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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부터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대표로 섬기다 보니 여러 기관으로부터 사역을 마

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의 자료를 부탁하는 전화를 종종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정보가 한 권으로 잘 정리된 책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1884년부터 지금까지 135년동안 미국장로교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조선 땅

을 밟은 선교사들의 총람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저의 은퇴를 결정하면서 출판

하는 은퇴 기념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

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

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격려와 협조를 힘입어 우리 직원들

과 같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한남대학교 최영근 교수께서 장로교 역사 자료협회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in Philadelphia, US)를 일주일간 방문하여 절반의 자료를 

수집해 주셨고, 나머지는 한연희 선교사와 본인이 또 일주일간 그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

다. 자료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100년 전 이 나라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

신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보고 감동이 되어 저는 이 총람을 꼭 완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

배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제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에 모든 선교사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내한 선교사들의 소속은 북장로교, Northern Presbyterian(연합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와 남장로교, Southern Presbyteri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가 있습니다. 1983년 북장로교(NP)와 남장로교(SP)가 합병하여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 교단이 되었습니다. 1983년 이후에 파송된 PCUSA 선교사들

의 정보는 기존에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자료 수집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

람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더 완성된 총

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남겨 놓았습니다. 또한 거의 1000명이 되는 선교

사들의 선교 발자취를 지면 관계상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총람 끝부분

에 참고 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을 기재하였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총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신 정빙화 전도사님과 이옥희 사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이사로서 열정적으로 지원하신 최영근 교수님과 한연희 선교사

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UPJP) 이사님들의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임 춘 식 목사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지부장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대표이사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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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ams, Benjamin Nyce (안변암)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4/1898(대구)~6/23/1994 내한-이한연도 1923-1930

배우자 Adams, Phyllis Irene Taylor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경북 안동선교부 소속으로 활동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교육

Adams, Carol Chou (주방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4/1937~ 내한-이한연도 1980-2010

배우자 Adams, Daniel James 학력 더뷰크대학교, P.S.C.E., 대만 타이난신학교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 교수)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교육

Adams, Daniel James (하달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5/1943~ 내한-이한연도 1980-2010

배우자 Adams, Carol Chou 학력
시애틀퍼시픽대학, 워싱턴대학교, 더뷰크대학교
수초우대학교, 아퀴나스신학교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Adams, Dorothy 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4-192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교육선교사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교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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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Nellie Dick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5/1866~10/31/1909 내한-이한연도 1895-1909

배우자 Adams, James Edward 학력

활동
내용

대구제일교회 주일학교교장, 전도부인담임, 부인사경회 인도, 순회전도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Adams, Phyllis Irene Taylo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9/1898~8/3/1973 내한-이한연도 1923-1930

배우자 Adams, Benjamin Nyce 학력 캐롤대학교, 우스터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

Adams, Susan Comstock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3/1893~11/3/1977 내한-이한연도 1921-1963

배우자 Adams, Edward A.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웨슬리기념병원 간호훈련학교

활동
내용

의료훈련, 영아 클리닉 개설, 위생 강의
활동지역 재령/대구/서울

활동영역 의료/여성

Alampay, Norma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928~ 내한-이한연도 1957-196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lexander, John (안력산)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5/1875~3/10/1929 내한-이한연도 1902-1903

배우자 Katherine L. Holloway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군산 안락소학교, 군산진료소, 순천 알렉산더(안력산) 병원
활동지역 군산/순천

활동영역 의료

Adams, Edward A. (안두화)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6/1895~9/7/1965 내한-이한연도 1921-1963

배우자 Admas, Susan Comstock 학력 지푸 내지선교회운영학교(중국 산동성),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 성경학교 교장,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이사,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 이사,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지부 책임자, 
계명기독대학 초대이사장과 2대 학장

활동지역 대구/서울/재령

활동영역 복음/교육

Adams, Eugen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9-197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dams, George Jacob (안두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6/1907(대구)~3/12/2002 내한-이한연도 1932-1959

배우자 Adams Margaret Lorraine Roberts 학력 엠포리아대학, 옥시덴탈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안동선교부 및 대구선교부에서 활동, 
과수원사역 (70여가지 과일과 견과류)

활동지역 대구/안동/대전

활동영역 복음/행정/농업 

Adams, James Edward (안의와)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2/1867~6/25/1929 내한-이한연도 1895-1923

배우자 Adams, Nellie Dick 학력 위시번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선교부 확장, 대구제일교회 조직, 남자소학교, 계성중학교 설립
활동지역 부산/대구

활동영역 의료/교육/복음

Adams, Margaret Lorraine Robert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3/1906~미상 내한-이한연도 1932-1959

배우자 Adams, George Jacob 학력 옥시덴탈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가정지도, 음악지도
활동지역 안동/대구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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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Frances Ann Messeng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8/1859~6/3/1948 내한-이한연도 1884-1905

배우자 Allen, Horace Newton 학력 웨슬리언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llen, Horace Newton (안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3/1858~12/11/1932 내한-이한연도 1884-1905

배우자 Allen, Frances Ann Messenger 학력 웨슬리언대학교, 마이애미 의과대학(의학박사)

활동
내용

주한 미국공사관 의사, 광혜원 설립, 영국왕립아시아회 한국지부 설립,
1890년 선교사 사임 후 주한미국 공사관 서기관직, 대리공사, 
주한미국공사 역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Anderson, Elsi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3-196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Anderson, Goldah T.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1-197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Anderson, Helen W. (안도선)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30/1884~미상 내한-이한연도 1911-1922

배우자 학력 네브래스카대학교, 무디성경학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Anderson, Hermie Lewi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4/1903~11/19/1990 내한-이한연도 1931-1942

배우자 Anderson, Wallace Jay 학력 리더대학,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피어슨성경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Anderson, Lillian 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892~11/30/1934 내한-이한연도 1917-1934

배우자 Anderson, Wallace Jay 학력 옥시덴탈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여자성서학원, 여자성경반, 정신여학교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Anderson, Wallace Jay (안대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8/1890~12/5/1960 내한-이한연도 1917-1942

배우자
Anderson, Lillian Beeds(1917), 
Anderson, Hermie Lewis(1936)

학력 마칼라스터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한국 최초 기독청년면려회 창립(안동), 
정동 피어선성경학원의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 총무, 
기독교서회 근무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Arbuckle, Victori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891-189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she, Adaline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27/1888~12/13/1933 내한-이한연도 1922-1933

