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파교회 설립연월일에 관하여

  현재 청파교회(해방전 이름은 청엽정교회)는 용산교회를 기준으로 1929년 5월 1

일을 교회설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8년 설립된 연화봉교회를 기준으로 할수 있다는 설도 있읍니다.

  1. 이상 두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29년을 설립일로 보는 견해

       청파교회 50년사(1981년 출간)에 의하면 용산교회는 1929년 5월 1일 설립

되었고, 1938년경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합친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이 연

화봉교회를 흡수하였다고 한다.

       청파교회 50년사(1981년 발행)에, 1930년(1929년이 아님) 교회로 첫 출발

한 용산교회(동 26쪽 하5행 이하)와 1914년 상동감리교회에서 지교회로 설립한 연

화봉교회가 .......중략..... 교세가 점점 약해가고 자립교회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938년 우리교회(용산교회 또는 청엽정교회 ?)에 합하게 되었다.(동 33쪽 중간부터 

34쪽 하단까지에 기재되어 있음.) 라고 되어 있다.

    나. 1908년을 교회설립일로 보는 견해

      1). 상동교회 90년사(1979년 12월 집필. 1980년 12월 발행) 78쪽 하7행 이

하 ‘연화봉교회’란에 1908년 지금의 용산구 서계동 산 언덕에 우리교회가 세운 연

화봉교회도 우리 교회의 교육전통에 따라 그 시작부터 연화봉여학교를 세워서 선교

와 교육을 병행하여 전도를 진행시켰다. 그러다가 30년후인 1938년에 이웃 청파동

에 있는 청파감리교회와 합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그리스도회보(1913. 6. 23자)에 구하면 주시는 일이라는 기사 중에 “ 

련화봉교회 전도사 리흥석씨의 통신에 거할 즉 ........四五년전부터 상동교회에서 전

도한 결과로 교회가 설립되어.........” 라고 되어 있어 1908년경 연화봉 교회가 설립

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의 설립 그리고 합병시기(1937-1938)에 관하여 청

파 50년사, 상동  90년사 그리고 그리스도회보에 언급된 부분을 첨부합니다.    

  2. 기타 자료수집

    교회설립일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1) 연회록과 재산목록 (2) 기독교관계 간행

물 그리고 (3) 청파교회 소유재산 관계서류를 수집 첨부하였으나, 70년 가까이 지

난 일로 사료가 많이 멸실 되었고 발굴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빈약한 수집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며 추후 시간 나는 대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별 첨 : 부록( 참고 자료 ) 끝. 



(1) 연회록(기독교조선감리회연회록 : 연화봉, 용산,= 청엽정 <청파>교회 부분 )과 

   1938년 현재 유지재단에 속한 재산목록(청엽정교회 분) 내용

조선예수교감리회년회일기( 조선감리회연회록 7권 1912 - 1921)

 1. 조선예수교감리회년회일긔 5회 (1912. 3. 5 -     )

   연화봉교회 내용 없음

 2. 동 6회 (1913. 6. 6 - 6. 12)

     파송기 중

     ‘ 연화봉  리흥석 ’

 3. 조선미감리교회년회일긔 7회 (1914. 6. 3 - 3. 8)

     파송긔 중

     ‘ 연화봉 리흥석 ’

     고목사 전덕기군 추도문 중 (* 1914. 3. 23 별세)

     ‘ 셩외에 젹은교회를 六쳐에셜립하엿고 ’

 4.  조선미감리교년회록 8회 (1915. 4. -     )

    연화봉교회 내용 없음.

 5. 조선미감리교년회록 9회 (1916. 4 -      )

     임명록 중

     ‘ 련화봉 쟝락도 ’ 

 6. 기독교미감리회조선년회록 10회 (1917. 6.  -      )

     연화봉교회 내용 없음.

 7.  동 11회(1918<대정7년>. 6. 19 - 24)

     연화봉교회 내용 없음.

