에 就睡하다.

14(六.二.) 火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에 鄭安立氏가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는中 阮堂 筆及学에 対하여 談論하고 柳廷烈와의 債関係를 
自初至終 이야기하여 居中調整하기를 快諾하엿다. 그래서 鄭氏는 
柳氏를 보러갓다가 空還하엿다. 後期를 두고 作別하다. 午后 5時頃
에 会元을 伴하여 靑年会舘에 沐浴을 갓다. 途中에서 昌信町 定済
君을 맛나서 良久 立談하다. 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늦게 도라왓다. 
今夜에도 偶然히 妻君과 性戱가 잇섯다. 11時過에 就睡하여 比較的 
甘眠하다. 昌根의 書가 來到.

15(六.三.) 水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九時前에 朝食을 喫하엿다. 終
日 在家 消光하다. 夜에 中学町 鄭安立氏를 往訪하여 数時间 談話
하여 納凉이 되엇다. 12時頃에 帰家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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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六.四.) 木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朝食前에 出门하여 嘉会町 金正秀君을 
往訪하엿다가 맛나지 못하고 도라왓다. 本町 鄭世権을 往訪하여 数
時间 談話하고 12時頃에 帰家하니 光駿君이 来訪하여 午食을 素麪
으로써 同卓하고 終日 談話하엿다. 自己妻에 対한 不平으로 여러가
지 実例를 들어 말하엿다. 마지막 易林까지 卦를 얻어보앗다. 夫婦
関係란 참으로 微妙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크라테쓰와 같이 敎
養이 높은이라면 妻의 性格은 如何하던지 问題가 되지 아니할 것이
다. 그러나 사람은 다 聖人이 아닌 以上 어찌하는 수는 업는 모양
이다. 今夜에는 亦是 不安한 中에 就眠하다. 今日이 鍾路 金融組合
에 利子갚을 期限이다. 아무 道理가 업시 보냇다. 金熙鍾이 下関서 
부친 편지가 來到.

17(六.五.) 金 晴
午前 6時 起眠. 体操. 聖経. 午前 8時에 出门하여 金正秀君을 往見
하고 滄川町 基址에 関하여 交涉하여 보앗스나 마침내 失敗하고 말
엇다. 帰路에 金禹鉉牧師를 往訪하여 長時间 茶話를 하고 도라왓
다. 妻君이 外出하엿다가 午后 2時頃에 도라왓다. 光駿이 今日 또 
来訪하여 宿舍를 求한다고 敦岩町 敬烈의 家를 말하엿스나 不可함
을 말하고 謝絶하엿다. 正済族弟(松原正明)의 坡州郡守 被任한 인
사편지가 來到하다. 夕食后에 理髮所에 갓다가 今日은 休日이라 하
여 空還하다. 12時頃에 妻君의 看護로 就睡하다.

18(六.六.) 土 細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防空鍊이 잇서々 妻君은 終日 
防護服을 입고 坐不安席하엿다. 午后 4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
浴하고 安東源君을 맛나서 滄川町 基址에 対하여 暫時 談話하다. 
午后 7時頃에 帰家하다. 今夜에는 疲困으로 頹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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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六.七.) 日 曇
午前 6時 起眠. 体操. 聖経. 午前 11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崔巨
德牧師의 防諜에 関한 說敎를 듣고 安國町으로 晦宰를 往訪하엿더
니 其间 苑西町 33番地로 搬移하엿다 하여 帰家하엿다. 午食을 좀 
먹고 午后 다시 나서々 苑西町으로 晦宰를 往訪하여 数時间 談話하
고 夕食을 同卓하니 모처럼 肉羹이 잇섯다. 여긔서 9時頃에 나서々 
惠化町 金永喆長老의 內艱喪을 慰问하엿다. 午后 十時半頃에 帰家
하엿다. 妻君은 惡感이 난는지 一言도 업다. 나도 一言도 不発하고 
11時過에 日誌를 쓰고 無聊히 就席하다. 滿洲 建國大学 南福鉉이 
北京서 보낸 편지가 왓다.

20(六.八.) 月 曉雷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会元의 第六週年 生日紀念이
다. 時節도 時節이지마는 나의 経済的 压迫이 이러케 甚하기는 実
로 預期치 못한바이다. 肉羹 一器도 해먹이지 못하여 매우 섭々하
다. 그런데 今日은 마침 海軍紀念日이다. 저의 生日과 海는 무슨 
緣이 잇는가? 何如턴 너는 海의 雄大와 深広을 배워라. 그런데 저
의 母親은 수々떡을 좀 해먹인 것이 탈이 나서 終夜 苦痛한 모양이
다. 나는 夜에 中学町 鄭安立氏를 往訪하여 数時间 懇談을 交換하
고 12時近에 帰家하다. 翌午前 一時頃에야 就睡하다.

21(六.九.) 火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鍾路金組에서 火災保險料 10円四十㦮
의 督促狀이 왓다. 東京 金熙鍾의 편지가 와서 答狀을 쓰다. 午后 
3時頃에 鍾路金組에 가서 火災保險料 十円四十㦮을 支拂하다. 靑
年会舘에서 沐浴하고 社交室에서 圍碁를 좀 구경하고 帰路에 寿松
町 20番地 創氏 金井淸郞君(永済, 明文堂)을 만나서 滄川町 基址 
處分方에 対하여 詳言하엿다. 後約을 두고 9時頃에 分手 帰家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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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食后 12時過에 就睡하다. 

22(六.十.)  水 曇   暑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頃에 三淸町 柳淺廷烈氏를 往
訪하고 鍾路金組 債用金의 件에 関하여 交涉을 하엿는데 今日 午
后 我家에 오겟다고 後約하고 도라와서 中学町 鄭安立氏를 請邀(柳
氏가 願하는故로)하여 午后 7時頃에 三人이 相会하여 長時间 会談
한 결과 何等 確決을 못보고 明日 午后 다시 柳氏를 맛나기로 約束
하다. 今日은 自然히 興奮이 되어서 늦게 잣다.

23(六.十一.) 木 晴  酷暑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半頃에 花洞町 七O 李來冀氏
를 往訪하고 株式取人에 関한 文簿內容을 들엇다. (先次 鄭泰悅君
이 来訪) 午前 11時頃에 帰家하여 朝食을 喫하고 午后 一時頃에 
出门하여 寿松町 20番地 金井淸郞君을 訪하고 滄川町 基址 處分方
에 対하여 다시 问議하다. 明治町 家弓取人所에 가서 兪琦濬氏를 
人事하고 昭和十五年 十月卄四日부터 柳廷烈君이 我의 名으로 株
式을 取拔한 文簿를 調査하엿다. 마츰내 不正한 出納이 잇스믈 発
見하고 柳氏와의 関係를 兪氏에게 말하고 돌아왓다. 意外에 집에 
來客이 잇섯다. 始元의 紹介로 羅喆河氏가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婚談에 対하여). 午后 七時頃에 柳廷烈君이 来訪하여 亦是 시원치 
아니한 言爭을 하다가 空還하다. 興奮된 餘에 終夜 安眠을 못하엿
다(暑氣도 甚함). 오라간만에 海元의 書를 見하다.

24(六.十二.) 金 曇 暫驟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半頃에 柳廷烈氏가 暫来하엿
다. 午前中은 在家하여 더위를 避하고 午后 4時頃에 黃金町 家弓取
人所에 가서 兪琦濬氏를 보고 文簿一束을 謄本하여 보내달라고 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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托하다. 夜에 金井淸郞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11時頃에 疲
困으로 因하여 頹臥 昏眠하다.

25(六.十三) 土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嘉信 七月號에서 “나의 人生観‘을 자미
잇게 읽엇다. 終日 在家하여 더위와 싸웟다. 夜에 妻君과 性戱가 
잇고 몹시 더워서 安眠도 못하엿다. 今日은 妻君은 琉璃窓을 全部 
紙片을 塗付하다.

26(六.十四.) 日 驟雨旋歇  中伏
午前 6時 起眠. 体操. 聖経. 今日이 벌서 中伏인데 비다운 비는 都
是 오지 아니한다. 今年 農事는 벌서 틀렷다. 家國의 憂는 점々 깊
어갈 뿐이다. 午前 十一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崔巨德牧師의 說敎
를 듣고 午后 1時頃에 花町 李来冀氏를 訪하여 柳廷烈氏와의 関係
인 株式의 件을 相議하니 氏는 두말업시 告訴하라고 断言한다. 帰
家하여 玉彬이 가지고온 西瓜를 甘喫하고 夕飯을 同卓하고 玉彬의 
夏休中 帰鄕을 見送하다. 夜에는 柳氏와의 関係되는 債金에 対하여 
計算하여 보앗다. 12時頃에 妻君과 또 性戱가 잇고 昏眠하다.

27(六.十五.) 月 晴 凉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深思黙慮에 잠겻다. 易林
으로 占도 처보앗다. 告訴를 할가 말가. 実로 띨렘마에 걸렷다. 오 
主여 이 불상한 종을 용서하시고 指導하여 주옵소서. 妻君은 会元
을 다리고 外出하엿다가 午后 4時頃에 도라와서 午食을 喫하엿다. 
今夕에는 매우 淸凉한 氣運이 잇다. 意外에 梨高出身 申孃(現 國民
学校 敎員)이 来訪하여 良久 懇談을 交換하고 섭々히 作別하엿다. 
今夜에는 月色이 매우 明朗하여 그대로 就睡하기는 매우 앗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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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六.十六) 火 曇
午前 5時 起眠. 体操. 聖経. 両次 下痢가 잇다. 早朝에 英語를 좀 
읽다가 元海濱 西洋人 海水浴場에 関한 카드인데 1919年頃의 것이
어서 퍽 回顧的 感懷에 잠겻섯다. 今日도 終日 深思黙慮에 잠겻다. 
都是 雲霧中에 싸혀서 光明이 뵈이지 안는다. 午后 4時-5時 靑年
会舘에서 沐浴하고 学舘 化学室에서 稀塩酸을 좀 얻어서 머리 사마
귀에 발랏다. 帰途에 本洞 31ノ111의 宋洙烈君(松本淸史)을 往訪하
여 그의 聘母 尹夫人을 맛나뵈엇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좀 읽다가 困眠을 不勝하여 就睡하다.

29(六.十七.) 水 朝 細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에 隣居(嘉会町 31ノ111) 宋洙
烈君이 来訪하여 懇談을 交換하는中 適者 始元君이 와서 더욱 話
題가 나왓다. 始元君에게 柳廷烈氏와의 相関된 債金에 対하여 詳細
說明하엿다. 夕食后 苑西町 12番地 李載甲君을 訪问하여 맛나지 
못하고 晦宰를 往訪하니 数日前부터 所慎이 잇다고 委席한 故로 長
時间 談話하고 12時頃에 帰家하다. 午前 一時頃 就睡하다.

30(六.十八.) 木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晝间은 在家 门月 養하고 貯金通帳은 今
日로써 空을 첫다. 그야말로 “明日之事는 明日為之” “今日之事 以
此足矣” 夕食后 敦岩町 訥齋族叔을 往訪하엿다가 鄕行하신 故로 
다만 其子 光駿君과 談話하다가 11時頃에 帰家하니 其间에 始元君
과 李載甲君이 왓다가 空還하여 매우 섭々하다. 12時頃 就睡하다.

31(六.十九.) 金 晴 (曉 驟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敬烈이 와서 第一学期 成績을 報告하
다. 校內 学友间에 “야”라는 朝鮮語 一字를 使用한 까닭으로 誓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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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를 쓰고 点数도 까끼엇다 한다. 이러구러 몹시 不快하엿다. 七月
分 学費 拾円을 給與하다. 近日은 生活難을 特甚히 느끼고 身苦보
다 心苦가 더욱 疲労케 한다. 12時頃 就睡하다.

 1(六.二О.) 土 細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토록 計算書를 쓰기에 汨
沒하고 (柳廷烈氏의 取拔한 株式取人資金에 関한 件) 夕에 邊宇昌
君이 来訪하여 長時间 談話하다. (마침 누구의 선물을 받은 수박이 
잇서々 同喫하엿다) 12時過에 就睡하여 새벽에는 驟雨가 잇서 安眠
치 못하고 기침이 나서 한참 辛苦하엿다.

 2(六.二一.) 日 雨后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昨夜의 不眠으로 因하여 神氣가 매우 
不平하다. 今日은 敎会에도 出席치 못하고 終日 在家 门月 遊하다. 柳
廷烈氏에게 株式取人保証金組 2200円에 対한 抵當費用 及 利子를 
計算하여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니 生活難에 対한 이야기다. 今夕에
는 朝日新闻 二日分이 한번에 와서 다 읽지 못하고 昨夜의 不眠으
로 因하여 일즉 就睡하다.

 3(六.卄二.) 月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매우 일즉이 漱洗하고 聖経을 
읽은故로 精神이 매우 灑落하다. 今日은 勇氣를 내어 더위를 무릅
쓰고 午前에 出门하여 먼저 惠化町 建陽社事務所에 들러서 鄭世権, 
玄東完 両氏를 맛나서 良久 談話하고 滄川町 基址 處分에 対하여 



 73

相議하다. 金永喆長老를 訪问하엿더니 外出하여 맛나지 못하고 竹
下從을 往訪하엿더니 鄕第에서 上京치 아니하엿다. 거긔서 新設町 
道元을 往訪하여 그 末弟 仁元君과 対坐하여 良久 談話하다. 李汝
漢 老牧師를 往訪하엿더니 其间 搬移하엿다 하여 다시 그 집을 매
우 애써 차젓다. 多幸히 맛나보기는 하엿스나 아주 老病中에 잇
서々 만일 이번에 못보앗더면 生前에 한번 못맛낫슬는지도 모르겟
다. 数時间 懇談을 交換하고 乘暮 帰家하는데 敦岩橋에 와서 電車
를 탓다. 東部京城을 一週한 셈이다. 帰家하여 夕食을 甘喫하고 11
時頃 就睡.

 4(六.二三.) 火 曇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呻吟(门月 養이 아니라 呻
吟이다)하다가 午后 3時頃에 出门하여 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마침 
尹致昊氏를 맛나서 门月 談하엿다. 帰家하니 海元의 書가 來到하엿는
데 亦是 旱災에 関한 이야기다. 夕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柳廷烈에 
関한 이야기를 하엿다. 11時頃 就睡하다.

 5(六.二四.) 水 朝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부터 細雨로 오던 비가 10時
頃에는 暴雨로 (雷鳴) 一時间餘를 継続하여 川辺과 岸上에는 집들
이 만히 破壞되고 河川 道路等이 破傷 不少한듯하다. 大旱餘의 暴
雨인 故로 水害도 상당한가 보다. 我家에는 意外에 아궁에 물이 나
서 좀 困難하엿다. 또 內室 天井이 滲漏하엿다. 나의 居室은 無事
하엿다. 何如턴 이만큼 편안히 지내는 것도 神恩을 感謝할 뿐이다. 
太田 海元의 편지와 洪原 韓佐鍵君의 書를 接読하다. 今夜에는 11
時頃에 就席하여 萬事를 神께 맡기고 安眠하엿다.

 6(六.卄五.) 木 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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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彌阿里 朴在浩翁이 来
訪하여 水難의 慰问을 받고 感謝하엿다. 그리고 더욱히 柳廷烈氏와
의 財政関係에 対하여 指示를 만히 받엇다. 午后에 鄭泰悅君(安立
氏의 子)이 来问하는 故로 반가히 마저서 支那事変에 通訳으로 從
軍하엿던 経歷談을 듣고 매우 所感과 所得히 잇섯다. 夕食을 同卓
하고 8時半頃에 分手하다. 今夜에는 몹시 蒸熱하고 兼하여 暑感이 
잇서々 安眠치 못하다. 韓佐鍵君의 書를 接読하고 모처럼 長文의 
答을 쓰다.

 7(六.卄六.) 金 晴  夜强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感祡에 잡히어 終日 在家 呻吟
하다. 夕에는 妻君과 生活의 方途에 対하여 门月 談하엿다. 中夜에 豪
雨(雷鳴)가 襲來하여 安眠치 못하고 妻君은 아궁이에서 물을 퍼내노
라고 非常히 努力하엿다. 나는 感祡로 因하여 活動을 못하엿다.

 8(六.卄七.) 土 晴 立秋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이 벌서 立秋이다. 철이 잇서 그러
한지 淸凉한 朝風은 快感보다도 感傷的 情緖를 이르킨다. 今年 여
름처럼 経済的으로나 精神的으로 貧乏한 生活은 六十平生에 처음이
다. 아니 앞으로는 尤甚한 날이 올는지도 모른다. 오 主여, 이 信仰
生活에서 끈허지々만 안케 도아주소서. 今日도 蹲蟄한 中에 一日을 
보냇다. 感氣는 今日이 絶頂이다. 夜에는 묵은 日誌를 차저서 申維
翰氏의 矗石楼詩를 再吟味하엿다. 今夜에는 窓戶를 密闭하고 保溫 
安眠하엿다.

 9(六.卄八.) 日  曇 冷
午前 6時頃에 隣人이 後墻이 崩壞할 慮가 잇다고 來告한다. 是可謂 
“傾者를 覆之”라 하겟다. 現今 이러케 窮乏한 時에 또 이러케 不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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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費까지 생기니 奈何〃〃. 聖書를 읽고 体操를 하여 겨우 心氣를 
부뜰엇다. 今日은 모처럼 妻君이 敎会에 出席. 今日도 晝间은 長臥 
不起하고 夜에는 李朝史에 対하여 探査하엿다. 12時過에 就席하다. 

10(六.卄九.) 月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頃에 洋鉄匠이 와서 後庭簷端
의 落水筒을 改造하여 달라 하엿다. 洋鉄을 주고 工銭은 七十㦮이
라 한다. 夕에 意外에 竹下從이 来訪하여 (이처럼 貴한 白米 数升
을 가방에 너허가지고 왓다) 数時间 談話하고 11時過에 帰去하다. 
友情과 族系의 深重함을 切実히 느끼엇다. 新闻을 읽다가 12時過에 
就睡하다. (夕에 韓佐鍵君의 令息 永道-松中学生-가 모처럼 来訪하
여 良久 談話하다.) 