배우자 Ashe, Henry Tobias 학력 가우처대학

활동
내용

평양시 신양리 외국인학교 교사(양호교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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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on, Jennie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892-193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vison, Kathleen 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0/1898~9/16/1985 내한-이한연도 1920-1939

배우자 Avison, Douglas B. 학력 클레어몬트대학, 토론토 리버데일 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서울

활동영역 복음

Avison, Ler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1-191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vison, Margaret Jane Barne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3/1862~9/15/1936 내한-이한연도 1893-1935

배우자 Avison, Oliver R. 학력

활동
내용

전도부인 교육, 환자 상담, 심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Avison, Oliver R. (어비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30/1860~8/29/1956 내한-이한연도 1893-1935

배우자 Avison, Margaret Jane Barnes 학력 토론토대학교

활동
내용

제중원 의사,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연희전문학교 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Aukeman, Hild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26/1918~5/10/2014 내한-이한연도 1962-1968

배우자 학력 칼빈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Austin, Christian Lillian (어소돈)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9/1887~9/2/1968 내한-이한연도 1911-1939

배우자 학력 남장로대학교

활동
내용

전도 활동 및 중앙교회 사역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Avison, Douglas B.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23/1893(부산)~8/4/1952 내한-이한연도 1920-1939

배우자 Avison, Kathleen R. 학력 토론토대학교 의학부

활동
내용

세브란스의전 소아과 교수 및 병원장 
활동지역 선천/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Avison, Frances Gohee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30/1891~2/10/1959 내한-이한연도 1927-1939

배우자 Avison, Gordon W. 학력

활동
내용

광주YMCA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Avison, Gordon W.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28/1891~5/30/1967 내한-이한연도 1925-1939

배우자 Avison, Ella J. Sharrocks 학력 웨스턴리저브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YMCA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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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rd, Anna Landie Reis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5/1895~미상 내한-이한연도 1926-1942

배우자 Baird, William Martyne Jr. 학력 브래드포드아카데미, 랑케스터병원 간호훈련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공중보건, 가정방문, 아동교육, 평양 연합 기독 병원
활동지역 재령/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Baird, Annie Laurie Adams (안애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5/1864~6/9/1916 내한-이한연도 1891-1931

배우자 Baird, William Martyne 학력 웨스턴여성신학교, 하노버대학, 위시번대학교

활동
내용

평양 숭실학당 초창기 교사, 여성사업, 문서전도, 육영사업, 
평양 외국인학교, 여자성경학교, 숭의여학교 교사 및 교장, 
찬송가공의회 임원, 과학 교과서 및 한국어교재 편찬

활동지역 부산/대구/평양

활동영역 교육

Baird, Golden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4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강계

활동영역 복음

Baird, Richard Hamilton (배위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1898(평양)~1/1/1995 내한-이한연도 1922-1961

배우자 Baird, Golden Stockton 학력 우스터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강계성경학교 교장, 1957년 재내한하여 한국선교부 총무로 봉직, 
1960년 마펫에게 인계하고 귀국

활동지역 서울/강계

활동영역 교육/복음

Baird, Rose May Fetterolf (배로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881~11/13/1946 내한-이한연도 1918-1946

배우자 Baird, William Martyne 학력 뉴욕 프랫학원, 시카고 무디성서학원 

활동
내용

주일학교, 여성사역, 번역작업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A

Babcock, C. M.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7-192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Bae, Kook Jin (배국진)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1/12/1943~ 내한-이한연도 2007-2012

배우자 Bae, Sook Hee 학력 연세대학교, 맥코믹신학교(선교사훈련)

활동
내용

2008-2012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대표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Bae, Sook Hee (배숙희)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10/7/1945~ 내한-이한연도 2000-2012

배우자 Bae, Kook Jin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몬트클레어 대학교, 뉴욕신학교

활동
내용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전국 여전도회연합회(PCK), 여성복지시설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여성/복지/교육

Bain, Mary Rachel (배마리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9/1886~1/6/1975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학력 총회평신도훈련학교(ATS)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병원 (간호선교사)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

B

 | 총람 알파벳 순 ••• B |

16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17[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Barrett, Mary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7/1864~6/2/1957 내한-이한연도 1901-1908

배우자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정신여학교 제4대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Barrett, William M. (방위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4/1872~1956 내한-이한연도 1901-1907

배우자 Barrett, Elizabeth 학력 엠포리아대학,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 남자국민학교 교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Barry, Sarah (배사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1930~ 내한-이한연도 1955-1975

배우자 학력
미시시피주립여자대학교, 총회평신도훈련학교(ATS), 
비블리칼신학교 

활동
내용

이일성경학교, UBF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UBF 미국 시카고 명예총재

활동지역 광주/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Basinger, Jea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9/11/1935~ 내한-이한연도 1973-1980

배우자 Basinger, William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asinger, William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2/18/1928~ 내한-이한연도 1973-1980

배우자 Basinger, Jean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aird, William Martyne (배위량)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6/1862~11/28/1931 내한-이한연도 1891-1931

배우자
Baird, Annie Laurie Adams(1890),  
Baird, Rose Fetterolf(1918)    

학력 맥코믹신학교, 하노버대학(철학박사)

활동
내용

대구 예수교학당 및 곤당골 사립학교 교사, 대구제일교회 창립(1893), 
평양 사랑방학교 (→숭실학당→합성숭실대학), 기독교서회, 성서공회 

활동지역 부산/대구/평양/서울

활동영역 교육

Baird, William Martyne Jr. (배의림)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7/1897(서울)~8/5/1987 내한-이한연도 1923-1942

배우자 Baird, Anna Landie Reist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남성성경학교, 평양 연합 기독 병원(행정 관리자), 신약성서개정위원회
활동지역 재령/평양

활동영역 교육/행정

Balenger, Rebecc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3/1945~1/12/2014 내한-이한연도 1968-1976

배우자 Frederick Andrew Smith 학력 장로교병원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간호선교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Barnhouse, Katherin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5-197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arrett, Elizabet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3/1877~3/6/1956 내한-이한연도 1901-1907

배우자 Barrett, William M. 학력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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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nger, Anna Moore (안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7/1872~8/28/1916 내한-이한연도 1910-1916

배우자 학력 브린모어여자대학 

활동
내용

군산 멜볼딘여학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Bekins, Elisabeth B. (배견인)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6/1892~미상 내한-이한연도 1915-1919