 8.  동 12회(1919. 11. 6 - 11)

     파송기 중

     ‘ 蓮花峯 申聖得 ’

 9.  동 13회(1920. 10. 20 - 26)

     파송기 중

     ‘ 蓮花峯潘福奇 (崔基星) ’   ** 괄호내 기재된 씨명은 서리를 표시함 **

10.  야소교미감리회조선년회록 14회(1921. 9. 28 - 10. 3)

     파송기 중



     ‘ 蓮花峯崔基星 ’

     여선교사 내용중

     ‘ 蓮花峯올이푸, 파이 ’

11. 예수교미감리회 조선년회곡 15회(1922. 9. 27 - 10.4) (제8권 1922 - 1929)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서리를 표시, 지명괄호는 구역회를 표시 ** 

    ‘ 蓮花峯(李弼柱) ’

     여선교사 내용 중

    ‘ 幼稚園師範管理촬노,뿌라운니(蓮花峯) ’

12.  동 16회(1923. 6. 20 - 9. 26)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지방전도사, 지명괄호는 所屬季朔會 **

    ‘ 蓮花峯(李弼柱) ’

     여선교사 내용 중 

    ‘ 幼稚園師範管理촬스뿌라운디孃(蓮花峯) ’

13.  동 17회(1924. 9. -      )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지방전도사, 지명괄호는 소속계삭회)

    ‘ 蓮花峯(李弼柱) ’

     여선교사 내용 중 

    ‘ 梨花學堂敎師及師範管理할넷뿌라운리孃(蓮花峯) ’

14.  동 18회(1925. 6. 17 - 23)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지방전도사, 지명괄호는 소속구역회 **

     ‘ 蓮花峯(李弼柱)京城府靑葉町敎堂 ’

       여선교회 내용 중

     ‘ 梨花學堂 촬넷, 뿌라운리(蓮花峯),  쩨넷, 헐버트孃(蓮花峯, 萬里峴),

      엘마로센뻐거(蓮花峯, 沙村里) ’ 

15.   동 19회(1926. 6. 23 -     )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本處傳道人, 지명괄호는 소속구역회 **

     ‘ 一四. 蓮花峯 (李弼柱) 京城府靑葉町 ’

16. 기독교조선미감리회 20회(1927. 6. 15 - 21)

        파송기 중 ** 인명괄호는 본처전도인, 지명괄호는 소속구역회 **

     ‘ 一四. 蓮花峯 金泰鉉 京城府靑葉町 ’

        여선교회 내용중

     ‘ 이화학교 뿌라운리(蓮花峯) ’

17.   동 21회(1928. 10. 3 - 9) 

        파송기 중 

     ‘ 一五. 蓮花峯 金泰鉉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七一 ’



        여선교회 내용 중 

     ‘ 梨花學堂 삐커孃(蓮花峯),  泰和女子館 로센벅어(蓮花峯) ’

18.   동 22회(1929. 6. 19 - 25)

         파송기 중 

      ‘ 一六. 蓮花峯 金泰鉉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七一 ’

         여선교회 내용 중 

      ‘ 뿌라온리孃(蓮花峯) ’

         평신도대표자명부  경성지방 중

      ‘ 蓮花峰 鄭泰應 ’

19. 1)  미감리회의 1930년의 연회 자료는 못찾았고

   2) 제13회 남감리교회조선매년연회(1930. 9. 24 - 30)에 용산교회 내용 없음

 기독교조선감리회(제   회)중부조연회회록 (경성지방) 10권(1931 - 1934) 중

20.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중부․서부․第一회연합년회회록(1931. 6. 10-19)            

                          (경성지방 총25구역․포천. 양주 포함)

       연회임명기 중

  ‘ 一二. 舊龍山區域 京城府冷洞三一                 金仁泳(正)(一)

        同        京城府竹添町二丁目女神校     洪愛施德孃(協)(二)

   一五. 蓮花峰區域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七一          李恩澤(正)(一)  ’ 