11(六.卅.) 火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妻君이 外出하엿다. 今日도 
感情이 조치아니하다. 午后에는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惠化町 竹下
從을 往訪하고 나는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다. 具滋玉氏가 日光 
구경하고 도라온後 처음 맛나 人事하엿다. 乘暮 帰家하다가 隣家에 
対하여 落水筒 잘못대서 後墻이 傷한 것을 말하여 고치라고 勧告하
엿다. 夜에는 不愉快한 中에도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12(七.一.) 水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九時頃에 出门하는 途中 申台昌
(七九番地)君을 맛나서 滄川町 基址 處分方을 付托하다. 10時頃에 
惠化町 金永喆長老를 맛나서 数時间 談話하여 氏의 勝洞牧師와의 
不和한 顚末과 또는 神学院에 関한 件을 자세히 이야기 듣고 또 나
의 用件은 滄川町 基址 處分方과 神学院 敎授時间에 関하여 氏의 
援助를 請하엿다. 七分 快感을 얻고 도라왓다. 午后 2時頃에 竹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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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往訪하니 마침 在座하여 促膝歓談하다. 午食과 夕食을 同卓하고 
夜十一時 帰家하다. 電車中에 兪珏卿女史를 맛나서 数語로 寒喧을 
敍하다. 帰家하니 妻君이 身氣不平한지 一言도 업시 일어나지도 아
니하엿다. 12時過 就睡하다. 金熙鍾의 書와 海元의 書가 來着하다.

13(七.二.) 木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頃에 隣居 金昇寿氏를 往訪하
여 後墻의 引水管에 対하여 交涉하다. 그길로 柳廷烈氏를 往訪하여 
不遇하고 午后 5時頃에 맛나기로 하엿다. 甥姪女 昌根의 書를 接하
다. 葉書 四枚를 썻다. (東京 熙鍾, 隄川 昌根, 洪原 韓君, 太田 海
元) 夕에 柳廷烈氏가 来하여 三年来 宿題이던 株式取人所 保証金 
2200円의 件에 対하여 妥協한 結果 그 元金의 半額 1100円에 対
하여 柳氏가 負擔하기로 하고 300円은 始元의 条로 除之하고 残額 
800円에 対하여 借用証을 썻다. 期限은 昭和 18年 八月三十一로 
하고 利子는 每朔 5円式으로 하되 若過此限則 日步 百円에 対하여 
七㦮式 計算하기로 하엿다. 証書를 作成 捺印后 柳氏는 余에 対하
여 感謝하다고 拜首까지 하엿다. 그리고 感泣까지 하엿다. 余는 此
事件으로 因하여 空然히 三年의 長歲月에 걸처서 数千円의 損害와 
非常한 心身의 煩苦를 칠엇다. 问題의 一段落은 지엇스나 이것이 
淸算되기까지는 果然 明年 八月이 될가? 何如턴 “今日之事, 今日為
之”할 뿐이다. 今夜에는 感謝의 祈祷를 올리고 12時頃 就睡하다. 

14(七.三) 金 曇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8時頃에 妻君이 会元을 다리고 
门开 城 親家에 下去하다. 柳廷烈氏가 八月分 利子라고 5円을 가저왓
다. 始元의 書를 見하니 滿洲留 羅正雄君은 事務関係로 떠나오기 
어렵다는 긔별이다. 그래서 门开 城 德珪에게로 此言을 通知하여 光鎭
孃의 看選件은 延期하라고 하엿다. 今日은 終日토록 홀로 집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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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찬밥을 点心과 저녁을 먹엇다. 夜 9時半頃에 南门駅에 나가서 
妻君(会元)을 迎接하엿다. 妻君은 무엇을 한짐 가지고 쩔々맨다. 女
子는 언제던지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는 것이 常套인가보다. (그러
나 洋裝美人들은 除外) 겨우〃〃 帰家한 후 饅頭와 豬肉을 주어서 
飽喫하엿다. 다시 알어보니 今日은 丈母의 生辰이라 한다. 12時過
에 就席하여 배부르고 더워서 甘眠치 못하엿다. (夜雨)

15(七.四.) 土 晴 末伏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点心은 全闭하고 夕飯은 午后 
4時頃에 먹엇다. “聖書之言” 八月號를 読了하다. 午后 5時에 靑年
会舘 浴室에 가서 沐浴하고 府民舘 音楽会(每日新報 主催 読者慰
安会)에 往観하다. 이는 朝鮮在來의 歌劇과 舞踊이다. 이것을 通하
여 朝鮮 古代文化를 想像할수잇다. 그야말로 芸術은 길다. 正刻 七
時에 门开 幕하여 十時過에 闭会하엿다. 30分前 7時부터 超滿員이어서 
겨우 뒤자리 하나를 얻은 故로 잘 들리지 아니한 것은 遺憾이다. 
終幕의 才談은 더욱 解㶊케 하엿다. 実로 一夕의 暑苦를 잊어버렷
다. 闭会后 雨戱로 因하여 좀 기다리고 오다가 中途에서도 비좀 마
젓다. 12時頃에 就睡하다.

16(七.五.) 日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故 松堂先生의 第二女(尹氏夫人)가 井
邑 鄕邸로부터 上來하여 白米 一袋를 寄贈하엿다. 먼저 神께 感謝
하엿다. 굶어죽지는 아니하게 하신다. 今日은 敎会에 出席치 못하고 
終日 族譜를 考阅하여 贊済의 집이 如何한 것을 알엇다. 夕食后 後
園에 나가서 墻垣을 檢視하다. 夜에는 妻君이 会元을 引率하고 惠
化町엘 갓다 왓다. 12時頃 就睡하다. 今夜에는 窓戶를 닫고 잣다. 
인제는 新凉이 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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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七.六.)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午前中은 거의 누어서 時间을 
보냇다. “聖約” 八月號를 読畢하고 夕에는 聖句断想에서 몇篇을 訳
出하다. 今日은 服中이 좀 不便하여 安眠치 못하엿다. 妻君의 感情
도 아주 거칠어저서 매우 不穩한 날이다. 언제 暴風雨가 일어날는
지 알수업다. 그러나 나는 이의 覚悟한지가 오란 故로 아모 겁날 
것은 업다. 모든 것은 거저 한 劇으로 볼뿐이다.

18(七.七.) 火 快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손님이 오는 날이라고 妻君이 
일즉부터 掃除를 格別히 하고 서둘으는 품이 아주 壯観이다. 午后 
5時頃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모처럼 李萬珪君을 맛나서 近
日 敎育界 消息을 듣고 반가웟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보고 11時
半까지 손님을 기다렷다. 妻君은 今日 上京하는 季妹 光鎭孃을 마
지러 京城駅에 나간 모양이다. 十一時半頃에 光鎭孃이 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참외두 먹고… 12時過에 就席하다.

19(七.八.) 水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光鎭孃은 中等学校 音楽敎員講習会(場
所는 京畿中学內)에 간다고 8時前에 出動하엿다. 이로 因하여 今日
은 朝飯이 매우 일럿다. 나는 今日도 終日 伏枕飮暑하엿다. 夕에 
光鎭孃이 講習会에서 도라와서 한참 말동무가 되엇다. 豊川玉彬이 
鄕第로부터 上來하여 반가히 보고 向日 放学時에 貸去한 金二円까
지 返報하엿다. 光鎭孃이 夕食后 紅把町 寿鎭妹에게 다니려갓다. 
내가 이런 것을 쓰고 잇는 것이 무슨 意味인지 알수업다. 이러케 
빗싼 조희를 부지럽시 업세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곳 生活이냐? 
다시 생각하면 活動이 잇고 変化가 만흔 生活이란 흔히 罪의 作用
이라 할 것이다. 이러케 보면 現今 나의 生活은 도리여 聖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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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가고 생각도 된다. 밤에는 벌서 벌래소리가 어지럽다. 七夕도 
지나고 인제는 가을철이 분명하다. 이러케 無聊히 長夏를 보내는 
것은 六十平生에 처음이다. 光鎭孃이 紅把町 其妹에게 갓다가 떡을 
가지고 와서 밤참을 먹고 한참 이야기하엿다.

20(七.九.) 木 曇 或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早朝에 光鎭孃이 婚占을 처보앗다(易
林). 모처럼 朝食을 일즉 먹고 金永喆長老가 来訪하여 滄川町 基址
에 関한 이야기와 朝鮮神学院에 関한 件을 이야기하엿다. 다 不如
意하다. 眞 所謂 窮人之事 每事不成이다. 今日도 終日 無聊히 送日
하엿다. 모든 일이 다 陰鬱한 氣分을 개이게 하지 못한다. 夕에는 
光鎭孃으로 더부러 良久 談話하다. 保寧 金岩里 明淳의 書를 見하
다. 11時 就睡하다.

21(七.十.) 金 晴  夕陽驟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는 泄痢가 좀 잇서々 더욱 氣力
이 업섯다. 朝食은 光鎭孃을 為하여 比較的 일즉 마첫다. 午前中은 
亦是 누어서 보냇다. 韓佐鍵君의 書를 接見하니 洪原에서 両次 洪
水의 災害가 잇서 莫大한 손실을 보앗다는 報道이다. 所以로 나의 
洪原 出遊할 事는 아주 断念하엿다. 午后에는 書物을 좀 訳述하다. 
光鎭孃은 今日 午后까지 講習을 맛치고 夜 9時5分発 車로 下去하
다. 妻君이 停車場까지 나갓다가 11時過에 도라왓다. 11時過 就睡
하다.

22(七.十一.) 土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朝에 “一日一生”(內村氏著)에서 如
左의 文句를 읽고 聖者의 預言을 읽은 感이 잇다. 
“만일 今日 日本基督信者로서 一致할진대 天下에 무엇이 當하리오. 



80

그러나 敎派分裂의 弊가 極甚한 欧米宣敎師에 依하여 傳道된 我國 
今日의 基督信徒의 一致는 熊과 獅子와의 一致를 바람보다도 어렵
다. 만일 幸히 神의 靈이 我等의 中에 活動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리스도를 생각함과 같이 우리나라를 생각케하여 外國에 依賴하는 
愚와 恥와 罪를 생각한다면 一致는 芙蓉의 巓에 临하고 琵琶의 湖
面에 나려서 東洋의 天地에 心靈的 一生面의 열리는 것을 볼 것이
다. 그러나 其時의 이르기까지는 我等은 今日의 分裂孤立으로써 滿
足하지 아니 할수업다. 이것이 或 우리가 人에게 依賴하지 아니하
고 神께만 依賴하기를 배우게하려는 神의 聖旨일지도 모른다 云々” 
今日은 午后에 妻君이 쎄멘을 손수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水道 
其他 破傷處를 塗附하는데 助力하엿다. 夕食은 甘喫하엿다. 夜에 
妻君의 感情이 또 暴発하여 한참 滑稽劇을 演하다. 今夜에도 都是 
安眠을 못하엿다. 

23(七.十二.) 日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모처럼 礼拜堂에 가서 崔牧师의 說敎
를 靜聽하고 礼拜를 마친后에 오라간만에 積阻한 親友를 맛낫다. 
帰家 午食后에 四枚의 葉書를 쓰다(商翊氏, 始元君, 沈順孃, 韓佐鍵
君). 今日은 이러구러 晝寢아니하고 夜 10時頃 就睡하여 比較的 甘
眠하다. 

24(七.十三.) 月 曇 處暑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9時에 朝食을 마첫다. 今日도 終日 蟄
伏呻吟하엿다. 妻君은 天然町 始元에게 갓다왓다. 夕陽에 敦岩町 
光駿의 母親이 来訪하여 한참 이야기하엿다. 今 夕刊新闻을 보니 
南米伯國에서는 獨逸에 対하여 宣戰布告를 하엿다 云. 스탈린그라
드 附近에서는 獨蘇戦이 猛烈하다. 어떠케 高溫인지 近處 湖沼가 
다 枯渴하여 一滴의 水도 얻기 어렵다 云. 漸々 世界戦爭은 極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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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는 모양이다. 11時半 就睡하다.

25(七.十四.) 火 曇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일즉 漱洗하고 聖経을 읽고나
니 心身이 매우 淸快하다. 午前中은 在家 靜養하고 午后 4時頃에 
모처럼 会元을 引率하고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午后 6時頃에 
도라오니 居無何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엿는데 君은 親
患이 危重하다 한다. 平復되기를 心祝하엿다. 今夜에는 매우 선々하
여 窓戶를 全闭하고 綿衾을 被하엿다. 여름도 그럭저럭 다 보내엇
다. 아주 惰氣漫々한 夏期를 보냇다. 今夜에는 比較的 安眠하다.

26(七.十五.) 水 曇 而 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始興 甥姪女 順娘의 書를 接読하고 매
우 반가웟다. 今日은 淸凉한 바람에 勇氣를 내어 聖経断想 数篇을 
訳述하다. 夜에는 妻君과 戱談数刻에 일즉 就睡하다. 

27(七.十六.) 木 曇 冷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靜臥休養하고 午后 日々之基
督 及 一日一生의 数篇을 訳出하다. 夜에는 淑烈이 其児 正均을 抱
하고 来見하여 良久 談話에 매우 반갑고 “人生의 위로”라는 것이 
업지안흠을 느끼엇다. ― 肉親의 愛情이란 特別한 感情이 잇슴을 
알겟다. 今夜에는 愛國班長이 男班員을 召集한다고 請하는데 나는 
神経痛으로 夜出 不便함을 말하고 일즉 누엇는데 終是 安心은 안된
다. 戦爭中 生存한 몸이 어찌 平安하기를 바라리오마는 時々刺戟잇
는데는 더욱 難堪이다.

28(七.十七.) 金 曇
 体. 経. 午前 6時에 愛國班 会員들이 特히 男子만이 防空訓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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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習한다고 나오라고 催促하는 故로 不自由한 다리를 强作하여 出
動하엿다. 空然히 京城같은 都市에 苟々히 살고잇는 것이 愧於心하
고 愧於人이다. 오 主여 引導하소서. 朝食后에는 鼠穴을 막노라고 
土役을 좀 하고 晝间에 좀 疲労感하여 数時间 靜臥하엿다. 夕에 妻
君의 感情이 또 거치러저서 매우 不快하다. 그러나 祈祷의 힘으로 
모든 魔障을 이긔고 “日日之力” 数篇을 訳出하다. 今夜는 灯火管制
로 因하여 도리여 靜寂한 時间을 얻엇다. 11時 就睡하다.

29(七.十八.) 土 曇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 暁頭에도 防空演習이 잇섯는데 
나는 女子班員이 鍊習인줄 알고 나가보지도 못하여 매우 未安하다. 
거름도 잘못 것는데 防空이라는 役을 할수도 업지마는 이러한 때에
는 더욱 生의 不安을 느낄 뿐이다. 今朝에는 聖書를 읽고 매우 慰
安을 받엇다. 今日은 오래동안 廃하엿던 太陽浴을 始作하엿다. 昨
年 五月以后 一個年间 基督新闻을 主筆하노라고 都是 療養이 업섯
다. 午后에는 “日日之力”에서 数篇을 訳出하다. 夜에는 妻君이 外
出하엿다. 나는 홀로 書案을 対하엿다. 11時過에 就睡하다.

30(七.十九.) 日 晴 老炎再肆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半頃에 安國礼拜堂에 往하여 
礼拜에 参하고 闭会后에 李敬浩長老와 良久 談話하다. 帰家 午食后 
約30分间 太陽浴을 行하다. 今日 妻君은 早朝부터 防空演習으로 
汨沒하엿다. 夕陽에 筆을 執하고 “日々之力”의 一篇을 訳出하다. 
夜에는 秋思正深箕雅에서 古人의 詩篇을 拾咏하엿다. 12時過에 就
睡하다.

31(七.卄.) 月 晴 凉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男子班 防空訓練이 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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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못하여 未安하다. 早朝에 会元을 새에 두고 空然히 妻君의 
感情이 激発하여 暫時 活劇이 이러낫다. 참으로 可憐可笑로운 人生
이다. 一日 24時间 한 時间이라도 安穩하고 滿足한 感情을 가지는 
일이 업다. 정말 먹을것이 업서々 그러한가. 午后 2時부터 長谷川
町 京城基督靑講堂에서 基督敎京城联合会 總会가 丹羽淸次郞氏 司
会로 열렷는데 来会者는 三四十名이다. 某氏의 말을 들은즉 西鮮지
방 어느敎会에서는 主祈祷文의 末節 즉 나라와 “権勢와 栄光이 永
遠히 아버지께 잇사옵나이다”라는 것이 问題가 되엇다 한다. 南鮮
地方에서는 神의 國이라는 語도 使用치 못한다는 말이 잇고 其他 
終末論, 審判, 再临 等이 다 问題가 되엇다는 것이다. 基督敎会는 
장차 어듸로 갈것인가? 오직 우리 信者의 미덤을 더욱 굳게 직힐 
秋이다. 西大门外 天然町 始元에게 往訪하엿더니 마침 出他 未会하
다. 帰家 夕食后 夜에는 “日々之力”의 数篇을 訳出하고 12時頃 就
睡하다.

 1(七.卄一日) 火 晴
午前 6時 起居. 今日은 愛國班員의 勤労奉仕에 出動하다. 午前 10
時頃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易林占을 처보앗다. 始元이 간 後에 드
르니 黃肉을 두어근이나 가저왓다 한다. 黃肉을 斤으로 먹어보기는 
아마 半年以上이 된 모양이다. 点心에는 內膾를 처서 飽喫하고 午
后 4時頃에 会元을 引率하고 靑年会舘에 沐浴하러 갓다. 마침 呂運
亨氏 만나서 欣握하엿다. 東京서 出來한지가 三週日이나 되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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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然 모르고 今日 처음 맛낫다. 具滋玉君을 보고 某氏와 婚談에 対
하여 이야기하엿다. 도라오는데 会元이 먼저 나와서 한참 찻다가 길
에 와서 맛나 다리고 왓다. 오라간만에 崔鳳則君과 梁柱三氏를 邂逅
하다. 帰家后 夕食을 喫하니 고기를 구어서 모처럼 飽喫하고 夜에는 
妻君과 雲雨의 楽을 交換하엿다. 夕陽에 모처럼 金相鎬商店에서 金
10円을 借來하엿다. 이는 敬烈의 学費를 주려함인데 敬烈은 今日도 
왓다가 기다리지 안코 거저 도라갓다 한다. 敬烈을 본지가 一箇月이 
지낫다. 金銭이란 魔物이다. 骨肉의 愛도 이러케 左右하는 힘을 가
젓다 하겟구나. 가슴속에 심으여드는 슬픔을 느끼엇다.