배우자 Dick De Pree 학력 배틀크리크병원훈련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Bell, Charlotte Ingram Witherspo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3/1867~4/12/1901 내한-이한연도 1893-1901

배우자 Bell, Eugene 학력 아우구스투스 여자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목포

활동영역 복음

Bell, Eugene (배유지)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1/1868~9/28/1925 내한-이한연도 1893-1925

배우자
Bell, Charlotte Ingram Witherspoon(1894)
Bell, Margaret Whitaker Bull(1904)Bell, Julia Dysart(1921) 

학력 센트럴대학교, 켄터키대학교,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목포스테이션, 목포 양동교회 설립,  순회전도 및  스테이션 관리, 
북문안교회 협동목사, 목포 영흥학교 설립, 광주 숭일학교 설립, 
광주 수피아여학교 설립, 평양신학교 교수,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활동지역 서울/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Bell, Julia Dysart (배쥬니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16/1872~1/26/1952 내한-이한연도 1907-1941

배우자 Bell, Eugene 학력 커크스빌사범대학

활동
내용

광주이일성경학원 (교사, 교장)
활동지역 군산/광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Bateman, Benjamin Haughton (배영호)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1/1931~ 내한-이한연도 1967-1972

배우자 Bateman, Frances Lynn Davis 학력 오스틴대학,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대전노회산업선교, 한남대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Bateman, Frances Lynn Davi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25/1937~ 내한-이한연도 1967-1972

배우자 Bateman, Benjamin Haughton 학력 성요셉간호학교, 멤피스대학

활동
내용

의료 선교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의료

Baugh, Emma Walk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7/1904~미상 내한-이한연도 1931-1941

배우자 Baugh, Harold T. 학력 털사대학교 경영대학

활동
내용

여성 읽기지도, 유아 복지, 유아진료소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교육/의료

Baugh, Harold T. (부화일)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4/1899~미상 내한-이한연도 1931-1941

배우자 Baugh, Emma Walker 학력 털사대학교,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활동
내용

베이커 기념 병원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의료

Bedell, Nancy E.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9/1947~ 내한-이한연도 1979-198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간호사역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 총람 알파벳 순 ••• B |

20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21[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Bercovitz, Zacharias (복거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9/1895~12/3/1984 내한-이한연도 1924-1934

배우자 Bercovitz, Nina B. 학력 옥시덴탈대학, 시카고대학교, 러쉬 의과대학

활동
내용

평양기독병원
활동지역 안동/평양

활동영역 의료

Bergman, Anna L. (부옥만)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894~2/27/1978 내한-이한연도 1921-1959

배우자 학력 오하이오주립대학

활동
내용

평양 숭의여학교(교사), 평양 기독병원(영양사), 
1956 서울여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이사)

활동지역 평양/서울/대구

활동영역 구제/교육

Bergman, Gerda Otelia (박우만)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1886~12/20/1971 내한-이한연도 1914-1952

배우자 학력 윌슨 모던 비즈니스대학, 무디성경대학 

활동
내용

교육활동 (성경, 음악, 유아복지, 위생 등)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Bernheisel, Charles F. (편하설)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1/1874~9/8/1958 내한-이한연도 1900-1942

배우자 Bernheisel, Helen Kirkwood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평양 장로회신학교(도덕학 강의), 산정현교회 초대 목사, 
평양 숭실대학 교수, 평양 외국인학교 교장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Bernheisel, Helen Kirkwoo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6/1873~1/25/1960 내한-이한연도 1903-1942

배우자 Bernheisel, Charles F. 학력 오스위고학교

활동
내용

사경회 성경교사, 부인선교회
활동지역 평양/강계/개성

활동영역 교육

Bell, Margaret Kent (배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9/190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6-1928

배우자 학력 메리볼드윈대학교, 코헨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Bell, Margaret Whitaker Bull (배주량)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6/1873~3/26/1919 내한-이한연도 1904-1919

배우자 Bell, Eugen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Bercovitz, Mary Isab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15/1921~ 내한-이한연도 1950-1950

배우자 Bercovitz, Nathaniel 학력 스털링대학교, 라번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ercovitz, Nathaniel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23/1918~ 내한-이한연도 1950-1950

배우자 Bercovitz, Mary Isabell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ercovitz, Nina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9/1894~11/4/1974 내한-이한연도 1924-1934

배우자 Bercovitz, Zacharias 학력 리비기념병원, 배일러병원, 레이크사이드병원 훈련학교

활동
내용

평양어린이보건소(간호원), 안동 내 병원 
활동지역 안동/평양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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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man, Ann Tanse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7-1970

배우자 Birdman, Albert Henry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Birdman, Ferdinand Henr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6/1872~미상 내한-이한연도 1907-1909

배우자 학력 세인트루이스병원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목포/전주

활동영역 의료

Blaine, Floyd Hiram Jr.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9/1920~ 내한-이한연도 1949-1951

배우자 Blaine, Helen Hartung 학력 애크론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오리건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행정 및 회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교육

Blaine, Helen Harton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1922~ 내한-이한연도 1949-1951

배우자 Blaine, Floyd Hiram Jr. 학력 세이어미용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행정 및 회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Blair, Edith All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1/1878~4/9/1942 내한-이한연도 1901-1940

배우자 Blair, William Newton 학력 캔자스 웨슬리언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여성사역, 성경공부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Best, Margaret (배귀례)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8/1867~4/15/1942 내한-이한연도 1897-1937

배우자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숭실학교(교사), 문서선교사업, 숭의여학교(초대교장), 
평양여자성경학원(초대교장), 여자고등성경학교(교장)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여성

Biggar, Meta Louise (백미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30/1882~7/27/1959 내한-이한연도 1910-1952

배우자 학력 캔자스시티 프뢰벨유치원교사양성학교, 리서치병원

활동
내용

여성사역, 매산여학교, 순천 알렉산더 병원 원목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의료교육/복음

Bigger, John Dinsmore (백이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7/1881~2/12/1959 내한-이한연도 1911-1951

배우자 Bigger, Norma Blunt 학력 엠포리아 대학, 캔자스 대학

활동
내용

평북 강계선교부 계리지병원 책임자, 만주지역 순회전도 및 의료 활동,
평양기독병원, 1945 미군정 자문관 활동, 
1949 안동 베이커기념병원 재건