       특별임명 중

  ‘ 六. 梨花專門學校 敎授 우레늬孃(蓮花峯)

    七. 協成神學校   敎授 金仁泳(舊龍山) ’

21. 제2회(1932. 3. 16 - 22)(경성지방 총25구역․포천.양주 포함)

       연회임명기 중 

  ‘ 十三. 蓮花峰區域 李恩澤(正)(二)  高陽郡龍江面阿峴里一七三

    二四. 龍山區域 洪愛施德(準)      京城府竹添町三丁目女神學校 ’

       특별임명 중

  ‘ 二一. 梨花女子專門學校 우레늬(協)(蓮花峰)

    三四. 監理敎會神學校 洪愛施德孃(準)(龍山)

    三五. 同              崔利梅孃(協)(龍山) ’

 

22. 제3회 1933. 3 .15 - 20(경성지방 총 24구역<33교회?>․포천.양주 포함)

               (*용산구역은 기록상 없음. 용산포함 34교회?)

        연회임명기 중

   ‘ 十四. 蓮花峰區域  李恩澤(正)(三)  高陽郡龍江面阿峴里一七三 ’



        틀별임명 중

   ‘ 三四. 梨花女子專門學校 敎授 에쓰, 우레네孃(協)(蓮花峯) ’

            (*참고․이화전문 홍애시더양은 수표교구역으로 감)

23. 제4회 1934. 3. 13 - 19(경성지방 총24구역<24+33교회?>․포천.양주 포함)

         연회임명기 중

   ‘ 一三. 蓮花峯區域(二) 吳華英(正)(一)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七一 ’

         특별임명 중

   ‘ 三九. 梨花女子專門學校 敎授 에쓰, 우레네孃(協)(蓮花峯) ’    

24. 제5회 1935. 4. 25 - 5. 1 (경성남지방으로 나뉨) 11권(1935-1939)

         연회임명기 중

   ‘ 五. 蓮花峯(二)  李夏永(正)(一)  京城府靑葉町一丁目63의10 ’

         *참고․특별임명

   ‘  二. 총리원교육국총무 류형기(정)(마포) 경성부천연동30

    三九.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우레늬양(협)(연화봉)?? ’

25. 제6회 1937. 4. 7 - 13(경성남지방 총10구역<10+4교회?>)

       중부연회 각지방 평신도대표자 ‘京城南地方 鄭泰應 58 성서공회(연화봉교회 권사)’

         연회임명기 중

       ‘ 五. 蓮花峯(二) 李夏永(正)(三) 京城府玉仁町170의2 ’

         특별임명

   ‘  二. 總理院敎育局總務 柳瀅基(正)(蓮花峰) 京城府天然町30

    一八. 梨花女子專門學校敎授 엠, 추록슬양(協)(蓮花峯) 京城梨花女專校 ’

*************************************************************************

26. 一九三八年度 財團法人 基督敎朝鮮監理會維持財團에 속한 財産目錄 15권 중

     ‘ 甲. 敎會에서 直接 使用하고 있는 不動産(**1937년말이나 1938년중엽작성?)

          捌(팔). 京城南地方

五. 區域  敎會名稱          土                地

  蓮花峯  靑葉町  土地所在地    地目    地積   現時價  使用目的   登記된 名義

          敎會   1) 京城府靑葉町

                  二丁目71-15   社寺地    24    720    禮拜堂基地  財團法人

                 2) 京城府靑葉町

                  一丁目62-22   社寺地    97   2,910   禮拜堂基地  財團法人

                           建                 物

                    構     造             建坪數      現時價      使用目的

                1) 木造鍼錫葺(목조침?석즙)  30坪        800        禮拜堂

                2) 煉瓦造瓦葺(연와조와즙)   25坪        900        舊禮拜堂 ’

*********************************************************************************



27. 7회 1939. 5. 3 - 10(昭和14年)

     중부연회 각지방 평신도대표자 ‘ 京城南地方 崔德俊 六七 商業엽정1정목70 ’          