 2(七.卄二.) 水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일즉 일어나서 太陽을 바라보
면서 体操를 하엿다. 心身이 매우 爽快하다. 아직 幾日分의 柴粮이 
잇고 聖書外에 数十種의 書籍이 잇고 게다가 손바닥만한 뜰이나마 
玉箴花 数栄와 (紅,紫,蓝)三色의 朝顔이 피어서 淸談한 色香을 준
다. 明日은 말 말어라. 今日 이만한 幸福을 주신 神께 感謝할 뿐이
다. 午后에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敦岩町 敬烈에게 갓다. 나는 太
陽浴을 한后 困하여 좀 누엇다가 夕陽에 “日々之力”을 밤까지 数篇
을 訳出하다. 11時頃 就睡하다.

 3(七.卄三.) 木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始興 妹弟의 
家를 往訪하다. 나는 終日 집을 직히고 太陽浴과 “日々之力”의 飜
訳을 阙치 아니하엿다. 午食과 夕食은 冷飯 冷水로 어버리고 夕
에 桂洞町 呂運亨氏를 往訪하엿더니 마침 손님과 出他하는 途中에
서 맛난 故로 明夕으로 後約을 定하고 空還하다. 오다가 任昇鎬氏
를 訪问하엿더니 下鄕하엿다 하여 그의 子婦와 조금 이야기 하다가 
도라왓다. 妻君이 会元을 다리고 9時가 지나서야 도라왓다. 女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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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듸를 가던지 빈손으로는 아니 다니는 모양이다. 農村土産을 적잔
케 한 보통이를 가지고 왓다. 昌根의 消息을 들으니 其间 隄川으로 
聖書朝鮮 読者라고 警察의 引致調査가 잇섯다 한다. 나는 여긔 対
하여도 하느님의 恩惠를 切感하엿다. 夜에는 妻君과 偶然히 性戱가 
잇서々 너무 不節制한 生活에 自愧自苦하엿다. 何如턴 잠을 잘 잣
다.

 4(七.卄四.) 金 晴 淸凉 旦 晩炎頗甚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早朝부터 冊欌의 大整理를 行
하다. 今日까지 太陽浴을 行하니 一週日间이다. 今日은 좀 疲困하
고 身体 徵熱이 잇다. 午后에는 누어서 쉬이고 夕食后에 昨約대로 
桂洞町 呂運亨氏를 往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적이 慰安을 얻엇다. 
그러나 오직 우으로서 나려오는 恩惠라야 참으로 慰安을 얻을수 잇
는 것이다. 11時頃에 帰家하다. 12時近에 就睡하여 比較的 安眠은 
된 모양이다.

 5(七.卄五.) 土 晴
午前 6時 起動. 泄痢가 잇서々 몸이 매우 疲困하다. 会元이 蛔蟲薬
을 먹고 朝飯을 늦게 주니까 아주 못견듸게 야단이다. 나는 昨日부
터 熱氣가 잇서々 起動이 아주 不自由하다. 始元君이 群山에서 電
報를 보냇다. (光鎭孃의 미아이는 延期) 그래서 门开 城으로 電報를 発
送하엿다. 그런데 居無何에 光鎭孃이 上來하엿다. 夜에는 果実을 
喫하고 光鎭孃을 中心으로 家庭的 團欒이 잇섯다. 12時頃 就睡 安
眠.

 6(七.卄六.) 日 晴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熱이 減退하여 病床을 떠낫다. 
11時頃에 妻娚兄弟 及 妻姪 二児가 上京하여 아주 妻君의 家族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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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엇다. 午食을 同卓하고 午后에는 妻君과 会元을 加하여 六人 
一行이 昌慶苑 動物園을 구경하러 갓다. 그길로 떠난다고 섭々히 
作別하엿다. 나는 홈자 집에 掃除를 하고 잇다가 妻君이 오기를 기
다려서 夕食은 冷飯을 小喫하고 8時에 勝洞礼拜堂內에 京城基督敎 
各派联合礼拜에 日本基督敎團 統理者 富田滿氏의 講演을 参聽하엿
다. 演題는 “日本基督敎團の 樹立と 其の 特色”이다. 매우 長広舌
을 揮하엿다. 通訳은 全弼淳牧師엿다. 近來에 罕有한 会合이엇다. 
闭会后에 下階 神学院事務室에서 茶話가 잇섯는데 나도 請함을 받
어 드러갓다. 富田氏는 実로 舊面이다. 처음 맛날때보다 매우 瘦瘠
한듯하다. 今行은 平壤, 新義州를 거처서 哈爾濱, 新京까지 간다고 
… 11時頃에 帰家하여 12時頃 就睡하다. 嘉信社에 八月號에 対한 
探问편지를 発送하다. 嘉信이 이러케 遲着함은 過去에 絶無한 事이
다.

 7(七.卄七.) 月 細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始元이 群山서 부친 편지가 인제 왓다. 
妻君이 门开 城으로 편지하엿다. 今日은 別로 收穫이 업시 寢席에서 
보냇다. 오직 数日을 걸처서 書架를 整理한 것이 일이엇다. 夜에는 
妻君과 함께 朝鮮의 書院 配享된 各人들을 阅览하여 보앗다. 12時
頃 就睡하다.

 8(七.卄八.) 火 驟雨 曉至雷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靜休하다가 午后 5時頃
에 出门하여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乘暮 帰家하니 意外에 竹下
從이 来訪하엿다. 陽宅法을 가지고 此家를 相한즉 门이 禍害方이 되
어서 不吉하다고 门을 돌려내면 大吉이라고 力說한다. 그러케 말을 
듣고 본즉 過去가 符節을 合한듯하다. 그러나 너무 非科学的임에는 
놀라지 아니 할수업다. 이러한 市街地에서는 到底히 그 法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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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门을 내일수는 업슬 것이다. 阮堂先生 墓表抄를 빌려주어서 明日 
轉抄하기로 받엇다. 11時頃에 作別하다. 

 9(七.卄九.) 水
今曉에도 雷鳴과 驟雨가 잇섯다.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 
阮堂先生 墓表를 寫主하기로 紙筆墨을 整備하엿다. 毛筆글씨 써본
지가 몇十年인지 如干 힘이 들지 안는다. 꽤 勇氣를 発하여 二千餘
字 되는 長文을 書了하니 밤 12時까지 안젓다. 腰痛은 益甚하여 実
로 難堪이다. 그러나 此人物 此文章에 対하여 熱慕하는 情은 能히 
모든 苦労를 이긔고 남엇다. 六歲児 会元이 글씨를 쓴다고 옆에서 
붓장난을 한다. 이 아희가 將來 秋史만큼 될가나?

10(八.一.) 木 曇 午后雨 終夜西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昨日의 過労로 因하야 몸이 몹시 疲困
하다. 타스타여스키氏의 罪と罰을 읽엇다. 夜에는 內室이 滲漏하
여 会元母子가 我의 居室에 移來하다. 이러구러 安眠치 못하다.

11(八.二.) 金 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日來로 書架를 掃除하고 冊頭에 堆積
한 塵垢를 拂除하기가 꽤 힘이 든다. 대강 數爻를 보니 四百餘卷이
다. 이것을 時価를 친다면 千餘円의 치는 된다. 그러나 이것을 実際 
売却하기로 한다면 五百円도 될는지 모른다. 何如턴 나에게는 物心
両面으로 보아서 이것이 財産의 重要部를 占한 것은 事実이다. 淑
烈이 민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왓다. 이는 제 할머니 生辰을 祝하
려 함이다. 夕食은 모처럼 생선국을 끄려서 三口가 飽喫하엿다. 夜
에도 冊子를 整理하노라고 12時까지 잇섯다. 新闻을 보고 翌午前 
一時頃 就睡하여 安眠치 못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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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八.三.)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그럭저럭 집에서 消日하엿다. 
妻妹 寿鎭氏가 其妹의 生日을 祝하려고 果物과 飮料等을 가지고와
서 良久 談話하여 자못 半日의 慰安을 얻엇다. 書架의 掃除와 整理
는 今日로 마첫다. 이것도 한가지 일이라고 하면 꽤 바뿌고 자미잇
섯다. 吾人의 生이란 무엇이냐 돈 버는것이냐 일하는 것이냐? 夕陽
에 좀 누어서 쉬엇다. 夕食은 꽤 甘喫하엿다. 食后에 妻君은 会元
을 引率하고 무슨 運動(力技)会에 구경을 가고 나는 終으로 書架
를 改正하고 타골의 人生論을 좀 읽엇다. 新闻을 읽고 翌午前 一時 
就睡하다. 大東亞省의 官制가 新闻에 発表되엇다.

13(八.四.) 日 終日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雨戱도 잇고 몸도 不便하여 礼
拜에도 못가고 室內에 蟄居 晝眠을 酖하엿다. 夕에는 12時까지 読
書하다. 特히 스칼과 타골에 対하여 所得이 만헛다. 新潮社에 
“東洋思想”을 注文.

14(八.五.) 月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온終日 冊欌 外部架頭에 언저
둔 物件을 拂塵整理하엿다. 新闻 볼새도 업시 바뻣다. 夕에는 寫眞
의 年月日을 차저 쓰노라고 日誌들을 阅览하기에 꽤 오랏다. 読書
를 좀 하다가 졸려서 就睡하다(十二時過에).

15(八.六.) 火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좀 일즉 洗漱하엿다. 読書를 좀 
하엿다. 午后 4時頃에 会元을 다리고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오
다가 敎文舘에 들러서 耶蘇敎書会와 聖書公会 近況을 듣고 苦笑하
엿다. 靑年会舘에는 佛敎協会 看板이 붓고 內部에는 尹致映君의 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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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事務所가 新設되엇다. 基督敎內 모든 機関이란 것이 그야말로 無
復舊時容이라 하겟다. 乘暮 帰家하니 妻君이 夕飯을 準備하여노코 
기다리고 잇다. 그리고 嘉信社의 回答이 왓는데 六日에 出付하엿다
는 雜誌가 尙今 不來하니 都是 알수업는 일이다. 今夜에도 読書를 
좀 하다가 12時後에 就睡하다.

16(八.七.) 水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몸이 더욱 疲困하여 振作이 不
能하다. 오래동안 묵혀두엇던 타골의 人生論에서 更生, 瞑想, 人格
의 世界 三篇을 再読하여 興味가 만핫다. 印度語 “옴”이란 말의 意
味는 完全無限, 無始無終이라는 것이다. 라마는 天地의 主宰 
高善의 人格的 実在로 崇拜하는 神이다. 卽 우리의 하느님과 같은 
말이다. 夜에는 아인스타인의 相対性理論을 다시 考阅하엿다. 11時
頃 就睡하다.

17(八.八.)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早朝에 鵲噪가 잇기에 손님이 
오실가 하엿더니 果然 意外에 李敬浩長老가 来訪하여 그의 子婚에 
対하여 이야기하엿다. 그리고 또 夜에는 始元이 自鄕 上來하여 来
訪하엿는데 彼此에 関한 事情이야기와 기타 门月 談으로 数時间을 보
냇다. 그러구러 時间이 늦어서 新闻도 채 못보고 늦게 就睡하여 安
眠치 못하엿다. 其実은 今日에는 舊稿 飜訳の難을 更書하고 結婚과 
遺傳에 対하여 좀 論文을 쓰려고 参考書를 “멘델의 遺傳原理” 大思
想全集中에서 찾어노핫다. 六日에 出付하엿다는 嘉信이 12日만에 
今日에야 來着하엿다. 

18(八.九.) 金 曇
午前 8時 起居. 몹시 疲困하다. 体操. 聖経. 聖約이 來着하여 于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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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誌부터 읽고 聖書生活의 福스러움을 더욱 同感하엿다. 今日은 멘
델의 遺傳原理를 읽어서 所得이 만헛다. 夜에는 모처럼 理髮하엿다. 
読書를 좀 하고 12時過에 就睡하다.

19(八.十.)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 読書하는데 家屋紹
介者들이 数三次 와서 집을 팔라고 强勧하므로 고 賣買契約을 하여
버렷다. 每间 575円式 十二间에 6900円이다. 契約金으로 먼저 七
百円을 받엇다. 거긔서 口文 一割 六十九円을 주엇다. 嘉会洞집(嘉
会齋)에서 꼭 八周年을 살엇다. 시원섭々하다. 妻君은 大不平이다. 
그도 그러할 일이다. 妻君이 이집에 와서 七周年间 積功을 하고 会
元이 齋洞國民学校에 入学식힐 預定을 꼭 하고 잇던 터인데 인제는 
이 嘉会町에서는 다시 집을 얻어보기는 可望업다. 이것도 亦是 神
의 攝理로 알수밧게 업다. 인제 京城에서 区々히 살고잇슬 必要도 
업지 아니한가? 夕食后에 金禹鉉牧師를 往訪하여 住家에 対하여 
相議하여보니 氏의 意見도 始興方面에 居住하면서 菜蔬農作이라도 
하는 것이 조흘듯 하다고 하여 나도 本來 有意하던 次에 同感하엿
다. 그리하여 再明日에 同伴 往見하기로 約束하다. 12時頃에 帰家
하여 妻君과 長時间 이야기하고 翌午前 3時頃에 就睡하다.

20(八.十一.) 日 晴 午后驟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礼拜堂에 가서 礼拜에 
参하고 月捐金 七箇月分 린 것을 支拂하다. 崔牧师 及 尹長老에
게 現住宅의 팔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엿다. 帰家 午食后에 易林을 
좀 보앗더니 都是 시원치 못하다. 夕陽에 崔巨德牧師가 来訪하여 
居地 及 家屋에 対하여 이야기하엿다. 普光町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럿다. 夕食后 李萬珪氏의 편지(滄川町 基址에 対하여)를 答하다.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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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八.十二.)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居地를 살피려고 매우 奔走하
엿다. 먼저 金禹鉉牧師 往訪하니 不在하고 또 崔巨德牧師도 不在하
엿다. 그래서 以文堂에 가서 電話를 좀 빌려하니 意外에 洪種植君
이 그 書店을 맡어한다. 良久 懇話하고 李萬珪氏에게 滄川町 基址
에 関하여 電話交涉하다. 그後에 惠化町까지 가 鄭世権氏를 보고 
住家에 対하여 相議하니 敦岩町 몇채 잇다하여 同伴 往見하고 그게
서 敬烈을 往見하니 寿元이 홈자 일을 하고 잇다. 可憐한 樣子는 
目不忍見이다. 거긔서 다시 鄭世権氏 建築地에 와서 都木手를 보고 
이야기하다가 雨戱로 因하여 長時间 보내고 夕暮에 電車로 帰家하
다. 夕食后 妻君과 談話하다가 翌午前 2時頃에 就席하여 安眠치 못
하엿다.

22(八.十三.)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頃에 金禹鉉牧師가 来訪하여 
始興 同伴하려는 것을 破意하고 崔巨德牧師를 보고 普光町 가려던 
것을 고만 두엇다. 妻君과 同伴하여 먼저 惠化町 竹下從을 訪问하
려다가 相違되어서 내가 먼저 竹下를 往訪하엿더니 工巧히 下鄕하
엿다 하여 敦岩町 新築基址를 観览하려고 생각하엿던 것을 고만두
게 되엇다. 그리하여 나는 妻君을 기다리다 못하여 惠化町 停留場
에서도 長時间 기다리다가 홈자 가서 얼마동안 기다리니 妻君이 会
元을 다리고 왓다. 長時间 散步삼어서 近處를 視察하고 都是 完定
치 못하고 乘暮 帰家하다. 夜에는 新闻도 채 못보고 妻君과 感情까
지 조치 못하게 10時頃에 就睡하다. 이집 契約金 받은지 今日 4日
채인데 입때 앞다리를 定치 못하엿다. 오직 되어가는대로 보자.

23(八.十四.) 水 晴 和
午前 七時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 敦岩町 移住에 対하여 筮을 



92

卜하여보니 不吉하다. 다시 金華山方面(西部)을 占하니 “君子獲福”
이란 句가 잇다. 그래서 우선 敦岩町 집 契約하려던 것을 中止하엿
다. 金華山方面으로 住宅을 찾어보련다. 午后 3時頃에 出门하여 먼
저 靈泉行 電車로 橋南町에서 나렷다. 始元君을 往訪하니 鄕第에서 
上來치 아니하엿다. 거긔서 延禧莊을 向하려는데 몹시 시장하여 어
는 飮食집을 드러가서 平生 처음으로 오뎅이란 것을 三十㦮짜리 먹
엇다. 途中에서 마침 趙晩秀氏를 맛나서 暫時 立談하고 다시 権雨
澤氏{(先時에 以文堂에 가서 電話로 알어보니 権君이 今日 出席치 
아니하엿다 한다)(그리고 李萬珪君과 電話를 交換하다)}를 往訪하니 
其间 通津鄕第로 가기로 決定되엇다 하고 方今 下鄕하엿다 한다. 
그래서 홈자 福德房을 찾어서 賣家를 数處 回览하엿다. 죄다 合意
한 것이 업다. 空行을 하여 北阿峴町 停車場에 나가서 西大门까지 
왓다. 집에 도라오니 벌서 8時頃이다. 夕飯을 対하엿다가 고만 妻
君의 惡感에 견듸지 못하고 夕飯을 阙하고 바루 就睡하엿다. 今日
도 부지럽시 보냇다.