활동지역 강계/평양/서울/부산/안동

활동영역 의료/복음

Bigger, Norma Blun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27/1886~12/25/1977 내한-이한연도 1912-1951

배우자 Bigger, John Dinsmore 학력 캔자스 대학(간호훈련과정)

활동
내용

강계 캐네디기념병원(간호사), 룰루웰스 여자학교, 외국인 학교, 
여성성경학교(고문 간호사)

활동지역 강계/평양/서울/안동

활동영역 의료/교육

Biothice, J. Y. (권목호)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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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gs, Lloyd Kennedy (박수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4/1897~10/6/1953 내한-이한연도 1924-1949

배우자 Boggs, Margaret Blair Patterson 학력 데이비슨대학, 버지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Boggs, Margaret Blair Patters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3/1900~1/30/1971 내한-이한연도 1924-1940

배우자 Boggs, Lloyd Kennedy 학력 치코라, ATS(총회평신도훈련학교)

활동
내용

완산교회 주일학교 사역, 순회 전도사역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Boots, Florence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7/1896~1977 내한-이한연도 1921-1939

배우자 Boots, John Leslie 학력 비버대학, 제네바대학교 

활동
내용

외국인학교 초대교사, 음악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Boots, John Leslie (부소)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9/1894~1/28/1983 내한-이한연도 1921-1939

배우자 Boots, Florence S. 학력 피츠버그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치과의사 및 의대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Borden, Jonathan Fairbanks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6/1951~ 내한-이한연도 1975-1975

배우자 Borden, Soon Ok 학력

활동
내용

연세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Blair, Herbert E. (방혜법)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27/1878~2/20/1945 내한-이한연도 1904-1941

배우자 Blair, Susan Gillett Field 학력 파크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강계 대겨울성경학교 부흥운동, 강계선교부 북부지역 책임, 
대구서부교회 담임

활동지역 선천/강계/대구

활동영역 복음

Blair, Katherine

성별 여 소속 NP/O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9-197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청주/부산

활동영역 복음

Blair, Lois (방라이)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6/1903(평양)~4/3/1991 내한-이한연도 1932-1940

배우자 학력 파크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교사 및 기숙사 사감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Blair, Susan Gilletton Fiel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2/1877~9/25/1966 내한-이한연도 1905-1941

배우자 Blair, Herbert E. 학력 콜로라도대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성경교사
활동지역 선천/강계/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

Blair, William Newton (방위량)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1/1876~5/2/1970 내한-이한연도 1901-1940

배우자 Blair, Edith Allen 학력 캔자스 웨슬리언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강계 대겨울성경학교 부흥운동, 이화학당, 숭실학당의 교가 작사, 
19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계 선출, 
1921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총무, 1937 평양신학교 교수 취임, 

활동지역 평양/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여성교육

 | 총람 알파벳 순 ••• B |

26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27[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Boyer, Elmer Timothy (보이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8/1893~ 4/15/1976 내한-이한연도 1920-1965

배우자 Boyer, Sarah Gladys Perkins 학력 웨스트민스터대학, 루이빌신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순회전도, 남문교회 사역, 애양원 관리, 대전고등성경학교 설립
활동지역 전주/무주/진안/장수/순천

활동영역 복음

Boyer, Kenneth Elmer (보계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3/1930(전주)~ 내한-이한연도 1957-1979

배우자  Boyer, Sylvia Elizabeth Haley 학력 데이비슨대학, 콜로비아신학교, P.S.C.E.

활동
내용

농촌선교사, 제주기독교센터
활동지역 대전/목포/광주/제주/대전 

활동영역 복음

Boyer, Sarah Gladys Perkin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6/1894~7/21/1968 내한-이한연도 1927-1965

배우자 Boyer, Elmer Timothy 학력 모델학교, 사범학교, 국립기술학교

활동
내용

교회 성경학교, 순회전도
활동지역 전주/순천

활동영역 교육

Boyer, Sylvia Elizabeth Haley (현은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4/1933~ 내한-이한연도 1959-1979

배우자 Boyer, Kenneth Elmer 학력 몬트리트대학, 버지니아대학교, P.S.C.E.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목포진료소, 전주병원, 제주진료소,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광주/목포/전주/대전/제주

활동영역 의료

Brand, Louis Christian (부란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1/1896~3/1/1938 내한-이한연도 1924-1938

배우자 Brand, Mary Alberta Dudley 학력 데이비슨대학, 조지워싱턴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군산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Borden, Soon Ok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1955~ 내한-이한연도 1975-1975

배우자 Borden, Jonathan Fairbanks 학력

활동
내용

연세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Bosworth, Janet Gail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4/19/1945~ 내한-이한연도 1978-1981

배우자 Bosworth, Nicholas B.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Bosworth, Nicholas B.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5/31/1933~ 내한-이한연도 1978-1981

배우자 Bosworth, Janet Gail 학력 켄트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미국연합장로회 해외협의회 프로그램 간사, 
서울 외국인학교 교목 및 종교교육과 상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Boyce, Flora McNeil (포보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30/1874~5/9/1952 내한-이한연도 1931-194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Boyer, Elizabeth Ann (보배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5/1931~ 내한-이한연도 1955-199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광주/전주/대전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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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Mary Alexander Hopp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2/1922~4/10/2018 내한-이한연도 1949-1973

배우자 Brown, George Thompson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사 자녀교육, 교회 여성교육, 영어교육
활동지역 광주/목포/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Brown, Mary 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0/1871~7/1/1907 내한-이한연도 1903-1906

배우자 학력 옥스포드대학교, 쿡컨츄리병원 간호학교

활동
내용

서울선교부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rown, Meliss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25/1957~ 내한-이한연도 1983-198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숭전대학교 (영문학)
활동지역

활동영역 교육

Browning, Marguerite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6-196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Brownlee, Ruby B. (황보석)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87~2/11/1961 내한-이한연도 1910-1917

배우자 학력 엡워스대학교

활동
내용

서울선교부에 보임, 정신여학교 교사 봉직, 
지방 순행하여 성경반 지도육성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Brand, Mary Alberta Dudle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9/1894~2/15/1973 내한-이한연도 1924-1938

배우자 Brand, Louis Christian 학력
비버리 매이노 아카데미, 메리볼드윈여대, 무디성경학원, 
템플턴대 비즈니스 스쿨

활동
내용

활동지역 군산/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Bridgeman, Albert Henr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16/1928~ 내한-이한연도 1967-1970