         연회임명기 중                                      (전 연화봉교회 권사)

   ‘ 五. 靑葉町(一) 李夏永(正)(五) 京城府玉仁町170-2 ’

        특별임명 중

   ‘  一. 總理院敎育局總務 柳瀅基(正)(靑葉町) 京城府天然町30

    一九. 梨花女子專門學校敎授 엠, 추록슬孃(協)(靑葉町) 京城府大峴町梨花女專校 ’

28. 8회 昭和16(1941). 3. 6-11(경성교구 교구장 박연서)

    基督敎朝鮮監理敎團第一回總會錄 合本  

      연회회원명록 중 

‘ 中部年會 正會員 17. 李夏永 58 京城府玉仁町170-2

       京城南地方 12. 金花內 41 敎役 京城府靑葉町一丁目 ’



(2) 기독교 관계 간행물 (감리회보<따로 이름 쓰지 않음>, 죠선그리스도회보, 긔독신문 )

    기사 중

1. 1911. 12. 30(그리스도회보)

   증산구황연보 내용 중

  ‘ 蓮花峰교회 七十七錢 ’

2. 1913. 3. 8(그리스도회보)

   전도사전임란에

   ‘ 신임전도사파뎡 전도사 리흥석씨는 경성 련화봉교회로 ’

3. 1913. 6. 23(그리스도회보)

    기사 중

  ‘ 구하면주시는일

  경셩 남대문밧 련화봉교회젼도사 리흥셕씨의 통신에 거한즉 이곳은 호수가 一千여호에 지

내고 인구가 五千명이나되는 큰동리로셔 하나님의 교회가 업셔 항샹 유감이러니 四五년젼브

터 샹동교회에서 전도한 결과로 교회가 셜립되여 날노 흥왕할뿐아니라 사촌리와 갈월리두곳

에 지교회까지 셜립되였는데 연화봉에는 교우가 二三백명이오 부쇽녀학교에 학도가 四五十

명이니 하나님의 은혜 감샤함을 찬숑하며 겸하야 그곳 교당을 건축하기로 一반교우들이 열

심긔도하는즁 최경서씨가 一百五十원 심의셕가 一百원 김긔홍 손봉슌 송택슈三씨가 각十원 

최인셩 한세현량씨가 각五원을 긔부하엿스며 그곳 동쟝신태졍씨는 밋지아니하는 이로되 회

당건축한다는 말을 듯고 三원五十젼을 긔부하엿스니 하나님께서 합심하야 긔도하면 다일우

어주신다고 一반교우가 하나님 은혜를 감샤한다 하엿더라  ’

4. 1928. 5. 2(긔독신보 647호)

   교회순례 서울교회를 차져셔  연화봉 만리현 도화동 三교회 기사 중

  ' 蓮花峰 = 이교회는 쳥엽뎡에잇는 그리크지못한교회이나마 남녀교우가 평균八십명식모히

고 쥬일학교로는 유년이九십명 쟝년이 二十명이며 녀학교에는 학생이百十여명이고 또엡윗청

년회도 잇스나 현재는 죰침테한상태에잇다고한다 그리고 직원즁특히유력한이는 최도익 최덕

쥰 죠명하 졍긔셥 리원명 김슈진 리엠마제씨인대 그즁에도 졍긔셥씨는 의사로서 빈한한교우

가 질병이잇스면 무료입원치료를 쥬션하는 자선가이며 또리원명씨는 七십五셰의로령으로 젼

심젼력을다하야 교회일을돕는즁 목사의대신심방까지하는 열심가라고한다   ........ 중략 

........

