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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역사전시관은 1885년 4월 5일 한국 최초의 감리교 공식 내한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의 제물포 체류로 시작된 내리교회와 인천 강화 선교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미국에서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어머니 교회들 중 하나이지만 하와이에 공식 이민단을 보낼 때 최초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선교의 발상지로서의 내리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초대교인들의 티 없는 

신앙을 기리고 새로운 부흥과 갱신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닿았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 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와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came here on Easter. May He who on that day burst asunder the bars of  death, 
break the bonds that bind the people, and bring them to the light and liberty of God's children.  

 -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9일 제물포에서 미 북감리회 선교부에 보낸 서신 말미에 -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로부터 애즈베리, 가우처,  매클레이를 거쳐
아펜젤러로 이어지는 한국 감리교 선교의 역사적 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의 제물포, 인천, 강화지역 
선교활동과 영화학교를 통한 민족교육, 엡웟청년회, 
여선교회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3·1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동오 신홍식 목사가 육필로 기록한 
<인천내리교회역사>(1923)와 한국 최초로 메시아 전곡을 연주했을 때 
손수 제작한 <메시아 악보> (1954)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료들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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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John Wesley)

미국감리교의 아버지

프랜시스 애즈베리 (Francis Asbury)

한국선교의 개척 공로자

존 가우처 (John F. Goucher)

한중일 삼국의 개척 선교사

로버트 매클레이 (Robert S. Maclay)

헨델의 메시아 3권 1질 (1954) 

교회역사
[인천내리교회]

(1923)

존스 찬미가
(1897) 

내리와 한국 감리교 선교의 초석을 다진 
초대 담임목사 세 분의 흉상

아펜젤러 선교사 
(1858∼1902)

엡웟청년회는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독립협회와 협성회를 통해 배출된 청년들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며 
대거 엡웟청년회로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민족의식은 크게 향상됐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내리교회는 한국 감리교 최우수교회(1905, 케이블선교사 
연회보고)로 성장하면서 인천강화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고 하와이 이주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 미주한인선교의 기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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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산(愛山) 김진호 목사
(金鎭浩, 1873~1960)

김기범 목사
(金箕範, 1868~1920)

동오(東吾) 신홍식 목사 
(申洪植, 1892~1939)

홍승하 선교사 (1904)
내리가 하와이로 파송한 

한국 최초의 해외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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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코스안내

관람시간 

구   분 관람시간

평   일 10:00~17:00

토·일·공휴일 10:00~15: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람구역

➊ 내리 역대예배당 머릿돌
➋ 내리 초대담임목사 흉상
➌ 역사사진갤러리 (선교 100주년 기념성전 2층)
➍ 예루살렘성전 파이프오르간 (선교 100주년 기념성전 3층)
➎ 미주 한인선교100주년 기념탑
➏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
➐ 내리역사전시관 (아펜젤러 비전센터 3층)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➐

➏

교회탐방 문의  

032) 760-4000  www.naeri.org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

아펜젤러 목사

한국 감리교회의 거목

김 진 호 목사

인천강화 선교의 아버지

존 스 목사

지조 높은 독립운동가

신 홍 식 목사

한국인 최초의 목사

김 기 범 목사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박 두 성

영화학당 설립자

마가렛 벤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대기자

이 길 용

복음의 방물장수

백 헬 렌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

김 활 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이 필 주 목사

한국 사범대학의 개척자

김 애 마

22316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67번길 3-1(내동)    TEL. 032) 760-4000

아펜젤러의 
White Chapel(1891)

1885. 4. 5. 아펜젤러에 의해 내리선교 시작

1891. 11.  한국 최초의 예배당 건립 (아펜젤러의 White Chapel)

1893.   한국 최초의 계삭회 조직(제물포 계삭회)

1894. 4. 7. 한국 최초의 여성전용예배당 자력 건축

1897.   한국 최초의 기독청년회 조직
   (엡웟청년회 나인드지파)

1900. 1.  한국 최초의 신학회 조직 및 개강

1900. 12.  한국 최초의 신학전문지 <신학월보> 발행

1901. 5. 4.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 (김기범 목사)

1903. 11. 3. 한국 최초의 해외 개척교회 설립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1904. 2.  한국 최초의 해외선교사 하와이 파송
   (홍승하 선교사)

1907. 10.  한국 최초로 예배당 남녀칸막이 철폐

1954. 12.  한국 최초의 <헨델의 메시아> 전곡연주

Panoramic View of Incheon City by Norb, Nov.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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