배우자 Bridgman, Ann Tansey 학력 데이비슨대학,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Brown, Fanny Hur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7~1945 내한-이한연도 1891-1895

배우자 Brown, Hugh M. 학력

활동
내용

의료선교
활동지역 부산

활동영역 의료

Brown, George Thompson (부명광)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30/1921~1/1/2014 내한-이한연도 1949-1973

배우자 Brown, Mary Alexander Hopper 학력 데이비슨대학, 프린스턴신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호남성경학원, 호남신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남장로교한국선교부(총무)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Brown, Hugh M.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867~1/6/1896 내한-이한연도 1891-1895

배우자 Brown, Fanny Hurd 학력 미시간대학교

활동
내용

평북 압록강 하류 의주까지 여행, 부산선교부 소속 의료선교
활동지역 부산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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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William Ford (부위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1876~12/17/1941 내한-이한연도 1899-1941

배우자 Bull, Elizabeth Augusta Alby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UTS

활동
내용

구암교회, 궁말교회, 군산교회, 군산 영명학교, 평양 장로회신학교
활동지역 군산/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Bundrant, Helen Deere (변혜린)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4/1937~1/16/2012 내한-이한연도 1966-1989

배우자 Bundrant, James Douglas 학력 에모리앤헨리대학, 에모리대학교 캔들러신학교

활동
내용

한국 기독 아카데미, 대전외국인학교, 
대전장로회신학교 영어회화 및 기독교교육 교사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Bundrant, James Douglas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13/1933~ 내한-이한연도 1966-1989

배우자 Bundrant, Helen Deere 학력 유니온신학교, 버지니아의과대학, 테네시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Bunker, Annie Ellers (방거부인)

성별 여 소속 NP/M 생몰연도 8/31/1860~8/8/1938 내한-이한연도 1886-1938

배우자 Bunker, Dalziel A. 학력 록퍼드대학교, 보스턴의과대학

활동
내용

광혜원 의료선교, 민비 전속시의, 정동여학교(정신여학교 전신)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Bunker, Dalziel A. (방거)

성별 남 소속 NP/M 생몰연도 8/10/1853~11/26/1932 내한-이한연도 1886-1926

배우자 Bunker, Annie Ellers 학력 유니언신학교 

활동
내용

육영공원 영어교수, 한국성교서회 창립위원, 배재학당 2대 학당장, 
YMCA 이사, 재한복음주의선교부연합공의회 초대 서기 겸 회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Bruen, Clara Hedber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40

배우자 Bruen, Henry Munro 학력

활동
내용

간호부양성소 설립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Bruen, Henry Munro (부해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26/1874~3/26/1959 내한-이한연도 1899-1940

배우자
Bruen, Martha Sccott(1902), 
Bruen, Clara Hedberg(1934) 

학력 라파예트대학, 프린스턴대학교, 유니언신학교

활동
내용

나환자선교위원, 경북지방 교회설립, 경상노회 7, 8회 노회장, 
대남학교 (교장), 대구남산교회(당회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

Bruen, Martha Sccott (부마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10/1875~10/20/1930 내한-이한연도 1902-1930

배우자 Bruen, Henry Munro 학력 블레어 장로교 아카데미

활동
내용

대구 신명여자중학교(초대 교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Buckland, Sadie Mepham (박세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4/1865~12/22/1936 내한-이한연도 1907-1936

배우자 학력 풀턴시노디컬대학, 마운트홀리요크신학교

활동
내용

군산 멜보딘여학교(교장), 기전여학교
활동지역 군산/전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Bull, Elizabeth Augusta Alb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6/1869~5/11/1957 내한-이한연도 1899-1941

배우자 Bull, William Ford 학력 아우구스타여자신학교,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멜볼딘여학교(교장)
활동지역 목포/군산

활동영역 복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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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Ovid Ber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3/1920~7/4/1969 내한-이한연도 1949-1953

배우자 Bush, Florence Callahan 학력
매리언밀리터리인스티튜트, 조지아주립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Butman, Burton B. (부두만)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1912~ 내한-이한연도 1976-1981

배우자 Butman, Eleanor Janet 학력 버지니아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연세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Butman, Eleanor Jane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3/1917~ 내한-이한연도 1976-1981

배우자 Butman, Burton B. 학력 의과병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Butt, Emil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42 내한-이한연도 1930-193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 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Butts, Alice M. (부애을)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6/1880~3/24/1968 내한-이한연도 1907-1941

배우자 학력 그로브시티대학

활동
내용

여성사업, 평양 장로교병원 부설 간호원양성소 주임, 
평양여자신학교 교수 및 교장,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제 2대 회장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의료/교육

Burns, Larry J.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1/1928~7/26/2018 내한-이한연도 1971-1973

배우자 Burns, Royene Hay Shaw 학력 핀레이 공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엔지니어)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기술 

Burns, Royene Hay Shaw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21/1931~2/5/1987 내한-이한연도 1971-1973

배우자 Burns, Larry J.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기술지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기술 

Burpee, Ella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9-191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Burton, Suzanne Marion (박선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4/1935~ 내한-이한연도 1964-1975

배우자 Leonard Johnstone Abbott, Jr. 학력 메리빌대학교, P.S.C.E.

활동
내용

광주 기독교교육 교수, 장로교신학대학(기독교교육)
활동지역 서울/대전/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 교육

Bush, Florence Callaha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8/1920~ 내한-이한연도 1949-1953

배우자 Bush, Ovid Bern 학력 버지니아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약국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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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Helen Clark O’Brie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1/1925~ 내한-이한연도 1959-1963

배우자 Cameron, Joseph Price 학력 찰스톤대학, 콜롬비아신학교,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영문과)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Cameron, Joseph Price (감요섭)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29/1922~1/27/2013 내한-이한연도 1959-1963

배우자 Cameron, Helen Clark O’Brien 학력
더시타델군사학교, 버지니아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수학),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Campbell, Archibald (김부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28/1890~1/17/1977 내한-이한연도 1916-1959

배우자 Campbell, Helen Maxwell Ott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교육학 석사)

활동
내용

강계 양실중학교 교장, 대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초대교장, 
대구 계명기독대학 초대 학장

활동지역 강계/대구

활동영역 교육/행정

Campbell, Edward L. (김무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6/1887~미상 내한-이한연도 1914-1933