이상三교회의 담임목사는 김태현(金泰鉉)목사이다  ** 김목사 사진 및 기타 설명 더있음 ’

5. 1930. 3. 5 - 3. 19(기독신보 743, 744, 745호)

  京城의 부르지즘 ( 양주삼․이것은 1929년 12월 2일에 정동교회에서 회집하였던 남북감리

교회경성지방 연합교역자회에서 강연 대지를 기한 것) 중

‘ 敎會名稱及   入敎 學習  受洗  願入 合計 主日平均  朝鮮敎   一年間  敎會聯絡

  敎會所在地   人數 人數 兒童數 人數      出席數    役者數  敎會經費 事業機關

一. 美監理敎會



 蓮花峯敎會     30   11    8     16   65    30                656    普通學校 一   

   

靑葉町一丁目                                                          夜學校  一

三. 南監理敎會

 龍山敎會       23    5    5     15   48    20       女 一      ,84  

靑葉町二丁目                                                                   ’

6. 1930. 9. 3(긔독신보 769호)

   가. 하기아동성경학교 내용 중

  ' (龍山) 시내 용산교회에서는 지난 八月一日브터 교회내 여러 청년의열열한 활동으로 무

산아동야학을 여러매일 三十여명식 모혀공부하는중 매우자미잇게 진행되는 모양인대 이어린

아회들과 땀을흘니며 매일애쓰는 교장급교사는 좌와갓다더라

교장 최봉운   교사리형직 신회균 김경환 김영득 우수경 신득쥰 ’

  나. 청년회․주일학교활동 내용중

  ' (龍山) 남감리교 회에서는 지난 八月二十日저녁에 교회일반청년들의 특별한 활동으로 

「朝鮮의 活路는 精神이냐? 物質이냐?」하는 문제로토론회가이섯는대 예상외에 큰서향을 일

우워 일반신자는물논이요 밋지안는사람의게까지 큰유익 주는대 그연사는좌와갓다더라

  정신  신회균 김영득 최봉운 오길수 오기섭

  물질  리형직 리건만 박한영 김영환 리옥순 ’  

7. 1933. 3. 10 (1권 3호 77) 

  총리원교육국에 등록된 엡원청년회 명단중

  ‘ 七六, 蓮花峯엡원靑年會 ’  기사 있음

8. 1933. 8. 28 (1권 19호 184) 

  종교교육공로표창자방명 212명중

  ‘ 一二四 趙明夏 京城 蓮花峯敎會 一六年 ’  기사 있음

9. 1934. 3. 10 (2권 3호 337) 

  경성지방회(2월1일부터 3일간) 파송기에

 ‘전도부인파송기 ― 연화봉 김모영’   기사 있음

10. 1935. 2. 10 (2권 244) 교육국비(4)

   (이것은 지나간 주일학교 진흥주일에 재적생의 1전 

    의무금을 걷어서 교육국비로 보내는 것입니다)

  ‘ 京南地方蓮花峯敎會主校 六十六錢 ’   기사 있음

(*** 참고․1933연도 교육국비 누계 71원45전<2권32>)

11. 1936. 5. 10 (3권 40호 49) 

   감리교회조선선교50주년기념비 의연금

     「 1933년 부활주일에 조선과 만주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기념헌금 한것과



       유지들의 기부로 1936년 4월 12일 부활절에 此를 건립함 」

   ‘ 萬里峴敎會 龍山敎會 一金 四圓 四錢也

    蓮花峰區域   一金 二圓也 ’ 기사 있음.

12. 1936. 10. 10 (3권 44호 95) 

   염창교회 소개중

   ‘ 京城武橋町 梁雨露德女史의 貢獻이 컸으니 ’ 기사 있음

             (** 참고․양우로더여사는 연화봉교회 설립자 겸 연화봉여학교 설립자겸

                       교장으로 1943년까지 동 여학교를 운영 함)

13. 1936. 11. 10 (3권 45호 111) 

   예배당과 주택수리비의연금영수란(수재의연금)

   ‘一金 四圓五十錢也 京城南地方 蓮花峯敎會’  기사 있음.

