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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공회라는 교단

•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역에서

성공회 구역의 위치

• 오른편 구석, 출구 직전

• 가지런히 정리되어 않은 묘

• 한국인 평신도의 무덤과 공존

• 우리 마음 속의 성공회의 자리



1-1. 성공회라는 교단



• 대한성공회

• 100여개 교회, 5만여명의 신자

• 토착화된 견실한 교단 조직 발달

•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가졌던 관심 알아보기

• 순서

• 1-1. 성공회라는 교단

• 1-2. 성공회 선교 역사

•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 3. 종교 없음의 진술

• 4. 랜디스

• 5. 트롤로프

1-1. 성공회라는 교단



• 1890년, 코프(고요한) 주교의 입국으로 시작

• 인천과 서울, 그리고 강화도에 선교 거점 마련

• 랜디스, 트롤로프 등 입국

• 4명의 수녀들 입국(1892)

• 적지 않은 선교사 수

• 북장로교 18명, 남장로교 8명, 북감리교 22명, 

성공회 16명(1896년)

1-2. 성공회 선교 역사



1-2. 성공회 선교 역사



• 선교 잡지 <Morning Calm> 발간

• 朝鮮에서 유래한 제목

• 퍼시벌 로웰의 책에 앞서 사용

1-2. 성공회 선교 역사



• 초기에 의료 활동 주력

• 첫 한국인 세례는 1897년

• 1895년 의료 활동 기록

• 북장로회: 3개 병원 / 339명

• 북감리회: 2개 병원 / 116명

• 성공회: 3개 병원 / 795명

• 성누가병원(인천), 성베드로병원, 성마태병원(서울)

1-2. 성공회 선교 역사



• 코프 주교 사임(1904)

• 만주 선교 겸임, 선교사와 지원의 부족

• 제2대 주교 터너(1905-1910)

• 제3대 주교 트롤로프(1911-1930)

1-2. 성공회 선교 역사



• 터너 / 단아덕端雅德Arthur Beresford Turner

• 카트라이트 Stephen Hayter Cartwright

• 웹스터 Elizabeth Webster

• 노라 Sister Nora

• 로이스 Lois

• 허지스 / 허세실許世實 Cecil Henry Noble Hodges

• 차드웰 / 차애덕車愛德 Arthur Ernest Chadwell

• 구드윈 / 구두인具斗仁 Charles Goodwin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 카트라이트

Stephen Hayter Cartwright

• 1874-1909(1907-1909)

• 일본 성공회 선교사로 활동(1902-6)

• 1907년 내한



• 노라 Sister Nora 

(1849-1919)

• 성베드로 수녀회, 간호원

• 서울에서 고아를 돌봄

• 로이스 Lois

• 웹스터 Elizabeth 

Webster (1856-1898)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 차드웰 / 차애덕車愛德

Arthur Ernest Chadwell

• 1892-1967 (1926-1963)

• 진천, 배천, 평양에서 활동

• 해방후 다시 내한

• 은퇴 후에 인천성당에서 1년 봉

직하고 부산에서 별세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 구드윈 / 구두인具斗仁

Charles Goodwin

• 1913-1997 (1960-1979)

• 신약학, 고전학자

• 성미가엘신학원과 연세대 신

과대학에서 강의

• 성서원어와 한국어 비교연구

2. 양화진에 묻힌 성공회 선교사



2-1. 터너

• 1896년 입국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

• 코프 주교의 사임 이후 제2대 주교(1905-

1910) 

• 성공회의 성장기

• 수원과 진천까지 교세를 확장

•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여 토착교회를 형성하는 기

틀을 마련



2-1. 터너



2-1. 터너

•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조선 민중들의 기대가

기독교에 투영되어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

• 비록 그들의 동기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쏟

아 놓고 있는 바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운동

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게으름으로 인해 놓치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1906)



2-1. 터너

• 한국 내의 일본인을 위한 선교와 병행

• 무엇보다도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적어도 두 사람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기고하였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사람 중 한 명

은 서울에서 저를 도와줄 사제이고 다른 한 명은 일본인들을 위한 선교에 책임질

사람입니다.(1905)



2-1. 터너

•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은 입장

• 내가 피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는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전혀 일반 주민들에게 잔혹하게 행동하지 않았

고, 다만 개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1908)



2-1. 터너

• YMCA의 창설 멤버

• 1907년 이후 황성기독교청년회장을 역임

• 종로 YMCA회관을 건립

• 한국인들에게 축구 교육

• 영국 출신 선교사들의 분위기



• (사진은) 강화학교 축구팀으로, 브라이들(G. A. Bridle) 

목사가 몇 년간 공들여 연습시켰다. 소년들은 축구를

매우 잘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습한 후에는 영

국의 리그 경기에 참가할 실력을 갖출 것이다. 정말

로 그들은 축구 선수로서 전혀 꿀릴 것이 없다. 나는

그들이 크리켓 경기를 하도록 소개하고픈 바람이 있었

지만, 그들은 이 게임에는 익숙지 않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1901)

2-1. 터너



2-2. 허지스

• 1911년 내한

• 1914년 강화읍에 성미가엘신학원 설립, 10

년간 한국인 성직자 양성

• 1915년 최초의 한국인 사제 배출

• <<한국인의 신앙과 풍속>>



2-2. 허지스

• 한국인과 교감하는 상호적인 과정

• 우리는 영국에서 교회 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망각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영리해져

서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감사할 것은 한국인들이 그처럼 영리하지 않아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야기와 우리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좀 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구하게끔 만든

다.



2-2. 허지스

• 학생들과의 대화

• 자기 어머니가 별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도 언덕

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기독교 예배에 우연히 참석했다

가 기도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기독교인에게 기도란 어

떤 의미인지 알아보려는 바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