배우자 Campbell, Elizabeth Ellen 학력 워싱턴대학교(수료)

활동
내용

남자성경학교, 선교부 행정, 건축사역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

Campbell, Elizabeth Ell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880~미상 내한-이한연도 1913-

배우자 Campbell, Edward L. 학력 시애틀성경훈련학교, 디아코네병원

활동
내용

병원 간호사역, 여성사역
활동지역 서울/선천 

활동영역 의료/교육

Byram, Bertha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14/1888~2/2/1964 내한-이한연도 1921-1941

배우자 Byeam, Roy M. 학력 옥시덴탈대학, 텍사스주립의과대학

활동
내용

강계 계례지병원 
활동지역 강계/만주

활동영역 의료

Byram, Roy M. (배의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6/1893~10/3/1974 내한-이한연도 1921-1941

배우자 Byram, Bertha S. 학력 옥시덴탈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갈베스톤대학교 

활동
내용

강계 계례지병원, 만주 하르빈 병원 개설 
활동지역 강계/만주

활동영역 의료/복음

A

Callahan, Elizabeth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7-197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Cameron, Christin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31/1871~4/12/1945 내한-이한연도 1905-1908

배우자 학력 간호훈련학교

활동
내용

대구 동산기독병원 간호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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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ffin, Victor D. (채피득)

성별 남 소속 M/NP 생몰연도 8/11/1881~6/5/1916 내한-이한연도 1913-1916

배우자 Chaffin, Anna Bair 학력

활동
내용

1914 미감리회에서 북장로회로 바꾸어 새문안교회 동사목사로 시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Chamness, Helen Magaret Mitch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1/1893~8/1/1952 내한-이한연도 1925-1950

배우자 Chamness, O. Vaughan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아동교육, 베이비클리닉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Chamness, O. Vaughan (차미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6/1898~1/11/1987 내한-이한연도 1925-1949

배우자
Chamness, Helen Magaret(1922), 
Lloyd P. Henderson(Helen Elizabeth)(1953)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 나병원환자들의 자활사업으로 농지조성, 
목축업 (1962년 3년 간 레바논 선교사로 파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자활사업

Chang, Wilson (장일선)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7/22/1937~ 내한-이한연도 197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Chase, Maria Loise (최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16/1869~4/21/1938 내한-이한연도 1896-1911

배우자 학력 시카고성경학원

활동
내용

어빈부인과 부산지방 교회 순회, 대구 여성전도사업, 
평북 여성전도사업

활동지역 부산/대구/선천

활동영역 교육/복음

Campbell, Helen Maxwell Ott (안혜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8/1888~1/26/1972 내한-이한연도 1916-1959

배우자 Campbell, Archibald 학력 필라델피아노말학교, 경북대학교(명예박사)

활동
내용

강계 여자학교, 대구 계명기독대학교, 경북대학교
활동지역 강계/대구

활동영역 교육

Campbell, Lucil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25/1870~미상 내한-이한연도 1909-1913

배우자 학력 쉬난고밸리병원간호사훈련과정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의료

Campbell, Shirley An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6/1945~ 내한-이한연도 1971-1972

배우자 학력 텍사스대학교, 텍사스기독대학교, 텍사스북부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 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Carson, Elizabet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4-190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Chaffin, Anna Bair (채부인)

성별 여 소속 M/NP 생몰연도 9/26/1883~1977 내한-이한연도 1913-1962

배우자 Chaffin, Victor D. 학력 존플레쳐대학,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감리교여자성경학원 교수, 여자성경학원장, 협성여자신학교로 확장(초대교장), 
협성여자신학교와 협성신학교가 감리신학교로 발전(부교장), 만주 성서학원 설립, 
만주선교연회 교역자양성사업, 이화여대 교수, 감리교신학교 명예교수

활동지역 서울/만주/수원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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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Gail Coop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1936~5/19/2019 내한-이한연도 1967-1988

배우자 Chu, David BaoShan 학력 감리교병원, 핸터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간호사),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Clark, Ada Christine Hemilton (한예정)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1879~11/20/1922 내한-이한연도 1907-1922

배우자 Clark, William Monroe 학력 캔터키 비스토우공과대학

활동
내용

여성 아동사역, 여학교 지원, 선교부 언어위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Clark, Allen Degray (곽안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6/1908(서울)~1990 내한-이한연도 1933-1973

배우자 Clark, Eugenia Roberts  학력 미네소타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만주 흥경선교부, 청주 선교부 농촌지역 선교, 장로회신학대학 강의, 
피어선성경학교 교장,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 
1953년 재내한하여 선교 프로그램과 한국교회 협력 

활동지역 만주/청주/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Clark, Bess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5-193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Clark, Charles Allen (곽안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14/1878~ 5/26/1961 내한-이한연도 1902-1941

배우자 Clark, Mabel Craft 학력
맥코믹신학교, 매칼레스터대학(신학박사), 
시카고대학교(문학박사, 철학박사)

활동
내용

곤당골교회(승동교회 전신) 설립,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신학지남> 책임 편집, 조선예장 총회 <표준성경주석>발행책임자

활동지역 서울/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Cherry, A. V.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6/24/1912~ 내한-이한연도 1958-1968

배우자 학력 벨로이트대학,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장로교병원 의료 보조, 도시 교회사역, 여성 선교사 상담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Cherry, Althea V.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8-196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Chisholm, Bertha Cowell

성별 여 소속 NP/OP 생몰연도 6/8/1898~6/30/1990 내한-이한연도 1923-1955

배우자 Chrisholm, William H. 학력 템플대학교

활동
내용

선천 미도영원 원장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교육

Chrisholm, William H. (최의손)

성별 남 소속 NP/OP 생몰연도 2/1/1894~9/17/1977 내한-이한연도 1923-1955

배우자 Chisholm, Bertha Cowell 학력 캘리포니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병원 진료 및 복음전파
활동지역 선천/부산

활동영역 의료/복음

Chu, David BaoShan (주보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27/1923~9/30/2015 내한-이한연도 1967-1988

배우자 Chu, Gail Cooper 학력 상하이대학교, 비욜라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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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William Monroe (강운림)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5/1881~8/25/1965 내한-이한연도 1907-1952

배우자
Clark, Ada Christine Hemilton(1907), 
Clark, Mary Lyon Lowrie(1928)      