24(八.十五.) 木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 佳俳節이라고 리웃집에서는 떡을 
짓고 肉羹을 맨드러서 나도 잘 먹엇다. 내집에서는 저녁밥은 찬밥으
로 때어버렷다. 나는 終日 疲困한 心身을 쉬이고 린 新闻만 좀 
읽엇다. 移住에 対하여는 妻君과 다시 相議하고 新村方面에 (金華
山 方面) 求하여 보기로 하엿다. 夜에는 意外에 精神이 좀 安定되
어서 読書를 꽤 만히 하엿다. 11時過에 就睡하다.

25(八.十六.)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出门하여 滄川町 徐
洸璡君을 往訪하여 搬移에 対한 相議를 하고 몇집을 들아보앗다. 
아직 確定치 못하고 도라오다가 西大门郵便局前에서 徐君을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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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야기하고 明日 만나기로 約束하다. 乘暮 帰家하다가 途中에
서 妻妹 寿鎭氏를 맛나 이야기하고 帰家하니 妹弟가 와잇섯다. 妻
君도 会元을 다리고 어듸를 갓다가 도라왓다. 甥姪 昌根이 隄川서 
왓다가 바루 도라갓다 한다. 夜에는 亦是 妻君과 感情이 衝突하여 
아주 不快한中에 12時頃 就睡하다.

26(八.十七.) 土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朝食은 妹弟와 함께 하고 여러가지 이
야기를 듣엇다. 今日 昌根을 同行하기 為하여 東京城駅에 나간다 
한다.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東京城駅까지 䬻送하려 나가고 나는 
麻浦方面 電車로 나가서 北阿峴町 近處에서 먼저 住家로 相當한 
것이 잇슬가 하고 더듬어 보앗다. 終ノ 発見치 못하고 말엇다. 滄川
町(途中에서 李載甲君을 맛나고 裵恩植女史와 長時间 談話하다)에 
나가서 徐洸璡君을 맛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昨日에 보앗던 44ノ一
番家屋은 고만 두기로 하엿다. 夕食은 徐君의 好意로 同卓하고 良
久 談話하다가 九時50分 京城行 列車로 도라왓다. 帰家하니 벌서 
十一時頃이다. 妻君과는 亦是 無言中 就睡하다. 

27(八.十八.) 日 晴
午前 7時 起眠. 体操. 聖経. 礼拜堂에 가려다가 時间이 늦어서 못
가고 十二時頃에 西小门駅에서 龍山線 汽車를 타고 北阿峴町에서 
잘못 나려서 金華山을 바라보면서 滄川町 徐洸璡氏를 往訪하여 点
心에 秋夕餠을 同喫하엿다. 午后에 徐氏와 同伴하여 住家를 보라나
섯다. 日暮토록 決定치 못하고 畢竟 李鼎浩氏의 住宅에 借间을 하
기로 約束하고 明日에 先金을 치르기로 하고 도라오는 길에 李萬珪
氏 新築家를 観览하엿다. 八時頃에 帰家하다. 妻君에게 今日 経過
를 다 이야기하고 12時頃에 雲雨의 交가 잇고 安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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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八.十九.)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早朝에 金正䝨牧師와 崔巨德牧師가 前
後하여 来訪하다. 家族祈禱会가 잇섯다. 金牧師가 阿峴洞 賣家가 
잇다고 말하기에 다시 滄川町과 阿峴町을 가지고 易林을 보앗다. 
前者는 吉하고 後者는 凶하다. 그리하여 先者로 確定하다. 午后 4
時頃에 大峴町에 가서 當地 郵便局에서 市內原氏의 嘉信에 先金 
六箇月分 1.80円을 付送하고 滄川町 徐洸璡君을 往訪하여 小憩后 
그의 夫人의 引導로 57ノ1號의 李鼎浩氏에게 가서 집稅 先金 六十
円과 临時修理費 40円을 合하여 100円을 支給하다. 그 에 徐洸
璡君도 同参하엿다. 그럭저럭 時间을 보내고 九時頃에 帰家하다. 
靑年会 刱立紀念 遠足会에 못가겟다는 通知書를 付送하다. 夜에는 
몹시 疲困하여 일즉 就睡하다.

29(八.卄.) 火 細雨
午前 7時頃에 金禹鉉牧師가 来訪하다. 体操. 聖経은 如前히 하엿
다. 今日은 몸도 疲困하고 秋雨가 霏々하여 心身이 愁乱하다. 午后 
4時過에 会元을 引率하고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安東源君을 
만나서 基址에 対하여 交涉을 门开 始하엿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新闻을 읽다가 疲困을 不勝하여 일즉 就睡하다.

30(八.卄一.) 水 晴 和
午前 7時 起眠.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 靜養하엿다. 妻君과 
同伴하여 新村에 나가려다가 聘母主가 오신故로 中止하엿다. 妻妹 
寿鎭女史와 長時间 談話하엿다. 夜에는 린 新闻을 十数枚 읽엇
다. 12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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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八.卄二.) 木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聘母가 门开 城에 下去하신다하여 
우리 가족 三人이 䬻送兼 新村 新基址를 구경하려 하여 나갓다. 먼
저 徐洸璡氏를 往訪하여 그의 病席에서 良久 談話하고 午食을 同
卓하고 午后에는 貰家를 往見하고 다시 方向을 南으로 돌려서 西江
駅엘 갓다가 汽車를 기다리는 時间이 너무 오란故로 徒步로 桃花町 
南基成君을 往訪하엿다. 오라간만에 甥姪女와 積懷를 敍하고 搬移
할 基址에 対하여 이야기하엿다. 9時頃에 電車로 帰家하니 10時半
頃이엇다. 疲困으로 卽時 就睡하다. 妻弟 德珪君이 来訪하엿다가 
空還하엿다. (监理敎会 總会에 平信徒代表로 出席하엿던 길에 왓던 
것이다. 留刺)

 2(八.卄三.) 金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다. 甥姪
婦(晦宰의 母親)가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安國洞礼拜堂 敎友尋
訪 一行이 왓다가 來客이 잇스므로 祈禱会도 못하고 갓다. 午后 3
時半頃에 敬烈이 왓다. 実로 二個月餘에 보앗다. 九月分 学費 十円
을 주엇다. 孔德町 二七五ノ212 京城姉妹園을 訪하니 高鳳卿孃이 
主務로 잇서々 親切히 이야기하여 주엇다. 特히 嬰兒部를 보니 七
八名의 幼児가 잇다. 참으로 別世界를 이루어잇다. 高孃과 長時间 
談話하고 8時頃에 乘暮 帰来하다. 電車內에서 兪億兼君을 맛나서 
安國停留場에서부터 礼拜堂入口까지 오면서 이야기 하엿다. 今夕에
도 妻君과 또 感情이 衝突하여 아모말로 接語치 못하고 新闻만 좀 
읽다가 10時半頃에 日誌를 쓰고 就睡하다. 德珪君이 十一時過에 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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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하여 다시 일어나서 良久 談話하다. 話題는 今番 监理敎團에서 
總会를 열고 监督을 選挙하려는데 여긔에 対하여 惡辣한 競爭運動
이 버러젓던 모양이다. 그 醜態百生의 実話를 듣고 臆塞과 苦笑를 
不禁하엿다. 睡眠中 咳嗽가 甚하여 몹시 고로웟다.

 3(八.卄四.) 土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日來의 疲労로 靜臥中 商翊族
叔이 来訪하여 数時间 談話하다. 妻君이 不在함으로 自手로 冷飯午
食을 同卓하엿다. 氏의 家庭问題는 亦是 容易히 解決되지 못할것 
같다. 夜에는 오라간만에 “日々之力”을 二篇을 飜訳하엿다. 12時頃 
就睡하여 咳嗽로 安眠치 못하다. 今日도 거저 보냇다. 崔相寿君이 
暫来하엿다. 德珪君은 朝飯后 下鄕하다. 夕에 寿元이 와서 無理하
게도 金二百円을 請求하엿다. 

 4(八.卄五.) 日 細雨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 靜養하다. 鄭安立氏 
夫人이 来訪하고 安洞敎会 傳道婦人 卞氏가 来訪하다. 京城姉妹園 
高鳳卿孃으로서 葉書가 왓다(売家가 잇다는 긔별). 夜에는 嘉信 八
月號를 通読하고 12時頃 就睡하다. 

 5(八.卄六.) 月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모처럼 寬勳洞 東一銀行支店에 가서 
450円金을 任置하고 今朝에 부러진 眼鏡다리를 고치려고 鍾路 東
亞眼鏡店에 가서 眼鏡테 하나를 갈어대는데 5.00이 들엇다. 稅金까
지 合하여 그러하다는 것이다. 여긔서 昨日 편지를 받은 姉妹園(孔
德町)을 往訪하니 出他하고 主人이 업서々 편지에 말한대로 大坪漢
江氏家를 물어서 집을 둘러보앗다. 거긔서 雙龍台고개우를 올라가
니 西部 京城이 全部 眼下에 展门开 된다. 東幕(大興町) 南松鶴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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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찾어보고 歷路에 東幕礼拜堂 牧師 崔牧师를 찾으니 마침 그집
에 寄留하는 朝鮮神学院学生이 親切히 迎接하여 주어서 長時间 談
話하고 中间에 또 崔氏夫人 살노미女史도 来訪하여 이야기는 더욱 
버러젓다. 午后 8時頃에 電車길을 나오는데 君이 길을 引導하여 주
어서 매우 고마웟다. 집에 와서 夕食을 먹으려 하는데 妻君이 또 
상머리에서 癎癪이 이러나서 畢竟 저녁도 굼고 말엇다. 이것도 무
슨 일수라 할가. 今日은 觸處에 조치못한 일을 보앗다. 松鶴君家에
서는 어린아이를 업은 아이가 어푸러저서 큰아이는 무릎이 깨지고 
어린아이는 이마가 까진 悲劇을 구경하엿다. 밤에는 굴머누으니 都
是 잠도 잘 오지 아니한다. 아침 조금 먹은后에 終日 물한 모금도 
먹지 못하엿다. 이것도 食粮難에 対한 一種의 鍛鍊法이다. 아― 고
로운 人生이여!

 6(八.卄七.) 火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그럭저럭 집에서 無言趣의 
時间을 보냇다. 妻君은 어듸로 가버리고 会元은 가끔 索母한다. 午
后 4時에 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고 孔德町 姉妹園 高鳳卿氏와 電
話로 売家에 対한 이야기를 하엿다. 薄暮에 天然町 始元을 訪하야 
조금 안젓더니 마침 始元이 自鄕 上來하여 반가히 人事하고 積懷를 
敍話하다. 乘暮 帰家하야 夕食后 바루 누엇다. 今夜에도 몸이 몹시 
不便하다. 熱도 좀 잇는 모양이다.

 7(八.卄八.)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9時頃에 始元이 来訪하고 意外에 
楊州 奉安敎会 金容基長老가 上京 来訪하엿다. 나의 方今 住宅을 
팔고 移舍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엿더니 金氏는 断然 自己敎会에
로 와달라고 말하여 매우 動心이 되엇다. 그리하여 于先 今番 土曜
日에 奉安에 가기로 約束하엿다. 午后 4時頃에 出门하여 以文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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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서 姉妹園 高鳳卿에게 電話를 거러서 売宅에 関한 이야기를 하
엿다. 于先 이 问題는 停止하엿다. 그길로 東大门外 新設町 昌済에
게 가서 그의 回甲祝賀宴에 参席하여 모처럼 白飯肉湯을 対하엿다. 
同坐한 이는 皆是 六十以上의 老人이다. 나는 인제 할수업수 老人
축인가. 可笑可歎이다. 夕食后 帰家하는데 電車가 몹시 奔雜하여 
몇 번채 타지 못하여 매우 늦게 집에 도라오니 마침 始興 妹弟가 
隄川 딸의 시집에 갓다가 오는길에 들럿다. 모처럼 鄕土産의 棗, 栗 
等 果実을 가지고 와서 아주 甘喫하고 시굴이야기로 한참 꽃이 피
엇다. 新闻을 읽고 12時過에 就睡하다.

 8(八.卄九.) 木 雨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妹弟가 떠낫다. 舍廊貰金 20円을 가저
왓다. 이것이 집세로는 마지막이다. 이것도 시원섭々한 일이다. 鍾
路金組에서 債務靑帳하라는 督促狀이 왓다. 雨后 3時 조금前에 東
一支店에서 金250円을 찾엇다. 그길로 鍾路金組에 가서 債務靑帳에 
対하여 20日 延期하여 달라고 말하엿다. 도라오는 길에 勝洞神学院
에 들럿더니 事務室에는 아모도 업서々 그대로 왓다. 舍廊 貰居人 
金田福雄氏에게 保証金 100円을 支拂하다. 今夜에는 “聖約” 及 
“聖書之言”誌를 읽엇다. 12時頃 就席하여 比較的 기침이 좀 적어서 
安眠하다. 海元의 書를 接読하다.

 9(八.卅.) 金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海元의 書를 答하다. 午后 3時頃에 勝
敎堂內 朝鮮神学院에 가서 尹仁駆牧師와 良久 談話하고 靑年会舘
에 와서 吳鶴洙氏와 電話로 한참 이야기하고 社交室에서 碁局을 傍
観하엿다. 乘暮 帰家하다가 途中에 李克魯氏를 訪问 不遇하고 그의 
夫人과 暫時 立談하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10(九.一.) 土 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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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公州 錦町 三番地 宇景과 洪原 韓佐鍵
君에게 各々 葉書를 보냇다. 12時后에 崔常寿君이 来訪하다. 寿元
도 意外에 来訪하다. 午后 一時頃에 出门하여 楊州 奉安行을 떠낫
다. 午后 2時10分 東京城駅発 隄川行 列車를 탓다. 八堂에 나리니 
몹시 시장긔가 든다. 삶은밤 十㦮어치와 梨実 一個 12㦮에 삿다. 
가지고 오다가 途中 江岸에서 먹고 천々히 걸어서 奉安 金容基長老
를 来訪하니 마침 기다려주어서 반가웟다. 夕飯은 呂運赫君과 三人
이 同卓하니 呂君이 今日 江에 나가서 川魚를 잡어와서 料理가 매
우 맛이 잇섯다. 甘喫滿腹하엿다. 밤에는 石油가 업서々 灯火가 매
우 不自由하다. 그러나 밤새도록 아모소리도 騷音이라고는 듣을수
가 업다. 참 靜寂 그것이다. 밤에는 例의 기침이 나서 좀 고로웟다. 
今春 來住한다는 李銀京長老가 来会하여 咸鏡 各地 初代敎会 이야
기를 듣고 매우 追憶에 잠기엇섯다. 家事를 잊어버리고 一日의 门月
을 얻엇다.

11(九.二.) 日 朝霧頗濃
午前 9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礼拜堂에 出席하여 “感
謝의 生活”이라는 題로 約 30分间의 講壇을 占하니 이는 本敎堂에
서 第二次 今年 第5回의 演壇이다. 今日은 工巧히 靑年團의 鍊成
会로 因하여 敎会出席이 적엇다 한다. 그리고 또 小学生들도 運動
会가 잇다하여 婦人들이 点心 때문에 일즉 帰去하여야 한다는 까닭
으로 比較的 礼拜時间도 짧게한 셈이다. 說敎者 自身도 心身이 疲
労하여 이러타할 긔운이 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다 時代의 反映
이라 할가. 十二時過에 闭会하고 金容基氏 사랑에서 마침 呂運弘君
이 自京 来訪하여 四人이 環坐하여 主人의 家作인 梨実을 喫하는
데 居無何에 両水로서 來客이 잇서々 坐談이 더욱 버러젓다. 午食
은 5人이 同卓하엿다. 菊秋 一日의 歓이 足하다. 夕陽에 二客을 보
내고 나혼자 남어서 金長老와 同伴하여 後園에 올라서 집터 될만한 



100

자리를 보고 나의 將來居住에 対하여 良久 談話하엿다. 午后 8時에 
다시 礼拜堂에서 靑年團主催로 礼拜한다는데 余는 來賓格으로 約
20分间 激励하여 주엇다. 이는 第6回의 演壇이다. 10時頃에 闭会하
고 十一時頃에 就睡하니 今夜에는 기침이 좀 들해서 매우 快適하엿
다.

12(九.三.) 月 晴 夜小雨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日誌를 썻다. 午前 十時半頃에 金容基 
呂運赫 両君을 作別하고 両水駅을 向하여 나섯다. 途中에서 鳥安國
民学校를 通過하여 両水鉄橋(舊漢江橋材料)를 건너서 両水里에 到
着하여 金容基君의 伯氏 聖基氏를 初面 人事하고 다시 両水金組 
理事 金島慶輔君(宗人○済)을 歷訪하여 茶一盃를 飮하고 여긔서 나
서々는 바루 両水駅을 向하엿다. 그런데 中途에서 迷道하여 時间을 
浪費하고 楊平을 좀 갓다가 오라던 것이 時间이 늦어서 楊平가는 
車는 타지 못하고 고만 淸凉里行 列車로 帰城하엿다. (午后 2時5分
発 3時着) 오다가 安國町 以文堂에 들러서 吳鶴洙氏에게 電話로 延
禧莊 안에 相當한 집이 잇는가 알아보앗더니 亦是 発見치 못하엿다 
한다. 집에 와보니 徐洸璡君이 昨日에 두 번이나 来訪하여 무슨 垈
地에 関한 말을 하려하엿다는 것이다. 어찌될지 果然 東西不辨이다. 
於東乎아 於西乎아 都是 떼꿩에 매를 노흔격이다. 可歎可笑이다. 
우선 今夜에는 잘 자고 明朝에 다시 보자. 夕食后 数日 린 新闻
을 보다가 疲労를 不堪하여 就睡 昏眠하다.