        (**참고․ 이태원교회 5원  수표교교회 3원76전<3권 45호 111>  

                  정동교회 6원 30전<3권 47호 130> 임)

14. 1937. 5. 1(3권 55호 187) 숫자로 본 엡원회(1936년 12월말까지)

(地  方)  (會  名)   엡少數  同會員數  會員增減 엡靑數 同會員數 會員增減

京城南    정  동 1 20 +20 1 40 -

          상  동        1 27? +4 1 35 -20

          도화동 1 15 - 1 45 -

          마  포 1 25 -5 1 25 -15

          수표교 - - - 1 40 -

          한  강 - - - 1 30 +30

          만리현 - - - 1 21 -1

         ‘ 蓮花峯        - - - 1 10 +10

          龍  山 - - - 1 10 +10 ’

          장사정 - - - 1 16 +16

          염  창 - - - 1 19 +5

        공      계     4 87 - 11 291 -

        작년 공 계     3 68 - 7 256 -

        증      감    +1 +19 - +4 +35 -      ’

        기사 있음.

15. 1937. 5. 1(3권 55호 184)

   宣敎(復活)主日收金領收 란에

     (감리교회 제1회 주재선교사가 부활주일에 조선에 도착하엿으므로 우리의선교주일은 

부활주일로하고 각교회에서 이날에 수금하여보낸 금액은 전부만주선교사업에쓰기로 결정하

였는데 그간에 영수한 것 ............... )

   ‘ 一金 二圓也 京南地方蓮花峰區域 ’    기사 있음

    



16. 1937. 7. 16(3권 60호 217)

   傳道局事業 란에

     (만주선교사업과 조선내교회확장운동과 기성교회보호등 사업을 목적하고 자금 一萬원

을 만들되 一년에 一원씩 낼회원 一만명을 모집키로 지난 十월 연합감리사회에서 결의한 것

 ......... 전도회원 모집 .........  <감리회보 3권 47호 129>)

    ‘ 京城南蓮花峯敎會

二二六九 강준의  二二七○ 김요한  二二七一 최봉운  二二七二 김석만  二二七三 고응국  

二二七四 최덕준  二二七五 리하영  二二七六 정태응  二二七七 양우로더 二二七八 리의곤’

  (*** 참고사항 1) 이상 10명중 1명 최봉운은 용산교회 초창기 교인으로 활약이 많았고,   

                   그 후 청엽정교회의 장로로,  50년사 만들 때 대담도 하신 분임.

                 2) 그리고 5명은 과거부터 연화봉교회 교인으로, 

                   * 李夏永은 1935년과 1937년 연화봉교회, 그후 1939년에 청엽정교회  

                     담임목사로 임명되어 시무하였고 <*연회록>

                   * 梁雨露德는 연화봉교회와 연화봉여학교 설립인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3년까지  연화봉여학교를 운영

                   최덕준 정태응은 연화봉교회 권사 장로로서<청파교회 50년사 p33.93>

                   * 崔德俊은 1939년 第七회 중부연회 각지방 평신도대표자로  경성남지  

                     방 崔德俊 六七 商業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七○<*연회록>

                   * 鄭泰應은 1929년 미감리회 22회년회에서 경성지방 평신도대표(연화  

                      봉)로, 1934년 경성지방 鄭泰應(五五) 성서공회 경성부평동二三의一  

                     1937년 중부연회 경성남지방 一八 鄭泰應 五八 성서공회 경성부 북  

                     아현동 一의三四<*연회록>

                   *  李羲(희)坤?은 연화봉교회 장로<50년사 p93>로 기록에 있고,

                      남어지 4명은 용산 연화봉 어느 쪽 출신인지 모름 )   

17. 1937. 10. 1 (3권 64호 253) 

   전도국사업 구역별전도회원수(지난8월까지) 중

   ‘ 京城南地 : 정동58, 수표교23, 만리현 17, 장사동11, 이태원11, 

               상동14, 蓮花峰10, 염창1, 합 145인. ’  기사있음.

18. 1938. 2. 1(3권 72호 318)

    京南地方會大要

    ‘ 작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지방회에서 ........ 