학력 남서장로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베를린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 신흥학교 교장, 전북노회 부회장, 대한기독교서회, 숭실대, 
평양신학교〮서울외국인학교 이사(이사장) 

활동지역 전주/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Clawson, Dorothy 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14/190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9-1955

배우자 학력 코네티컷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간호사교육, 간호학교 교장 고문
활동지역 부산/대구

활동영역 교육/의료

Cleland, Fanny F.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8~3/11/1918 내한-이한연도 1916-191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주일학교 운동 지원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Cochrane, Louella Carvel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2/1904~10/21/2001 내한-이한연도 1963-1967

배우자
CoChrane, Edward Grier, 
Stowell, Lyman Charles 

학력
마이애미대학교, 루이빌신학교, ATS, 
버지니아여자주립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Codington, Herbert Augustus (고허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7/1920~7/19/2003 내한-이한연도 1947-1974

배우자
Codington, Mary Littlepage 
Lancaster

학력
데이비슨대학, 코넬의과대학, 미국국군병원, UTS, 
예일어학원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 광주 기독병원 의료사역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

Clark, Eugenia Robert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11/1908~11/24/1996 내한-이한연도 1933-1973

배우자 Clark, Allen Degray 학력 윌슨대학, 비블리컬신학교, 무디성경학원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만주/청주/서울

활동영역 교육

Clark, Katherine E. (곽가전)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19/1919(서울)~ 내한-이한연도 1947-1968

배우자 학력 성바울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경안노회 내 교회에 의류구제품 배급 책임, 대구 계명대학 설립 참여, 
계명기독학원 초대이사

활동지역 안동/대구

활동영역 교육

Clark, Kathleen M. (곽가순)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4/26/1938~ 내한-이한연도 1962-1964

배우자 학력 휘트워스대학

활동
내용

비서업무
활동지역 서울/대구

활동영역 행정

Clark, Mabel Craf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8/1876~11/17/1946 내한-이한연도 1902-1941

배우자 Clark, Charles Allen 학력

활동
내용

여성사역
활동지역 서울/평양

활동영역 여성

Clark, Mary Lyon Lowr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7/1888~1973 내한-이한연도 1928-1941

배우자 Clark, William Monroe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중국인 전도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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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urn, Dwight P.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8/9/1901~미상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Colburn, Priscilla Dolloff 학력 예일대학교, 하버드경영학교

활동
내용

대구 장로교 병원 행정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행정

Colburn, Priscilla Dolloff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14/1906~미상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Colburn, Dwight P. 학력 래드클리프대학교, 하버드대학원

활동
내용

교육활동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Colton, Susanne Avery (공정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0/1878~12/20/1972 내한-이한연도 1911-1943

배우자 학력 퀸즈대학교 

활동
내용

기전여학교(교장)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Cook, Maude Hemphi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3/1879~6/8/1971 내한-이한연도 1908-1951

배우자 Cook, Welling Thomas 학력 반렌살라어신학교, 피어스학교

활동
내용

여성복음전도, 주일학교사역, 여성교육
활동지역 청주/안동/선천/재령

활동영역 교육

Cook, Welling Thomas (국유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6/1881~1/15/1952 내한-이한연도 1908-1951

배우자 Cook, Maude Hemphill 학력 라파예트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청주/안동/선천/재령

활동영역 복음

Codington, Mary Littlepage Lancaster (고베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7/1922~3/12/2003 내한-이한연도 1947-1974

배우자 Codington, Herbert Augustus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콜룸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 광주기독병원, 광주 수피아여학교,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

Coen, Mary Loren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9/1895~1/31/1989 내한-이한연도 1918-1948

배우자 Coen, Roscoe C. 학력 밀리킨대학교

활동
내용

연희전문학교 음악강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Coen, Roscoe C. (고언)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22/1888~7/6/1986 내한-이한연도 1918-1948

배우자 Coen, Mary Lorena 학력 밀리킨대학교, 맥코믹신학교,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경기중앙시찰구역 목사, 미북장로회 선교역사편찬위원, 
연희전문학교 강사, 조선예수교서회 실행위원, 
영락교회 맹인선교사업 지원, 조선기독교연합회 선교부 대표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행정

Coit, Ceceil McCraw Wood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8/1881~12/12/1977 내한-이한연도 1908-1932

배우자 Coit, Robert Thornwell 학력 미시시피대학교 

활동
내용

순회전도 매산여학교(영어), 선교사자녀교육, 순천읍교회(성가대 지휘)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복음/교육

Coit, Robert Thornwell (고라복)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21/1878~5/12/1932 내한-이한연도 1909-1932

배우자 Coit, Ceceil McCraw Woods 학력 데이비슨대학, 루이빌신학교,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순천매산학교(교장)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복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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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er, Junita Nan (고영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1/1929~ 내한-이한연도 1961-1970

배우자 학력 올트맨병원대학,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간호사)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의료

Craig, Ane Marie Amundson (안미량)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30~ 내한-이한연도 1960-1981

배우자 Craig, Topple Stanley 학력 오슬로대학교

활동
내용

순천 애양원(피부과, 안과)
활동지역 서울/순천

활동영역 의료

Craig, Topple Stanley (도성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23/1932~ 내한-이한연도 1959-1981

배우자 Craig, Ane Marie Amundson 학력 데이비슨대학, 에모리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정형외과), 순천 애양원 병원
활동지역 서울/순천 

활동영역 의료

Crane, Florence Hedlest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3/1887~11/27/1973 내한-이한연도 1913-1956

배우자 Crane, John Curtis 학력 미시시피대학교

활동
내용

매산여학교(미술), 평양외국인학교, 평양여자신학교
활동지역 순천/평양/서울

활동영역 교육

Crane, Janet (구자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3/1885~11/11/1979 내한-이한연도 1919-1954

배우자 학력 바울대학

활동
내용

기전여학교(음악, 교장), 순천성경학교, 매산여학교(교장), 
순천여성경학원, 전도사역, 찬송보급 기전여학교(음악, 교장), 
순천성경학교, 매산여학교(교장), 순천여성경학원, 전도사역, 찬송보급 

활동지역 전주/순천 

활동영역 교육

Cookey, Esther R. (구애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1946~ 내한-이한연도 1974-197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간호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Cope, Martha Hadden (고마르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2/1917~8/21/1996 내한-이한연도 1978-1984