13(九.四.)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奉安과 新村의 両方을 占처 보앗스나
(易林에 依) 다 不吉하고 其他에 別로 길이 열릴 것같이 보인다. 左
右间 무슨 劇이 展门开 될지 한번 두고 보자. 12時頃 出门하여 惠化町 
竹下從을 往訪하니 아직 鄕第에서 上來치 아니 하엿다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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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鍾路에 와서 모처럼 森永洋食店에 드러가서 런츼를 하나 注文하
니 七Ο㦮어치가 쑵도 업고 차도 업고 검은 두조각과 魚肉 한접시
로 饒飢도 채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平時보다 三倍는 받는 셈이다. 
여긔서 中央靑年会舘에 가서 沐浴하는데 마침 尹致昊翁을 만나서 
其间 積阻한 敍話를 하엿다. 그의 夫人이 入院中이라 한다. 翁도 
매우 寂々한 빛이 뵈인다. 其他 数人을 만나서 이야기 하엿다. 李允
宰君도 檢挙되엇다는 말을 들엇다. 社交室에서 圍碁를 좀 観光하다
가 午后 5時半頃에 帰家하다. 夕食后 葉書 一枚로 奉安 金容基長
老에게 該地 搬移의 件은 中止하기로 한다고 通知하엿다. 亦是 시
원섭々하다. 新闻을 좀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14(九.五.)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13時頃에 出门하여 京城駅前에서 十七
㦮짜리 우동 一盃로 饒飢하고 午后 2時13分発 唐人里行 車로 滄川
町에 나가서 집터와 売家를 보앗다. 借家主人 李鍾浩氏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午后 七時頃에 徒步로 帰家하여 8時頃에 夕食을 喫하
고 新闻을 좀 읽다 疲労하야 일즉 就睡하다.

15(九.六.)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하여 “嘉信” 九月號
를 読了하고 또 “聖約” “聖書之言” 等誌를 门开 読하다. 夜에는 十一
時까지 읽었다. 1時近에 就睡하다. 

16(九.七.) 金 晴 和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后 나서々 麻浦線 電車로 玄石町(거
문돌) 七七ノ一에 洪寅基君을 往訪하엿더니 去八月頃에 敦岩町 方
面으로 떠낫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玄石町 總代(玄石町々会事務所) 
李晩宰君을 往訪하여 물어보니 마침 李晩宰氏는 出他하고 一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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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이 親切히 應答하여 주어서 洪君의 居處를 자세히 배웟다. 卽 貞
陵里 天香園別莊 近處라 한다. 여긔서 나오는 길에 意外에 中央靑
年会 印刷所에 잇는 趙某君을 만나서 売家를 몇채 찾어보앗다. 趙
君의 집까지 가서 보고 도라오는 길을 큰길까지 引導하여 주어서 
電車로 돌아오니 9時頃이다. 夕食을 喫하고 新闻을 읽고 日誌를 쓰
고 十一時頃 就睡하다.

17(九.八.)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聖書之言” 十月號(120號) 十週年號를 
받어서 数時间에 걸처서 表紙―広告欄까지 逐字的으로 読了하다. 
午后 4時頃에 出门하여 다시 昨日의 보던 新水町 売家 22八ノ1을 
往観하엿다. 明日을 再期하고 乘暮 帰来하다. 意外에 金永甲氏가 
来訪하엿다. 夜에도 聖約을 읽고 12時過에 就睡하다. 今日은 再婚
한지 滿七年 되는 紀念日이다.

18(九.九.)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新水町 22八之一號 家屋을 易林에 依
하여 得卦하다. 午前 11時에 安國礼拜堂에 가서 모처럼 崔牧师의 
說敎를 듣고 李長老가 午食을 함께 하자고 請邀하는 故로 함께 鍾
路 森永食堂까지 가서 食卓 함께 하엿다. 다시 帰家하여 妻君과 会
元을 伴하여 麻浦線 新水町 228番地 売家를 観览하러 갓다. 이럭
저럭 時间을 만히 보내고 乘暮 帰家하여 夕食을 지어먹고 나니 9時
頃이엇다. 新闻을 좀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19(九.十.) 月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読書하고 崔常寿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午后 5時頃에 麻浦 가서 福德房 廉君을 
찾어서 買屋에 対하여 約束하다. 帰路에 南基成家를 往訪하여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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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鶴君과 이야기하고 果実도 喫하고 長時间을 보냇다. 帰家하니 11
時가 지낫다. 夕飯을 좀 먹고 妻君과 長時间 談話하다가 翌午前 一
時頃 就睡하다.

20(九.十一.)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에 買家人側이 와서 住家残額을 
鍾路 権某代書所에서 支拂하겟다 하기로 十一時에 갓더니 阅览申
請이 아직 나오지 아니 하엿다고 明日로 延期한다 하엿다. 나는 印
鑑証明을 내려고 京城府庁에 가서 数時间을 費하여 겨우 얻엇다. 
族姪 德元을 만나서 敍話하고 洪錫範君을 찾엇더니 만나지 못하고 
그의 住家(貞陵里)는 今夏 水災에 流失하엿다는 말이다. 몹시 놀랏
다. 俗談에 안되는 놈은 잡바저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잇더니 果然 
悲慘한 일이다. 帰路에 李宗聖 辯護士를 가보고 滄川町 基址에 対
하여 處理方을 相議하엿다. 乘暮 帰家하여 夕食后 妻君과 長時间 
談話하고 新闻을 좀 읽다가 12時頃 就睡하다.

21(九.十二.) 水 曇 夜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鍾路 権泰栄代書所에거 
売家垈金 領受를 하려고 彼方의 請求대로 갓더니 12時까지 기다려
도 오지 아니하는 故로 不快히 帰家하여 午食后 막 나가려 하는데 
彼方에서 来訪하엿다. 그리하여 同行하여 鍾路 金組에 가서 債務 
2203.十円을 支拂하고 残金 4000円을 領受하다. 이것이 나의 都心
地 所有権 移動의 終인가 보다. 시원섭〃한 일이다. 꼭 35年间 
生活地帶이다. 東一寬勳支店에 3,400円을 任置하고 帰家하다. 帰家
后 妻君과 相議하여 移住地에 対하여 後 決定을 하려구 易林을 
보앗다. 亦是 다 決定的이 못된다. 夜에 惠化町 竹下從을 往訪하여 
長時 談話하고 明 楊州 奉安을 同伴 視察하자고 約束하다. 12時頃
에 帰家하여 妻君과 良久 談話하다가 翌午前 一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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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九.十三.) 木 晴 風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出门하여 鍾路 権泰栄
代書所에 가서 賣渡書類에 関한 委任의 件을 다시 다지고 그길로 
惠化町 竹下從을 往訪하여 昨夜 奉安 同伴의 件은 破意하고 方向
을 新水町으로 向하엿다. 그리로 가서 廉某와 同伴하여 新水町 家
垈를 往見하고 다시 大興町에 가서 趙奎然君의 紹介하던 집을 구경
하고 다 不合하여 畢竟 新村을 나갓다. 中途 阿峴 某 中國料理店에 
들어가서 우돈 一器씩 買喫하여 禦寒饒飢하고 徒步로 滄川町까지 
가서 나의 所有基址를 相地하니 都是 不合하다. 이에 借家(李鍾浩
氏宅)에 가서 主人과 良久 談話하다가 그 家後터를 相하니 可合하
다 한다. 그래서 新村에 移住하여 住宅을 新築하기로 決意하고 同
伴 帰家하다. 帰家하여본즉 妹弟가 上來하여 始興에 한집이 잇스니 
意向이 잇스면 해보라 한다. 그래 一時는 또 心思가 小動이 된다. 
明日을 期하고 今夜에는 일즉 就睡하여 比較 安眠하다. 今日은 終
日 在外 冒寒한 故로 感氣가 좀 더한듯하다.

23(九.十四.) 金 晴 風靜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頃에 다시 始興과 新村을 占
하니 畢竟 新村으로 確定되엇다. 꼭 一箇月만에 確定한 셈이다. 午
前 十一時頃에 妹弟를 보내고 나는 終日 在家 靜養하다. 昨日의 冒
寒과 今日 寒候로 都是 外出할 勇氣가 나지 아니한다. 夜에는 其间 

린 新闻을 다 읽고 11時頃 就睡하다. 

24(九.十五.) 土 晴 霜降
午前 8時 起居. 体操. 今朝에는 成氷이 되엇다고 아이 치워 소리가 
連発된다. 此亦 乖候이다. 霜降때 結氷이 되는것도 罕有한 事이다. 
大興町 宋在昇의 葉書를 받엇다. 趙陳九君의 婚式請牒도 왓다. 午
后에 松堂丈의 따님 姉妹분이 来訪하여 移舍간다는 人事를 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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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興町 五六五 家屋紹介인 趙在昇君을 往見하고(葉書通知에 依하
여) 古屋 一座를 観览하엿다. 帰路에 鄭浩錫君을 만나서 良久 立談
하고 또 朝鮮神学院 学生 一人을 만나서 数語를 交換하다. 今日도 
바람이 불고 몹시 치워서 外出이 매우 困難하다. 乘暮 帰家하여 夕
食을 喫하려는데 意外에 光鎭孃이 上京하여 食卓을 함께 하고 또 
海元이 太田서 上京하여 매우 반가웟다. 夜에는 손님들과 번가러 
오래 이야기 하엿다. 光鎭孃은 特히 婚談者 李熙鍾君과 会見하기 
為하여 上來한 故로 이야기가 滋味스러웟다. 12時頃에 海元과 同室 
就睡하다.

25(九.十六.) 晴 稍和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海元은 漢銀本店에서 무슨 試驗이 잇
다고 8時까지 대어간다고 일즉 朝飯을 먼저 먹엇다. 食后에 光鎭孃
도 떠나갓다.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紅把町에 가고 나는 11時頃
에 安國礼拜堂에 갓다. 午后 3時頃에 安國福寿溫泉(湯)에 가서 沐
浴을 하는데 非常히 混雜하여 겨우 陳垢을 떨고 5時頃에 帰家하다. 
夜에는 海元과 이야기하고 늦게 就睡하다.

26(九.十七.) 月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海元은 今日 8時半에 團体会集으로 秘
苑을 구경한다고 8時에 떠나갓다. 午前 12時頃에 出门하여 安國町 
韓銀支店에 다니어 惠化町 竹下를 往訪하니 마침 出他한 故로 空
行하엿다. 그길로 敦岩町을 구경하고 貞陵里 가서 洪寅基君의 住家
를 찾으니 今夏 洪水에 漂流한 자리만 남엇다. 可謂 而江山을 不可
復識이다. 그 移転한 곳을 찾다가 마침내 밤이 들어서 그냥 도라왓
다. 8時頃에 帰家 夕食하고 疲困을 不勝하니 일즉 就睡하다. 海元
이 今夜까지 留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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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九.十八.)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11時 車로 海元이 下鄕하다. 哀史 一
帙 三冊을 借去하다. 午前 11時頃에 出门하여 惠化町 竹下를 往訪
하여 午食을 同卓하고 同伴하여 다시 新村을 向하는데 西小门停車
場에서 妻君과 会元을 만나서 三人同伴으로 新村에 갓다. 집터를 
한 곤데 더 보앗다. 李鼎浩氏를 만나서 良久 談話하고 乘暮 帰家하
는데 三人이 同伴하여 阿峴町 電車停留場까지 와서 電車로 왓다. 
우리 一行은 집에 와서 冷飯을 먹고 잣다. 近日은 連日 步行이 매
우 疲労하다. 一種의 運動은 된다. 昏眠 数時间. 比較的 甘眠하다.

28(九.十九.)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고 嘉信에서 新
稻戶造先生 傳記 講演을 읽고 매우 興味를 느끼엇다. 午后 2時에 
京城靑年会(長谷川町)에 가서 趙陳九君의 結婚式에 参하다. 夜에는 
“嘉信” 十月號를 全部 읽엇다. 12時頃에 就睡하다.

29(九.卄.)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다. 午后 2時頃
에 外出하려할 時에 桃花町 甥姪女가 와서 반가웟다. 崔春福, 金相
権君의 結婚式에 往参하다. 明月舘에서 披露宴이 잇서々 거긔까지 
가서 當者 新郞 新婦를 보고 祝賀의 人事를 하엿다. 近來에 모처럼 
국수를 구경하고 明月舘 出入도 퍽 오라간만이다. 帰路에 李宗聖 
辯護士를 보고 明日로 다시 後期하다. 夜에는 新闻을 읽고 11時頃
에 就睡하다.

30(九.卄一.) 金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邊宇昌君이 来訪하여 今夕에 晩餐을 
함께 하자고 請한다. 今日은 長時间을 費하여 電氣줄을 剪取工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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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엿다. 午后 4時半頃에 出门하여 李宗聖 法律事務所에 가서 滄川
町 21ノ1 基址 調整申立書에 捺章하고 費用을(印紙代 六円) 出給하
다. 6時頃에 邊宇昌君을 往訪하여 夕飯을 同卓하고 数時间 談話를 
交換하다. 帰家하니 妻君은 感情이 매우 거치러진 모양이다. 一言
도 交치 못하고 新闻을 좀 읽다가 困眠을 不勝하여 누어버렷다.

31(九.卄二) 土 晴  夜小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新闻을 읽고 休養하다. 午后
에는 搬移準備로 舍廊과 內室새이 障子를 떼엇다. 이것도 부치는 
힘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傳道書에 말씀과 같이 世事는 다 浮雲과 
같은 것이다. 이 障子를 다노라고 애쓰던 일이 昨日같은데 今日도 
또 떼노라고 애를 쓴다. 앞으로는 이 障子를 몃번이나 부첫다 엇
다 할것인가? 夕에는 敬烈이 와서 学費 十月分 十円을 주엇다. 敦
義町 李宗聖을 往訪하엿다가 맛나지 못하엿다. 今朝에 三枚 葉書로 
住所를 通知하다. (滄川町 57ノ1) “聖書之言” “聖約” “嘉信” 各社
이다. 今夜에는 모처럼 妻君과 歓談하고 11時頃 就睡하다.

 1(九.卄三.)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0時頃에 此家의 買主 安氏가 来
訪하여 搬移日字를 議定하니 五日로 하기로 確定하다. 火災保險에 
들엇던 証書를 餘分의 料金을 還收하고 讓渡하엿다. 午前 十一時半
頃에 安國礼拜堂에 往하여 礼拜에 参하다. 午后 帰路에 荷車夫 鄭
萬春君을 불러서 搬移할 荷物을 約束하다. 韓佐鍵君의 書를 接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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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卽答하다. 海元과 隄川 昌根에게 付書하다. 夕食后에 敦義町 李
宗聖氏를 往訪 借地調整申立에 関한 費用 10.80円에서 残額 四円
을 支拂하엿다. 帰家后에 “社会組織” 小冊子를 過半이나 읽엇다. 
近來에 罕有한 読書이다. 11時過에 就睡하다. 

 2(九.卄四.) 月 晴 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早朝부터 移舍짐을 꾸려서 二車에 載
荷하고 滄川町까지 가니 12時가 지낫다. 거긔서 車夫는 몬저 돌려
보내고 나는 金順泰의 住所를 調査하여 知得하고 区㓰整理部에 가
서 登錄을 調査하니 아직 前々所有者의 名前으로 잇다. 京電西部出
張所에 가서 滄川町 五七ノ一 外廊에 復燈을 五日夜부터 하여 달
라고 申托하고 乘暮 帰家하다. “社会組織”을 読了하다. 12時頃 就
睡하다.

 3(九.卄五.) 火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在家 休養하고 午后에 崔常
寿君이 来訪하야 良久 談話하다.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沐浴과 
理髮을 식혓다. 나는 移舍準備를 하엿다. 夜에 淑烈이 와서 집판돈
을 좀 달라는 것이다. 空然히 不快한 感情만 일으키엇다. 嗚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눈에 흙이 들기 前에는 子息에게 対한 罰을 
받을 모양이다. 너무 酷毒하지 아니한가. 可笑可歎이다. 淑烈을 보
낸후 都是 맘이 풀리지를 아니하여 煩惱하엿다. 12時頃 就席하다. 

 4(九.卄六.)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은 그럭저럭 쉬엇다. 午后부터는 
終日토록 移舍準備와 書籍을 裝束하기에 매우 困難하엿다. 妻妹 寿
鎭氏가 와서 十一時半까지 일을 해주어서 고마웟다. 十二時가 지낫
다. 벌서 五日이다. 午前 一時가 지난후에 겨우 자리에 누엇스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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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들지 안는다. 嘉会齋에서 자는것도 이것이 終이다.

 5(九.卄七.)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滄川町으로 搬移하는 날이다. 
午前 6時頃부터 와서 짐을 묵(실)는다고 떠드러댄다. 간밤에도 원악 
늦게 드러누엇는데 都是 잠을 자지 못하엿다. 嘉会齋의 終夜는 
아주 辛苦하엿다. 아침밥도 자리를 잘 잡지 못하여 겨우 떠먹고 可
謂 쫏겨가는 사람 모양으로 나왓다. 오다가 柳廷烈君을 訪问하니 
그의 子婦喪을 당하엿다 하고 兼하여 病中이라 한다. 数語를 交換
하고 今後에 敬烈에게 学費金 10円씩을 주어달라고 付托하니 快히 
承諾하엿다. 途中에 東一寬勳支店에서 貯金中 百円을 찾어가지고 
電車로 西小门 가려는데 마침 妻君 姉妹와 会元이 安國停車場에 
서잇는 故로 반가히 만나서 西小门서 汽車로 新村까지 갓다. 移舍
짐은 無事히 다 (五車) 왓다. 日前 二車와 合하여 七車에 四十円을 
주고 또 其外에 賞給을 주엇다. 今日도 終日토록 寿鎭君으로 더부
러 冊欌에 書冊을 다시 느케하엿다. 夕食은 4人이 同卓하고 寿鎭君
은 帰城하는데 나는 新村駅까지 䬻送하엿다. 나는 그길로 郵便局에 
가서 李宗聖과 電話하여 明日 만나기로 約束하고 또 西大门외 朝日
新闻 竹井店鋪에 電話를 걸어서 明日부터 滄川町으로 請하엿다. 어
둠속에서 老姑山町 広場까지 가는길을 헤메엇다. 마침 姜氏가 人事
를 반갑게 하여 한참 길에서 이야기 하엿다. 今夜에는 妻子와 合 
三人이 一室에서 一夢을 得하엿다. (今夜에는 좀 잣다) 海元의 書를 
接読하다.