     傳道夫人任命 ..........9 청엽정 朴賢玉 ’ 기사로 보아

      *****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의 합병시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19. 1938. 4. 1(3권 76호 343)

   만리현교회부흥 기사중

   ‘ 청엽정교우들도 참예하는 중 몇청년은 부흥회후 자기교회에 가서 기도중 주정군이 들

어와서 야료를 하나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도 감화가 되어 

회계하고 믿게되었다’.  내용있음.



20. 소화14(1939). 12. 1)

    주일학교사업비영수기(11월분입)(1939년9월진흥주일헌금) 중

    ‘ 京城南地方靑葉町敎會主校 二 圓 ’  기사있음

21. 소화15<1940>. 2. 1(4권 184)

   연회부담금영수란 중

    ‘ 一金五十四圓也 京南地方靑葉町敎會 ’ 기사 있음

22. 1940. 2. 1(4권 185)

     南鮮旱害救濟金芳名 중

    ‘ 一金十圓也 京南地方靑葉町敎會 ’ 기사 있음.

 



(3) 청파교회 소유재산 관계 서류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자료를 중심으로)

   가. 용산교회 재산 

     1) 청엽정(청파동으로 바뀜) 2정목 71-15호 24평 

      ㄱ) 토지대장 : 청엽정 2정목 71-15 24평(71-15 18평, 71-53 6평) 사사지

               소화  4년(1929) 4월 16일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 취득

                소화 13년(1938) 7월  5일 재단법인 기독교 조선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단기 4289년(1956) 7월 9일 김민?지에게 매도

      ㄴ) 가옥대장 :  청엽정 2정목 71-15 1층 15평

                4271년(1938) 5월 1일 김남윤 명의로

                1965년 12월 20일 조윤환 명의로(납세의무자)

   나. 연화봉교회 재산

     1) 청엽정 1정목 71번지  119평

        토지대장 : 청엽정 2정목 71-1  119평 대지

                대정 2년(1913) 7월 15일 전덕기(*당시 상동교회 목사) 취득

                소화 9년(1934) 3월 12일 김무술외 2명에게 매도

     2) 청엽정 1정목 62-22  97평  사사지

        토지대장 : 청엽정 1정목 62-22  97평  사사지

                소화 9년(1934) 11월 15일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 취득

                4288년(1955) 6월 30일 김동환에게 매각( 이상 토지대장 )

                ( *** 유지재단 보유 서류에 의하면 1949년 12월 10일에 기 매각되었다

는 

                 확인서를 1949년 당시 청파교회 담임목사 윤태현이 확인하여 주었음)

     3) 청엽정 1정목 63번지 796평 지상 8호에 목조초가 1동 4평 3합

        매도증서 :상동 건물 소화 9년(1934) 8월 1일 전병호로부터 연화봉교회

                  담임목사주택으로 구입. 1937년 이전에 매도하였을 것으로 봄.

    다. 청엽정교회 재산    

      1) 청엽정 1정목 62-28  7평 및 동 1정목 62-29  3평  대지

         토지대장 : 상동 대지

                 소화 15년(1940) 7월 19일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 취득

                 1972?년 6월 30일 송종만 에게 매도

    라. 연화봉교회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1) 한남정 382번지 65평 대지

          토지대장 : 한남정 382번지  65평 

            대정 14년(1925) 3월 2일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 취득

            소화 11년(1936) 8월 13일 재단법인 기독교 조선감리회 유지재단으로 이전

            1966년 12월 27일 정상남에게 매도 



   

  (1) 청파 50년사와 상동 90년사 및 그리스도회보에 교회 설립 과

      합병시기에 관한 기사 ( 13매 )

  (1) 연회록과 재산목록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2) 기독교관계 간행물 기사 자료는 별첩과 같습니다.

                 ( 1번 - 22번 ) ( 35매 )

  (3) 청파교회 소유재산( 일제시 재산 ) 교회 위치 지도.

                             ( 13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