 6(九.卄八.) 金 晴 夜雷電
午前 七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良久 
談話하고 12時 汽車로 西小门駅까지 同伴하엿다. 李宗聖 辯護士를 
往訪하여 滄川町 21ノ1番地 調停申立書 正誤에 捺印하여주고 帰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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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勝洞 朝鮮神学院 尹仁駆院長을 往訪하여 近狀을 探问하다. 神学
生 芮宗道君과 良久 立談하다. 中央靑年会에 들러서 住所変更을 말
하여주고 6時半 汽車로 帰家하니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外出하여 
아직 도라오지 아니하엿다. 午后 8時가 지나도록 오지 아니하고 雷
雨가 잇는 故로 몹시 念慮하엿다. 多幸이 無事히 帰来하여 퍽 반가
웟다. 夕食은 찬밥과 떡이 조금 잇서々 물만 좀 데어서 三口가 同
喫하다. 今夜에는 모처럼 雲雨의 戱가 잇섯다. 実로 오라간만이다. 

近 一朔间은 거의 寢食이 不安하게 搬移事로 因하여 困惱憔悴하
엿다. 

 7(九.卄九.) 土 晴 夜雪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意外에 金山君의 書를 接読하고 반
가웟다. 今日은 終日 冊欌에 書籍을 整理하기에 汨沒하고 밤 12時
가 지나서 完了하고 翌午前 一時頃 就睡하다.

 8(十.一.) 日 晴 寒 溫度急降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在家하여 家具를 整頓하
다. 始元의 書를 接読하고 반가웟다. 夕陽에 愛孫 敬烈이 와서 夕
飯을 同卓하고 午后 8時 車로 도라갓다. 매우 반갑고 섭々하엿다. 
今夜에는 좀 일즉 누어서 安眠하다. 

 9(十.二.) 月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은 그럭저럭하고 午后에 出门
하여 大峴町郵便局에 가서 会元의 名義로 金30円을 貯金하고 区㓰
整理事務室에 가서 滄川町 2ノ1의 基址 百二坪을 登錄하고 換地証
明을 내기로 하엿다. 그런데 京城府証紙가 업서々 完了치 못하고 
도라왓다. 火木 7.90円에치를 買入하다. 夜에는 妻君의 癎癪이 又
発하여 나도 참지 못하고 火筒이 터저버렷다. 이러구러 活劇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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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려서 12時過에 就睡하다. 

10(十.三.) 火 晴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基址 買入에 
対하여 相議하다. 今日은 終日 窓戶를 塗附하기에 汨沒하다. 夕陽
에 妻妹 寿鎭君이 来訪하여 애풀과 크의 선사가 잇섯다. 一家族
이 한상에서 (寿鎭과 함께) 夕飯을 喫하다. 마침 徐洸璡君이 来訪하
여 長時间 歓談하다. 夜에는 寿鎭을 䬻送한后 도라와서 新闻도 채 
읽지 못하고 困眠을 不堪하여 就席하다.

11(十.四.) 水 晴 和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토록 窓琉璃를 닥고 障子
를 고첫다. 夕陽에 沐浴을 좀 하려고 西江駅에 나가서 汽車를 타려
다가 時间이 前後不及되어서 고만 空還하다. 11時頃 就睡하다.

12(十.五.) 木 晴 和 溫暖如春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좀 일즉 이러나서 活動하엿다. 
洋靴修繕工이 지나다가 우리 父子의 신을 修繕하고 2円金을 받어갓
다. 午前 12時頃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暫話하다. 나는 滄川町会
에 가서 寄留屆를 하려다가 格式이 未詳하여 아직 中止하다. 西部 
区㓰整理部에 가서 證紙 50㦮과 換地証明에 쓰는 圖面 그리는 手
数料까지 50㦮을 支拂하다. 其后에 新村駅에 와서 龍山行 汽車를 
탓다. 모처럼 近郊 旅行을 한셈이다. 龍山 가서 沈勉根君을 맛나서 
新村 搬移한 긔별을 付托하다. 모처럼 露梁津 龍鳳亭에 가서 入場
料 20㦮을 내고 沐浴하엿다. 塵垢가 어찌 만히 리는지 남보기 창
피할 지경이다. 一時间許를 洗漱하고 6時過에 電車로 京城駅에 와
서 다시 汽車로 新村駅에 나리니 時는 벌서 8時가 지낫다. 帰家 夕
食后 新闻을 좀 읽다가 11時頃 就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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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十.六.) 金 曇 冷 夜小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裁判所로서 書類郵便이 왓는데 이는 
前日 調停申立(滄川町 21ノ1 基址에 対하여)書의 正誤할 것을 指示
한 것이다. 午前 十二時頃에 徐洸璡君을 暫訪하고 鍾路 朝鮮寫眞
舘, 仁寺町 朝鮮神学院에 들러서 敦義町 李宗聖 辯護士에게 가서 
調停申立書를 正誤하고 嘉会町 가서 淑烈을 맛나보고 舊家에 가서 
移轉住所를 付箋하다. 帰路에 柳廷烈氏를 맛나보고 京城駅에 와서 
汽車時间을 기다리기가 몹시 갑〃하엿다. 汽車內에서 意外에 両水 
金組理事 金春済君을 맛나서 반가웟다. 波州郡守 正済에게 紹介하
엿다. 帰巢한 時는 7時頃이다. 夕飯도 늦어서 한참 기다려서 먹고 
좀 食困이 나서 일즉 누엇다. 今夜에도 妻君의 感情이 거슬러저서 
매우 險惡하다. 누엇다 일어나보니 12時가 지낫다. 新闻을 좀 읽고 
翌午前 一時頃에 다시 就席하다.

14(十.七.) 土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의 感情주머니가 畢竟 暴発되엇다. 
한참 喜悲劇이 이러낫다. 그러나 그럭저럭 無事히 지낫다. 妻男 德
珪君의 書가 來到하니 春堂 回甲이 九日이라고 왓다가라는 請이다.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市內에 갓다오고 나는 終日 미닫이를 고치
다. 冊欌도 고처노코 저녁은 亦是 늦게 먹엇다. 德珪에게 편지를 쓰
고 祝儀로 金十円을 封入하다. 今夜에는 몹시 冷突이어서 安眠이 
되지 못하엿다.

15(十.八.) 日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礼拜에 나가지 못하엿다. 妻君
은 会元을 다리고 午后 1:50時 北行車로 门开 城을 갓다(父親의 回甲
이 明日이라고). 三食할 飯을 미리 지어두고 간다(今夕, 明日 朝夕). 
萬事를 다 寸劇으로 보면 조타. 나는 終日토록 在家하여 집을 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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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書籍을 찾어 整理하고  门風紙와 塗壁을 마저햇다. 저녁밥은 
冷飯을 물을 데어서 먹엇다. 해노흔 밥을 먹기도 꽤 서어하다. 경험
은 亦是 조흔 일이다. 今夜에는 自手로 불을 때엇는데 어찌 그런지 
冷突을 免치 못하여 終夜 安眠치 못하엿다. 獨宿空房인 까닭도 잇
는지 모르지.

16(十.九.) 月 陰冷
午前 6時頃에 猑爐에 물을 데어서 밥을 끄렷다. 電灯 끄기前에 물
을 데엇다. 朝食은 亦是 잘 먹엇다. 今日도 집에서 풀 남은 것을 다
쓰고 午后에 出门하여 滄山町会에 가서 轉寄留屆를 樣式대로 썻다. 
夕飯은 電爐에 물을 좀 떼일려다가 電灯에 故障이 생겨서 아모것도 
못하고 저녁도 굶을 지경인데 絶處逢生으로 主人집에서 배추 속대
국을 한그릇 주어서 甘食하엿다. 可謂 飢者易為食이다. 主人의 令
息이 電灯까지 고처주어서 萬事가 다 잘 되엇다. 妻君은 생각하던 
것보다 일즉 돌아왓다. 잔치 餘物도 적지안케 가지고 온 모양이나 
밤이 깊어서 그대로 자버렷다. 時는 이믜 十二時頃이다.

17(十.十.) 火 午后驟雨 旋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나의 雙十節 卽 第62回 生日이
다. 너무도 寂々하게 지나고 말엇다. 人生이 무엇이냐? 栄枯喜悲가 
無常하지마는 이러케 쓸々한 感을 주는 것은 過去에 일즉 보지 못
하던 일이다.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神宮参拜 간다고 나가고 나는 
홈자 린 新闻을 다 읽엇다. 午后 4時頃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집터를 좀 같이 가보앗다. 李萬珪君의 逢厄의 報를 風闻하고 其家
를 往訪하여 詳探하니 2週日쭘 前에 洪原 警署에 被束되엇다 한다. 
市內에 드러가는 길에 蔡善葉女史를 맛나서 梨專 延專의 消息을 들
엇다. “和信”에 가서 잉크 뽐부 한개를 얻엇다. 中央靑年会에 들러
서 조금 잇다가 李宗聖 辯士에게 電話를 하엿다. 始元을 往訪하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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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下鄕하여 맛나지 못하고 도라왓다. 夕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모처럼 门开 城서 얻어온 朝鮮국수를 함께 甘喫하고 長時间 门月 談을 交
換하고 11時 就睡하다. 

18(十.十一.) 水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頃에 徐洸璡君을 往訪하여 
同伴하여 몇곤데 집을 보앗다. 그러나 마침내 可合한 것을 発見치 
못하엿다. 무를 좀 사랴고 新村駅에 가보니 都是 戦場같이 사람들
이 덤벼 들엇는데 성한 것이 몇개 못된다. 사지 못하고 말엇다. 汽
車로 京城까지 나서 電車로 嘉会町 愛國班長을 往訪하여 轉寄留屆
에 証印을 받고 桂齋町会役所에 가서 証明을 받어가지고 汽車로 帰
家하니 午后 6時頃이엇다. (汽車에 李基台君을 만나서 반가웟다.) 
夜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夜深토록 懇談하엿다. 新家를 建築하는
데 対하여  㦨商討議하엿다. 結局 徐君의 主力으로 하기로 하엿다. 
12時過에 就睡하다. 京城地方法院 調停係에서 二十一日 午后 一時
에 裁判所에 出頭하라는 通知가 왓다.

19(十.十二.)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日來의 感冒로 因하여 몸이 매우 不便
하다. 午前 11時頃에 始元君이 来訪하여 반가히 만나 이야기하고 
金2000円을 貸借하기로 約束하엿다(一個月间 短期). 君과 同伴 出
门하여 滄山町会에 가서 轉寄留屆에 証明을 받어가지고 大峴고개를 
넘어서 阿峴町까지 걸엇다. 電車로 安國町까지 가서 東一銀行支店
에서 金2000円을 찾아가지고 京城府 都市計㓰部에 가서 滄川町 換
地証明을 찾고 다시 冷泉町 西部出張所에 가서 轉留屆를 提出하니 
一枚를 더 써달라고 하기에 마침 道元君이 거긔 잇는 것을 생각하
고 찾어 맛낫다. 그리하여 좀 써달라고 請하여 無碍히 提出하다. 君
에게서 敦岩町 訥齊長의 家舍를 팔고 그 家族이 모다 分離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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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고 놀랏다. 都是 人生의 一生이란 預期할수 업는 것이다. 
同情에 不堪하고 從速히 往訪하려고 생각하엿다. 午后 4時頃에 始
元을 往訪하여 手形을 받고 金2000円을 주엇다. 여긔서 나와서 다
시 徒步로 帰家하니 六時가 지낫다. 夕食后에 린 新闻을 좀 읽고 
日誌를 쓰고 10時頃 就席하다.

20(十.十三.) 金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半頃에 徐洸璡君을 往訪하여 
昨日 基址 買入에 対한 結果를 들은즉 別로 決定이 업시 交涉中이
라 한다. 午后 一時九分 車로 鍾路에 가서 安國町 電車街道에 지나
다가 某 電氣商店에서 猑爐에 끼는 線接器가 病이 나서 고치려하니 
螺釘頭가 禿頭가 되어서 도저히 뺄수가 업고 또 그따위 品은 絶品
이라하여 不得己 代用品으로 接続케 하엿다. 科学普及会에 들러서 
住所 変更된 이야기를 하고 여긔서 다시 電車와 뻐쓰로 敦岩町 訥
齋丈을 往訪하니 마침 出他하여 拜話치 못하고 夕飯만 페를 끼치고 
畢竟 뵈옵지 못하고 도라오는 길에 惠化町 竹下從을 往訪하니 亦是 
隣家에 갓다하여 일부러 가서 찾어 만나고 다시 竹下의 宅에 와서 
良久 談話하다. 9時25分 新幕行 列車를 타려고 京城駅에 오니 時
间은 9時30分이 되엇는데 汽車는 아직 未発이다. 多幸은 하나 亦是 
延着이 되어서 近一時间을 기다려서 겨우 乘車는 되엇다. 汽車內에
서 意外에 李春昊氏를 맛나서 이야기하고 新村까지 심々치 안케 왓
다. 집이라고 찾어오니 妻君은 假睡를 하고 잇스면서 일어나지를 
아니한다. 밥만 상을 차려노코 자는체하고 누엇다. 나는 아모말도 
아니하고 밥을 좀 먹엇다. 今日은 四食을 한 셈이다. (卽 夕陽에 敦
岩町 中國料理店에서 모처럼 탕수육 一器에 七Ο㦮어치를 먹엇다. 
前日의 거진 倍額이 된다) 12時過에 就睡하다.

21(十.十四.) 土 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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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8時頃 起居. 体操. 聖経. 午后 1時 京城地方法院 調停係에 出頭
할 량으로 十五分前 十二時에 떠나서 徒步로 큰고개를 넘어서 電車로 
西小门까지 가서 地方法院 調停係를 찾엇다. 그리하여 申立書를 提出
한즉 왜 昨日 20日에 오지 아니 하엿느냐고 反问한다. 깜작 놀라서 
그 法院公文을 更見한즉 果然 20日이다. 그만 失敗하엿다. 여름부터 
몇 달을 두고 애를 쓰던 것을 이러케 時期를 지내치고 생각하니 참으
로 不快한 感情을 푸염할 곳이 업다. 이미 지난 時间은 다시 잡어올
수 업는 것이다. 또다시 오는 일이나 잘하여야 하겟다. 모처럼 梨花高
女校를 往訪하여 徐明学女史와 趙中河君을 맛나서 良久 談話하고 거
긔서 長谷川町 京城靑年会에 朝鮮基督敎联合会 平議員会에 往参하
다. 十二月 八日이 大東亞戰爭 一週年紀念을 為하여 各敎会에서 特
別行事가 잇겟다 한다. 歲月은 참으로 迅雷와 같다. 어느덧 大東亞戰
爭도 一週年이 되엇고나. 委員会를 마친后에 李宗聖 辯護士를 往訪하
엿더니 出他 未会하고 거긔 書記와 良久 談話하다. 中央靑年会에 暫
入하엿다가 5時58分 京城発 汽車로 帰家하다. 両日 린 日誌를 쓰
고 十一時頃 就睡하다.

22(十.十五.)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半頃에 出门하여 徒步로 阿
峴町 停留場까지 가서 電車로 安國洞을 가는데 乘降에 時间을 空
費하여 12時가 거진 되어서 礼拜堂에 参하다. 가던 날이 장날이란 
셈으로 알지도 못하고 왓더니 尹致昭長老 長老勤続 25周年紀念式
이 午后 2時半에 잇다하여 그때까지 参席하기로 하엿다. 그런데 尹
長老가 今日 說敎한 牧師 姜憲集氏를 主賓으로 請하여 午餐会를 
열엇는데 余亦 被請하여 同参하엿다. 모처럼 肉饌白飯에 飽喫하엿
다. 同卓한 이는 尹長老 以外에 崔巨德牧師 尹致映君, 姜憲集 五人
이다. 実로 意外의 大卓이다. 食后에 崔牧师住宅에서 姜憲集氏와 
対坐하여 良久 談話하고 午后 2時半에 式에 参하여 滋味잇섯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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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尹長老의 略歷을 林炳哲長老가 말하는데 언제 陵參奉初仕를 
하고 出六을 하고 從二品을 한말 따위는 좀 쑥스러웟다. 幼稚園児
의 遊戱는 자미 잇섯다. 그러나 眞正한 敎育的 価値로 보아서는 마
이너쓰(-)라고 할수밧게 업다. 이 자리에서 여러 敎友들을 맛나보게 
된 것은 매우 반갑다. 咸興잇는 金春培君을 맛나 暫話하다. 茶果까
지 잇서々 매우 豊盛한 会合이 되엇다. 芮宗道傳道師를 만나서 神
学院 紀念寫眞 一枚를 받어가지고 올때도 亦是 徒步로 阿峴고개를 
넘엇다. 집에 도라오니 京城地方法院 調停係에서 来十二月 二日을 
調停日로 定하엿다고 通知(呼出狀)가 왓다. 今番에는 틀림업시 나가
보아야 하겟다. 夜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垈地에 対하여 오래 談
話하다. 모처럼 편지 四枚 葉書를 쓰다. 海元, 昌根, 韓佐鍵, 金山 
諸處이다. 12時頃 就睡하다.

23(十.十六.) 月 曇 夜小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新村町 李春昊氏(午前 十一時)를 往訪
하여 家基에 対하여 相議하고 洪淳國氏를 訪하니 不在하여 그냥 徐
洸璡氏를 往見하고 現地를 来見하다. 徐氏에게 府営住宅地 案內圖
를 얻어가지고 該地를 좀 가보려하다가 易林을 보앗다. 此處에 온
后 처음이다. 그러자 마침 訥齋族叔과 竹下從이 同伴来訪하여 반가
히 談話하고 三人이 同伴하여 府営住宅地를 往見하고 竹下의 所相
에 依하여 心占한 곧을 두고 왓다. 夕飯은 三人이 同卓하여 자못 
愉快히 맛첫다. 마침 舊隣友 申栄俊君이 来訪하여 반가웟다. 徐洸
璡君도 와서 竹下와 人事를 하엿다. 訥齊, 竹下를 新村駅까지 䬻送
하니 時는 午后 7時半이엇다. 新闻을 좀 읽다가 困眠을 不勝하여 
12時過에 就睡하다.

24(十.十七.) 火 晴 冷
午前 7時半 起居. 聖経. 体操. 妻君은 紅把町 寿鎭君의 家에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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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드러갓다. (昨日 그 母親과 妹弟 光鎭孃이 왓다고 긔별이 왓
다) 妻君이 母親을 모시고 午前 十一時頃에야 나왓다. 朝飯을 남은
밥을 데어서 饒飢나 하고 말엇다. 今日은 母女 共作으로 김장을 한
다. 近來에 極貴한 菁根을 적지안케 门开 城서 가저왓다. 나는 午后에 
出门하여 府営住宅地 事務所에 가서 그 規定과 現場에 대강 알어보
고 漠然히 도라왓다. 帰途에 洪淳國氏를 往訪하여 基址에 対하여 
良久 談話하고 乘暮 帰家하여 夕食을 甘喫하고 四人이 기름 짜듯이 
어떠케 一夜를 経하니 이러한 貧民生活의 経驗은 亦是 一生 처음이
다. 그러나 莫非 主의 恩惠로 感謝할 뿐이다.

25(十.十八.)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蟄伏하엿다. (光鎭孃의 婚
占을 처보다) 午后 四時頃에 意外에 龍頭町敎会 牧師 金山氏가 来
訪하여 반가히 맞어서 数時间 会話한后 夕飯을 同卓하다. 十二月 
六日(主日) 說敎를 請하는 故로 快諾하엿다. 11時頃 就睡하다.

26(十.十九.) 木 曇冷  夜雪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徐洸璡君이 来訪하여 
基址에 対한 이야기를 하다가 同伴하여 老姑山町으로 가서 大峴町
으로 도라보앗다. 徐洸璡君과 다시 決議하엿다. 其间에 言論하던 
基址等은 一切 抛棄하고 再出発하기로 하다. 그리고 今日은 몹시 
치워서 다른데도 가지 못하고 도라왓다. 丈母께서는 今夜까지 窮屈
한 寢所를 함께 하엿다. 나는 모처럼 밤에 読書를 좀 하엿다. “聖書
之言”을 좀 읽엇다. 11時頃에 就睡하다.

27(十.卄.) 金 晴冷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妻君은 丈母를 모시고 紅把町에 갓다. 
“嘉信” 十一號가 와서 첫페지를 자미있게 읽엇다. 今日은 집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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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木履을 고치고 그럭저럭 지낫다. 妻君이 늦게 도라와서 夕飯
도 늦게 먹엇다. 夜에는 妻君과 歓笑한다는 것이 또 잘못하여 저의 
感情을 찔럿다. 아주 자미업시 보냇다. 11時頃 就睡하다. 

28(十.卄一.)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老姑山町 35番地 家垈를 占처보니 吉
卦를 얻엇다. 그리하여 妻與児를 同伴하여 그 집을 보러가다가 偶
然히 知人을 맛나서 茶果의 接待를 받고 그 집도 잘 보앗다. 나는 
다시 朴慶浩君을 訪하니 不在한 故로 그 夫人의 應接을 받고 매우 
愉快히 도라왓다. 夜에는 妻君과 다시 言爭하여 아주 感情이 險惡
하엿다. 竹下從에게 葉書를 써서 郵函에 너코 帰路에 材木店 黃氏
를 訪하여 尨村先生文集을 보고 時间을 忘却하여 翌午前 一時 帰
家하여 終夜 熟睡치 못하다.

29(十.卄二.) 日 晴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家族 三人이 滄川礼拜堂에 出
席하다. 妻君은 城內에 드러가고 나는 獨坐하여 다시 家垈에 対하
여 占처 보앗다. 老姑山町 35番地 新屋에 対하여 네 번채 決定的으
로 占처 보앗는데 皆是 吉卦이다. 易林이 만일 我를 欺치 아니 할
진대 此家가 我에게 安住處인가 보다. 今夜에도 例의 妻와 小感이 
잇섯스나 無事히 지나고 11時頃 就睡하여 比較的 安眠하다.

30(十.卄三.) 月 曇 冷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妻君은 城內에 드러갓다. 金
山君이 意外에 徐洸璡氏를 来訪하는 길에 我门에 临하엿다. 午后 3
時頃에 竹下從이 来訪하여 歓談数刻에 老姑山町 家垈를 이야기하
고 伴往相宅則 所謂 西四宅 第一 吉宅이라 한다. 夕飯도 竹下로 더
부러 함께하고 長時间 談話하다가 10時頃에 汽車로 帰城하는데 停



120

車場까지 䬻送하다. 12時過에 就睡하다.

 1(十.卄四.) 火 曇  
午前 7時 起居. 聖経. 体操. 早朝에 鄭福順女史가 来하여 老姑山町 
35 家屋主人이 왓는데 와서 興成을 하라는 寄別이다. 이 긔별을 듣
자 卽時 起往하여 六千円에 決定하고 今日 午后에 契約金을 주기
로 하엿다. 그리고 와서 朝飯을 먹고 午后 一時頃에 汽車로 城內에 
가서 金650円을 찾어가지고 5時 車로 나오다가 鄭福順女史와 朴慶
浩夫人을 同伴하여 家垈主人 宋昌浩氏에게 가서 契約金 六百円을 
주고 契約書를 作成하다. 그런데 意外에 仲介人 金己得君이 闖入하
여 口文으로 30円을 주엇다. 午后 8時頃에 帰家하여 妻君과 이야기
하고 夜에는 希望의 夢을 結하다.

 2(十.卄五.) 水 朝霧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 車로 城內에 드러가서 光
化门郵便局 简易生保에 가서 嘉会町에서 移轉한 理由를 말하고 滯
納한 金額 150円을 納入하려한즉 장차 通知가 잇슬터이니 其時까
지 기다리라 하여 고만두고 도라왓다. 今日은 滄川町 21ノ1의 基址
에 対하여 調停日인 故로 京城地方法院 調停室 앞에서 二三時间을 
기다려서 結局 結末이 업서々 申立을 取下하고 말엇다. 惠化町 竹
下從을 往訪하여 移舍 擇日을 하여보니 意外에 促急하여 明日로 
定하엿다. 午后 7時 車로 滄川町에 나와서 明日 搬移에 対한 宣言
을 하엿다. 모든 것이 可謂 스피드的이다. 敬烈의 書를 보고 答狀을 
쓰고 다시 柳廷烈氏에 一葉을 보냇다. 12時頃 就睡하다. 滄川 57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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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가々방에서 宿食하는 것도 今日로 마치게 됨을 생각하니 그래
도 섭々한 感이 난다. 一箇月 以內에 移舍를 두번씩 하는것은 過去
에 업는 일이오 또 將來에도 업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나 萬事는 다 
神의 攝理에 맛기고 安心한다.

 3(十.卄六.) 木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老姑山町 三五番地 空家로 移舍한다. 
마침 同家에서 居住하는 李君이 일을 보아주어서 짐을 날르기 始作
하엿다. 그런데 空家 大门열쇠를 主人이 가지고 外出하엿다. 그래 
할수업시 뒤문으로 드러가려다가 主人의 感情을 觸発하여 한참 喜
劇을 演出하고 畢竟 朴慶浩氏의 證言으로 和解가 되어 큰门을 열엇
다. 終日토록 夫婦二人이 집을 結束하고 监督하고 고만 해가 지고 
말엇다. 夕食은 朴慶浩氏의 請待로 一家族 三人이 함께 가서 飽食
하엿다. 모든 것이 感謝할 뿐이다. 今夜에는 二十八日만에 다시 큰
집에서 三人이 벼개를 나란이 하엿다.

 4(十.卄七.) 金 晴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朝食은 隣友 林根洙君(鄭福順의 夫君)
의 請待로 가서 三口가 飽食하엿다. 今日도 終日토록 移舍짐 날르
는 것을 监督하고 밤에는 冊欌에 書冊을 全部 整理하고 12時頃에 
마첫다. 翌午前 一時에 就睡하여 安眠치 못하다.

 5(十.卄八.) 土 曇 冷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終日 家具整理와 室內掃除에 
時時를 보냇다. 솟까지 걸어노코 인제는 대강 마친셈이다. 今番 移
舍所費 21, 前日 40円을 합하여 60餘圓이 들엇다. 한달 동안에 移
舍 두 번은 참 대단하다. 又况 酷寒이 닥치는데 稅務署에서는 (土
地計㓰課) 또 滄川町 垈地 整理費 十七年度 百餘円의 督促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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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다. 明日 龍頭町敎会 說敎는 무엇을 말할는지 아모 準備도 업다. 
12時가 지나서 겨우 聖句를 選定하엿다. “基督信者의 生涯는 싸홈”
이라는 題이다. 에베소 六章十節 以下를 읽고…

 6(十.卄九.) 日 晴后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모처럼 朝飯을 일즉 마첫다(9時前에) 
그리고 午前 9時58分 京城行 龍山線을 利用하려다가 空然히 時间
만 半時间 以上을 虛費하고 畢竟은 京本線에 依하엿다. 徼幸으로 
이 車가 西小门駅에서 停止하는 故로 일터이면 途中 下車한 셈이
다. 그래서 複雜한 電車를 타고 겨우 龍頭町 監理敎礼拜堂을 찾는 
途中 金山君이 出迎하여 반가히 握手하고 礼拜堂에 들어가니 11時
半頃이다. 그러저럭 12時近에 礼拜를 始作하엿다. 나는 信仰의 善
戰이라는 題로 約30分间 說敎를 試하여 聽衆은 끝까지 紧張하여 
잇섯다. 이는 今年 第六回 演壇이다. 闭会后 여러 敎友와 握手하고 
金山君의 父親 82歲 된 老人을 握手하게 됨은 더욱 稀罕한 일이다. 
그리고 六,七人의 손님과 함께 午餐会를 열엇는데 나는 大食하엿다. 
金山君의 社交的 魅力과 크리스챤의 땃듯한 사랑은 果然 此世에서
는 맛보기 어렵운 잔치다. 食后 長時间 談話하고 나는 몬저 도라오
는 길에 金麗鶴氏 따님을 맛나보고 또 淨楽園 鄭寅笑君을 往訪하니 
마침 出他하엿다. 李載南氏를 往訪하여 数刻을 初面 談話로 매우 
길엇다. 이는 妻妹 光鎭孃의 婚談을 因함이다. 電車로 京城駅까지 
와서 7時20分 車를 타려하엿는데 도모지 車가 오지를 아니하여 数
時间 虛費하고 帰家하는 때에는 더구나 老姑山이 첫길이라 밤에는 
아주 困難하엿다. 9時頃에 집에 들어와서 다시 夕飯을 좀 먹엇다. 
12時頃까지 就睡하다.

 7(十.卅.) 月 曇 冷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9時頃에 滄川町 徐洸璡君을 往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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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金山君의 편지를 傳하다. 紙物을 좀 사가지고 와서 今日부터
는 건넌房 修理를 始作하엿다. 밤즁까지 일을 하엿다. 모처럼 韓佐
鍵君의 書를 接読하고 一葉으로 答하다.

 8(至.一.) 火 曇 冷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今日도 継続하여 室內修理에 汨沒하
엿다. 寿元의 書가 왓는데 正均의 第一 孤辰이 明日이라고 오라는 
긔별이다. 韓佐鍵君의 書를 答送하다.

 9(至.二.) 水 雪 半晴 冷
午前 7時 起眠. 体操. 聖経. 今日은 外曾孫 邊正均의 第一 孤辰紀
念이라 하여 妻君이 祝儀金 三円을 가지고 嘉会町까지 往訪하다. 
나는 終日 在家 労役하다.

10(至.三.) 木 半晴 冷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寫眞들을 全部 整理하엿
다. 밤 열한시까지 일을 하고 12時까지 편지와 日誌를 썻다.

11(至.四.)  金 晴 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城內에 들어
갓다. 午后 4時頃에 妻君이 寿鎭妹를 伴하여 도라오는데 菁根을 이
고왓다. 骨肉间의 親愛란 特別한 것이다. 夕陽에 大峴町郵便局에 
가서 李宗聖 辯護士에게 電話로 滄川町 土地에 関한 裁判의 件을 
付托하다. 今日 数處에 葉書를 発送하여 住宅番地를 알렷다. 海元, 
始興, 昌根, 佐鍵, 聖約社, 嘉信社 等處이다. 夜에는 其间 린 新
闻을 整理해 가지고 数日分 읽엇다. 12時過에 就睡하여 모처럼 五
六時间 熟睡하다. 

12(至.五.) 土 晴 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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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居京以來 처음으로 겨 三石을 買入하
엿다. 一石에 二円30㦮씩이다. 換地証明의 件으로 因하여 家主 宋
昌五와 交涉이 잇섯다. 李鼎浩를 往訪하여 맛나지 못하고 徐洸璡氏
를 往訪하여 良久 談話하다. 夜에는 오래도록 新闻을 읽엇다. 12時
過에 就睡하다.

13(至.六.) 日 晴 冷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에 大峴敎会(長老会礼拜堂)
에 가서 礼拜에 参하고 闭会后 牧師 鄭泰熙氏와 長老 金仁忄咠 氏와 
握手하엿다. 午后 一時頃에 帰家하니 愛孫 敬烈이 와서 기다린다. 
学費金 残額 5円을 出給하다. 夕陽에 妻妹 寿鎭氏가 光鎭孃을 伴
하여 来訪하엿다. 퍽 반가웟다. 나는 桃花町을 가려다가 中止하고 
歓談 数刻에 話題는 나의 此家에 移住하게 된 所以와 光鎭孃의 婚
談에 対하여서이다. 좀 섭々한 情을 抑制하고 作別하엿다. 三姉妹 
及 会元이 新村駅에 나가서 北行의 光鎭과 南行의 寿鎭氏를 보내
고 母子가 늦게 도라왓다. 其间에 朴慶浩夫人이 来訪하여 売家 残
額支拂方에 対하여 意見을 陳述하여 잘 알고 고마웟다. 夜深토록 
新闻을 읽고 12時過에 就睡하다.

14(至.七.) 月 晴 冷
午前 6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9時에 出動하여 徒步로 大峴을 
넘어서 阿峴停留場에서 電車를 타고 始元君을 訪하니 마침 在家하
여 所要의 件을 談話하나 鍾路金組에 가서 貸付에 対하여 이야기하
고 東銀支店에서 其间 利子 七円餘를 찾엇다. 窓戶紙 十六㦮짜리 
三枚를 삿다. 12時20分 西小门発 汽車로 新村에 와서 바루 区㓰整
理所에 들러서 換地証明의 件을 问議하다. 帰家后 午食을 略式하고 
宋昌五氏를 往訪하여 登記抄本을 委托하다. 町会(滄山)에 가서 다
시 老姑山町으로 轉寄留屆를 提出하다. 宋昌五氏가 裁判所에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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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와서 登記抄本은 明日 午后 3時頃에 찾아가라 한다 云. 夕에는 
舍廊 映窓紙를 뜯엇다. 会元이 꽤 助力하여 愉快하엿다. 新闻을 읽
고 12時 就睡하다.

15(至.八.) 火 晴 稍和 夜小雨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大峴派出所에 가서 
此家屋에 対한 注意의 件을 듣엇다. 大峴理髮所에 두번채 理髮하엿
다. 汽車로 西小门까지 가서 81番地 藤野家光代書所에 가서 老姑
山町 35番地 垈地登記抄本을 찾으려하니 午后 3時后에야 되겟다 
하여 그대로 오다가 京城府西部出張所에 가서 轉寄留屆를 提出하고 
道元君을 맛나서 竹下에 긔별하는 名紙를 付托하고 또 換地証明에 
対하여 좀 속히 되도록 周旋하여 달라고 付托하다. 靑年会舘에 가
서 沐浴하고 意外에 金俊玉 康基德 両氏를 맛낫다. 帰路도 亦是 京
龍線 汽動車를 利用하엿다. 夕에 登記謄本을 檢阅한즉 垈地 登記가 
아니라 家屋保存登記뿐이다. 이것은 換地証明에 아모 所用이 업는 
것이다. 그리하여 갓다가 宋昌五氏를 주고 明日 다시 하게 하엿다. 
今日은 何如턴 紧張한 一日을 보내엇다. 聖書之言이 今日 來着하엿
는데 附箋이 만히 부터서 왓다. 12時頃 就睡하다.

16(至.九.) 水 半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나혼자 집을 직히면서 舍廊 映
窓을 발랏다. 無味한 一日을 보냇다. 그러나 勤労의 精神은 일치 
아니하엿다. 海元의 書를 接読하다. 今日은 좀 일즉 11時頃 就睡하
다. 

17(至.十日.) 木 晴 夜陰雨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11時頃에 竹下從이 来訪하여 数
時间 懇談을 交換하고 다시 이집 坐向을 보니 壬坐丙向이오 主房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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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庚坐甲向이어서 昨年 造成이면 年運도 맛는다고 조타고 하
엿다. 그리고 西四宅의 吉星은 틀림업다고 말하엿다. 午食兼 夕食
을 四時頃에 마치고 両人이 同伴하여 徒步로 阿峴町까지 가서 電車
로 城內에 들어갓다. 나는 今夕 七時부터 열리는 府民舘 大講堂 永
井柳太郞氏 大講演会에 出席하여 모처럼 氏의 雄辯을 들으려 하는
데 時间이 좀 일른듯 하기에 紅把町 金一煥君을 往訪하여 数十分
间 이야기하고 6時半頃에 府民舘 앞에 가니 벌서 滿員이라고 门前
에 堵列한 群衆을 巡査가 서々 解散 식힌다. 할수업시 그대로 도라
오다가 新村駅前 某理髮舘에서 라듸오를 通하여 永井氏의 講演을 
다 들엇다. 三時间이나 長時间에 걸처서 長広舌을 둘럿다. 何如턴 
雄辯도 非常한 力이 잇는 것이다. “天은 正義에 與한다”는 題下
에… 九時가 훨신 지나서 집에 도라오니 意外에 始興 妹弟가 와서 
몹시 반가웟다. 豬肉을 좀 가지고 와서 위선 밤참을 잘 먹엇다. 이
집에 처음으로 留宿한 손님은 亦是 骨肉의 親이다. 12時頃에 就睡
하다.

18(至.十一.) 金 半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도 買屋代金 残額支拂方에 対하
여 妻君의 杞憂가 惡感情으로 化하여 좀 不快하엿다. 李鼎浩氏에게
서 家賃 三個月分 先金에서 一個月分을 除하고 二箇月分 40円을 
推尋하엿다. 午后 2時頃에 妹弟와 同伴하여 鍾路 靑年会舘 下層 
崔永植眼鏡房에 가서 妹弟의 眼鏡 破却을 改造하엿다. 그리고 妹弟
는 楼下町 從孫의 집으로 간다고 分手하다. 나는 府庁에 가서 印鑑
証明을 二枚 내고 西小门町 81番地 代書所에 가서 老姑山町 35의 
垈地登記謄本을 물어보앗다. 近日에는 四五日 걸린다고 云々. 午后 
5時 西小门駅에서 乘車 帰家하다. 夜에 松山昌五氏에게 가서 明日 
家垈価中 먼저 3200円을 支拂하겟스니 安國町停留場 南側 東一銀
行支店 앞에서 12時頃에 맞나자고 約束하고 10時頃에 도라와서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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闻을 좀 읽다가 12時頃 就睡하다. 

19(至.十二.) 土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九時40分頃에 出门하여 林建洙君
과 同伴하여 徒步로 職業学校 앞에서 電車를 타고 天然町 始元의 
집을 往訪하여 前月貸與金 2000円을 領受하고 내가 借用하엿던 80
円金도 靑帳하엿다. 시원하다. 12時頃에 安國町 東一支店에 當到하
니 宋氏만 먼저 와서 苦待하고 잇다. 居無何에 趙巡査(이집 抵當権 
設定한 者) 三人이 列坐하여 金三千二百円을 支拂하고 文券과 権利
書 一切 書類를 交換하다. 이것을 마친后 宋氏와 同伴하여 仁寺町 
某中國料理店에서 両人이 午食을 共卓하니 日來의 感情이 매우 融
和되엇다. “民以食為天”이라는 古聖의 言이 果然 眞理이다. 一切 
書類(此家文券)를 宋氏에게서 찾어가지고 도라오는 길에 李宗聖 辯
護士를 往訪하고 滄川町 21ノ1의 垈地에 対하여 訴訟을 提起할가 
问議하엿다. 그런즉 李氏의 言은 明年 六月末을 아주 기다려서 하
는 것의 조흔것만 같지 못하다. 午后 5時11分 車로 西小门에서 西
江駅까지 와서 帰家하다. 夕飯時间에 또 妻君으로 더부러 벙어리劇
을 한참 하엿다. 可笑 〃〃. 夜에 両處 垈地文書類를 整理하다. 日
誌 린것이 꽤 일이 된다. 12時頃 就睡하다.

20(至.十三.) 日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모처럼 全家族(三口)이 安國礼
拜堂에 가려고 徒步로 大峴을 너머서 阿峴停留場에 到着하니 어떠
케 乘客이 련는지 좀처럼 老弱은 탈수가 업다. 数十分을 浪費하
고 그럭저럭 安國町礼拜堂에 到着한 時는 벌서 礼拜를 파한 때이
다. 不得己 堂內에 들어가서 職員들과 人事를 하고 月捐金 린것 
三箇月分 3円을 支拂하엿다. 이것으로써 礼拜堂会計는 마금하엿다. 
마침 尹致昭長老의 長子 普善君이 그 父親의 25周年 紀念式에 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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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한 職員들을 請待한다고 나다려도 오라하기로 往参하여 午食을 
飽喫하엿다. 鄭敬德君의 所請으로 三淸町 自宅에 가서 그의 著作出
版인 月曆 一枚와 方藥合編 一冊을 선사 받엇다. 李敬浩長老와 同
途中 懇談을 交換하고 医專病院前 停留所에서 作別하다. 紅把町 金
一煥氏를 歷訪하여 爐邊 談話를 数時间하고 夕食을 同卓하고 午后 
9時21分 京城発 汽車로 新村駅까지 왓다. 汽車가 延着하여 半時间 
以上은 더 걸렷다. 10時半頃에 帰家하여 夕食을 좀더 먹고 12時過
에 就睡하다.

21(至.十四.) 月 曇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妻君은 換地証明願에 所用인 府証紙를 
사려고 9時頃에 府庁에 들어갓다. 午前 11時頃에 妹弟가 桃花町 
甥姪女를 伴하여 来訪한다. 喜出望外 매우 반가웟다. 나는 大峴土
地区㓰整理事務所에 가서 오늘이야 眞実로 換地証明願을 提出하엿
다. 도라와서 午食兼 夕食으로 同卓하고 南基成 집이 도라간 後에 
妹弟와 함께 老姑山麓에서 散策하고 西部 一帶를 展望하엿다. 実로 
여긔 온後에 처음 愉快한 날이다. 夕陽에 会元 다리고 理髮所에 갓
다. 夜에 始元君이 来訪하고 意外에 松堂丈의 外孫女 母女가 来訪
하여 퍽 반가웟다. 今朝에 東便门楼에서 喜鵲이 울더니 정말 반가
운 손님이 여러분 오섯다. 始元君에게 餠湯을 좀 接待하고 午后 11
時21分 車로 帰去하엿다. 新闻을 좀 읽고 12時過에 就睡하다.

22(至.十五.) 火 晴 冬至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29分発 龍山行 汽車로 始
興行 妹弟를 䬻送할兼 三人의 家族이 同伴하여 西江駅에서 乘車하
고 우리 三人의 家族은 元町에서 下車하엿다. 靑葉町 南洋印刷所를 
三人이 往訪하니 마침 甥姪女之女 玉姬孃이 마저주어서 新築屋을 
案內하여 주어서 잘 보앗다(位置는 孝昌公園前인데 靑葉町 一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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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地라 한다) 이처럼 物貭難의 時代에 이만한 建物을 落成한 것은 
実로 큰 成功이다. 君의 將來를 祝福하엿다. 玉姬孃의 懇請으로 中
國料亭에서 四人이 会坐하여 午食을 喫하고 愉快한 一時间을 보냇
다. 여긔서 鍾路까지 電車로 와서 会元과 함께 中央靑年会舘에서 
沐浴하고 午后 4時頃에 妻君이 와서 会元을 引率하고 먼저 도라갓
다. 나는 다시 会館에서 京城府 西部出張所와 本庁에 電話하여 道
元, 德元 両君을 찾어서 換地証明에 関하여 付托하고 또 惠化町 金
永喆氏에게 電話로 有無를 알어보고 5時頃에 往訪하여 長時间 談
話하엿다. 話題는 主로 그의 長子 婚談이엇다. 閨秀는 卽 柳漢相君
의 令孃(故 松堂丈의 外孫女之女이다). 午后 7時20分発 西小门駅車
를 겨우 乘車하고 8時頃에 帰家하다. 夕食后 新闻을 좀 읽다가 11
時頃 就睡하다. 聖約 十二月號가 來到하다.

23(至.十六.) 水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中에 妻君이 所看事로 城內에 드
러가고 午后에 나는 会元을 다리고 大峴町郵便局에 가서 府庁 德元
에게 電話하고 柳漢相의 前夫人 尹蓮姬女史를 往訪하여 그의 令孃 
婚談에 対한 金永喆長老와의 会話를 이야기하엿다. 모처럼 커피와 
飴를 먹엇다. 大峴町 土地区㓰整理事務所에 가서 換地証明을 알어
보니까 今日 午前에 本部로 発送하엿다 云. 夕陽에 帰家하다. 夜 
12時까지 新闻을 읽고 午前 1時頃 就睡하여 終夜 熟眠치 못하다.

24(至.十七.) 木 晴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朝에는 妻君이 会元에 大発怒하여 
함부로 손단는대로 툭탁거린다. 나종에는 제분에 못이겨서 아희를 
막 쥐어박는다. 참 가엽슨 일이다. 所謂 敎育的 価値는 아주 마이너
쓰다. 게다가 또 妻君은 会元을 다리고 神宮参拜를 갓다. 나는 午
前 十一時頃에 府庁에 갓다가 換地証明을 찾지 못하고 午后 五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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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에 다시 오기로 約束하엿다. 그리고 紅把町 一煥氏를 往訪하여 
数時间 门月 話를 交換하고 午食까지 同卓하엿다. 午后 4時頃에 나올
려 하는데 意外에 德珪君이 门开 城서 上京하는 길이다.― 午后 5時58
分 新幕行列車의 客이 되엇다. 帰家 夕食后 新闻을 읽고 日誌를 쓰
고 11時頃 就睡하다.

25(至.十八.) 金 曇 冷 雪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크리쓰마쓰다. 그러나 편지 한 
장이나 선물 한가지 주고 받지 못한 정말 如字的 화잍 크리쓰마쓰
다. 兼하여 今日은 大正天皇祭日인 故로 各 官庁, 会社는 休業이
다. 나는 今日은 在家 靜養하고 黙想과 整理의 日로 定하엿다. 그
런데 意外에 午后에 德珪君이 寿鎭妹弟와 同伴 来訪하여 퍽 반가
웟다. 数時间 懇談을 交換하고 光鎭孃의 婚事를 為하여 易林占을 
처보앗다. 모다 시원치 안타. 松堂丈의 外孫女 蓮姬女史가 其児를 
다리고 来訪하엿다. 德珪君은 午后 4時半 車로 下松하다. 今日은 
午食兼 夕食을 飽喫한 故로 저녁은 그대로 지낫다. 新闻을 읽고 10
時頃 就睡하다. 晦宰와 邊宇昌君의 書를 接読하다.

26(至.十九.) 土 曇 冷 酷寒襲来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時過에 徒步로 阿峴町停留場까
지 가서 電車로 府庁에 到着하여 都是計㓰課에서 老姑山町 35의 換
地証明을 찾어서 鍾路金融組合에 가서 鑑定申請을 하엿다. 年終이 
가까운 故로 도저히 今年末內로는 貸付가 되기 어렵다 한다. 여긔서 
나와서 帝大病院 岩井內科 13號室로 南秀一君을 往訪하여 長時间 
看病懇話하엿다. 여긔서 中央靑年会舘에 가서 今年末까지 会費 三
円을 支拂하고 沐浴하고 午后 5時20分 西小门発車로 西江駅에 나려
서 朴慶浩君과 同伴 帰家하다. 今夜에는 新家에 移住한后 처음으로 
雲雨의 合이 잇섯다. 모처럼 五六時间 熟睡하다. 公州 宇景에게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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葉을 発送하다.

27(至.卄日.) 日 曇 冷 極寒 夜雪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午前 十一時半頃에 大峴礼拜堂에 往参
하여 크리쓰마쓰 說敎를 듣고 闭会后 金仁濈長老의 金産商会工場
을 往訪하여(鄭泰熙牧師와 同伴) 工場 內部를 観览하니 자못 적지 
아니한 規模이다. 메리야쓰 洋服等을 製造販賣한다. 長時间 三人이 
鼎坐하여 可謂 爐邊门月 談을 하엿다. 主人의 午食接待를 받어서 더욱 
고마웟다. 今一日은 매우 愉快히 보낸 셈이다. 모든 것이 다 主의 
恩惠로 알수밧게 업다. 夕陽에 帰家하는데 몹시 치웟다. 夕食后 新
闻을 읽고 또 東國金氏文獻錄을 考阅하엿다. 11点鍾을 듣고 就睡하
다.

28(至.卄一.) 月 半晴 寒
午前 8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終日 在家하여 会元의 동모가 
되엇다. 妻君은 城內에 갓다가 늦게 나왓다. 金尹子氏(松堂丈의 令
孃)와 南秀一君으로부터 来書가 잇다. 夜에 三枚의 葉書를 쓰다(東
京 金熙鍾, 始元君 及 尹子氏에게).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今日은 门月 暇를 얻어서 易林으로 前途를 占처 보앗다. 都是 難関이
다. 조흔길이 열리지를 안는 모양이다.

29(至.卄二.) 火 曇
午前 7時半 起居. 体操. 聖経. 午前 九時27分 西江発 龍山行 汽車
로 三人의 家族이 總出動하여 桃花町 南基成에게 갓다. 이는 主人
公의 生日이라고 우리 全家族을 請待한 故이다. 그러나 마침 南公
은 外出하고 맛나지 못하엿다. 居無何에 白飯肉羹이 滿盤하여 모처
럼 飽喫하엿다. 妻君은 会元을 引率하고 먼저 도라오고 나는 挽留
를 받고 午食까지 餠湯을 먹엇다. 午后 3時頃에 甥姪女의 女婿 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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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과  함께 電車로 西大门까지 왓다. 여긔서 安國町 가서 東一支店
에서 残金을 찾고 解約하여 버렷다. 亦是 시원섭々하다. 여긔서 다
시 鍾路金組에 가서 鑑定을 催促하엿스나 年末多忙이라는 口実로 
좀처럼 되지 아니한다. 할수업시 도라오다가 靑年会舘에서 沐浴하
고 金永喆長老에게 電話로 柳貞子의 緣談을 물어보앗다. 여긔서 紙
面을 좀 얻어서 金尹子氏에게 편지를 썻다. 午后 7時23分発(西小
门) 汽動車로 西江駅까지 와서 同里人으로 同伴 帰家하다. 夕食을 
甘喫하고 新闻을 좀 읽다가 12時頃 就睡하다. 

30(至.卄三.) 水 晴 稍和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早朝에 朴敬浩氏가 金牧師를 伴하고 
来訪하여 溫突改良에 関한 이야기를 하엿다. 午后에 大峴町郵便局
에 가서 140円을 任置하고 黑崎氏에게 聖約誌代 一円80㦮을 替送
하다. 드레박과 문고리 等을 사가지고 왓다. 柳貞子의 집을 들러보
앗다. 金尹子氏에게 付書하다. 今日은 夕에 늦도록 妻君이 옷다리
미질을 하엿다. 매우 고맙다. 数處에 편지를 쓰다. 長淵 忠宰, 保寧 
金岩里 明淳, 継甥姪 林健鎬(故 玦準氏 嗣子)君의 大夫人喪에 吊狀
을 쓰다. 始元君이 来訪하엿다가 留刺而帰하다. 12時頃 就睡하다.

31(至.卄四.) 木 晴 冷
午前 7時 起居. 体操. 聖経. 今日은 止齋 金瑗根先生의 永訣式을 
貞洞礼拜堂內에서 午前 10時에 挙行한다는 所闻을 昨夕 新闻에서 
보앗다. 그의 永訣式에 往参하려고 10時半頃에 貞洞礼拜堂에 到着
하니 十一時半이라 하여 아직 손님도 만히 보이지 아니한다. 一時
间이나 기다려서 式은 挙行되엇다. 吊客中에는 積阻한 敎友의 顔面
이 만히 出現된다. 吳兢善 申興雨 諸氏도 오라간만에 맛낫다. 止齋
翁은 七十五歲의 高齡으로 알마치 갓다. 申興雨氏의 吊辞는 简而盡
이다. 그의 漢学者的 一生은 果然 淡白 그것이다. 더욱히 四十餘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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间 基督敎学校에서 始終한 것은 特記할 事이다. 12時過에 式을 闭
하고 나는 金克培氏와 同伴하여 梨花高女校에 와서 書記 金右仁과 
爐邊门月 談을 交換하다. 某氏의 檢束되엇다는 消息을 以口傳口로 들
엇다. 칼렌다 一箇를 얻엇다. 여긔서 金克培氏와 同伴하여 그의 自
宅까지 갓다가 入室치는 아니하고 왓다. 始元君을 天然町 自宅으로 
往訪하엿더니 今日 午前에 鄕第에 下去하엿다 한다. 嘉会町 가는 
길에 以文堂에 들러서 노트 四冊과 洋襪 2足을 買得하고 칼렌다도 
一個를 얻엇다. 金尹子夫人(松堂丈 따님)을 往訪하여 그의 外孫女 
柳貞子에 対한 婚談을 報告하엿다. 오다가 淑烈을 暫見하고 汽車를 
타려고 京城駅에 나오니 意外에 金一煥君을 맛나서 门开 城丈人 오신 
것을 알엇다. 마침 나려가시는 길이라 하여 新村까지 伴行하엿다. 
그런데 午后 5時58分発 新幕行이 延着 되어서 四五十分 遲滯되엇
다. 汽車內에는 도저히 드러서기도 어렵다. 新村까지 와서 丈人을 
作別하고 집에 도라와서 夕食后 新闻을 읽고 12時頃 就睡하다.

1942년아 잘 가거라
今年은 実로 波瀾曲折이 重疊한 年이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다 
奇蹟이오 恩惠뿐이다. 

老姑山町 三五番地에서 
華西齋

1942년의 特記할 事

五  月 基督新闻 廃刊
四月至六月 朝鮮神学院 講師
九  月 嘉会齋 放賣
十一月 滄川町 移住
十二月 老姑山町 35番地 住宅 完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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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
1.   220円 嘉会齋 十一箇月 家賃
1.   220円 基督新闻社로서
1.   108円 朝鮮神学院으로서
1. 6,900円 嘉会齋 賣渡代金
1.    60円 二千円 一箇月 利子 始元条
1.    50円 柳廷烈氏 条
1.    15円    〃    〃  利子

支出之部
鍾路金組  2,200円
金田福雄     100円
平山泳昌     100円
滄川町21 整理費     101円
滄川町57ノ1 修理費       80円
老姑山町 35 3,800円
滄川町及 老姑山町 搬移費    60円
敬烈学費     120円
生活費            約 1,000円

業  務 1. 基督新闻主筆 一月至五月末
2. 朝鮮神学院 講師 四月至六月

著  書 論說 数篇
說  敎 六回
旅行地 楊州 奉安敎会 三回
住  所 嘉会町에서 老姑山町

三十五年间 居住하던 都心地帶를 떠나서 西華一隅에 隱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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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은 勿論 退縮이라 하겟지만 모도가 神의 指導요 
奇蹟이라 할 것이다. 今後의 展门开 를 注目하여 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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