배우자 Cope, James Daniel 학력 오스틴대학, 텍사스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행정 지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Coutts, F. J.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7-192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Covington, Hallie (고빙돈)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4/1887~9/25/1973 내한-이한연도 1917-1941

배우자 학력 콜롬비아여자대학, 성경교사훈련학교

활동
내용

여성 중심의 복음전도사업
활동지역 안동/선천/재령

활동영역 복음

Cowan, Kathleen (고가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3-196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복음전도, 여성사역, 주일학교 사역, 음악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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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ford, Jean Lee (구진이)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2/1957~ 내한-이한연도 1977-1978

배우자 David Suhs 학력 몬트리트앤더슨대학, 킹대학, 뇌샤텔대학, P.S.C.E., USC

활동
내용

기전여학교(영어), 대전외국인학교, 전주대학교(프랑스어) 
활동지역 전주/대전 

활동영역 교육

Creasman, Brenda Hunt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0/1948~ 내한-이한연도 1973-1976

배우자 Creasman, Mark Eugene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간호사), 한일장신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교육

Creasman, Mark Eugene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5/1948~ 내한-이한연도 1973-1976

배우자 Creasman, Brenda Hunter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약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Creswell, Mary Louis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6/1919~ 내한-이한연도 1952-1954

배우자 학력 샌디에고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Crim, Evelyn Arley Richie (김애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6/1927~ 내한-이한연도 1952-1966

배우자 Crim, Keith Renn 학력 브리지워터대학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순천/대전 

활동영역 교육

Crane, John Curtis (구례인)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5/1888~7/17/1964 내한-이한연도 1913-1956

배우자 Crane, Florence Hedleston 학력
미시시피대학교, 사우스이스턴장로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유니온신학교, UTS,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매산남학교(교장), 평양신학교, 순천고등성경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활동지역 순천/평양/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Crane, Katherine Whitehead Rowlan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2/1896~11/8/1997 내한-이한연도 1916-1919

배우자
Crane, Paul Sackett(1915), 
Crane, William Earl (1922)

학력

활동
내용

전도사역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 

Crane, Paul Sackett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6/1889~3/26/1919 내한-이한연도 1916-1919

배우자
Crane, Katherine Whitehead 
Rowland

학력 남서장로대학교, UTS

활동
내용

전도사역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 

Crane, Paul Shields (구바울)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1919~6/12/2005 내한-이한연도 1947-1969

배우자
Crane, Sophie Earle 
Montgomery

학력 평양외국인학교, 데이비슨대학, 존스홉킨스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순천 애양원(의사)
활동지역 순천/전주 

활동영역 의료

Crane, Sophie Earle Montgomer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29/1918~4/30/2013 내한-이한연도 1947-1969

배우자 Crane, Paul Shields 학력
상하이미국인학교, 평양외국인학교, 쿨링미국인학교, 
아그네스스콧대학, 존스홉킨스병원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순천 애양원(간호사)
활동지역 순천/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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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 Annie Shannon Preston (변애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21/1907~12/8/2003 내한-이한연도 1934-1966

배우자 Cumming, Daniel James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병원(회계), 정명여학교,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교육

Cumming, Bruce Alexander (김아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22/1899~1/6/1988 내한-이한연도 1925-1958

배우자
Cumming, Laura Virginia Wright 
Kerr

학력 웨슬리언대학, 프린스턴신학교, UTS

활동
내용

영흥학교(교장), 광주성경학교, 장로회신학교
활동지역 목포/광주/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Cumming, Daniel James (김야곱/김아각)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7/1892~1/8/1971 내한-이한연도 1918-1966

배우자
Cumming, Annie Shannon 
Preston

학력 켄터키 웨일리언대학, 루이빌신학교,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영흥학교(교장), 광주 숭일고등학교, 수피아여학교(교장), 
목포프렌치병원, 목포고등성경학교(교장), 목포성서신학원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Cumming, Laura Virginia Wright Kerr (김에스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2/1899~5/23/1994 내한-이한연도 1927-1965

배우자 Cumming, Bruce Alexander 학력 괴테대학, 유니온기념병원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병원, 광주기독병원 베이비클리닉
활동지역 목포/광주/서울/일본

활동영역 의료

Cumming, Sarah Stoke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2/1942~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존스홉킨스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교사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Crim, Keith Renn (김기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30/1924~7/2/2000 내한-이한연도 1952-1966

배우자 Crim, Evelyn Arley Richie 학력 포덤대학교, 브리지워터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교장), 장로회신학대학교(구약학)
활동지역 순천/대전/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Critchell, Peter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5/31/1955~ 내한-이한연도 1977-1982

배우자 Peterson, Miriam Louise 학력

활동
내용

연세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Crockett, Katherine Scot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6/1947~ 내한-이한연도 1969-1970

배우자 Harrison, David George 학력 랜돌프맥콘대학, 오레곤대학교, 테네시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프랑스어, 역사),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Crothers, Ellen M.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9/1884~7/31/1966 내한-이한연도 1911-1950

배우자 Crothers, John Young 학력 페루노말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주일학교 사역, 성경학교, 여성사역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

Crothers, John Young (권찬영)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1881~3/7/1970 내한-이한연도 1909-1950

배우자 Crothers, Ella M. 학력 콜로라도대학교, 오마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성경학교, 경안노회 노회장, 부회장, 회계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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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Thomas Henry (단의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16/1879~1/29/1964 내한-이한연도 1904-1917

배우자 Daniel, Sarah Brice Dunnington 학력 버지니아대학

활동
내용

군산 구암예수병원, 전주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
활동지역 군산/전주/서울

활동영역 의료

Davie, Minnie C. (도희민)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4/1904~10/20/1975 내한-이한연도 1932-1970

배우자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휘트워스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시청각순회전도단 경안노회 지방 전도, 청주여자성경학교, 세광학교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교육

Davis, Grace L.

성별 여 소속 NP/CP 생몰연도 2/2/1888~미상 내한-이한연도 1909-1941

배우자 Ross, A. Russell 학력 페어마운트대학

활동
내용

조선인 가옥 호별전도, 1916년 캐나다 장로교로 이적
활동지역 청주/간도

활동영역 복음

Davis, Martha Venebl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4/1879~9/2/1985 내한-이한연도 1914-192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Dawson, John Hamilton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6/26/1926~2/6/2007 내한-이한연도 1963-1966

배우자
Dawson, Mary Ann Hansen(1950),  Dawson, 
Colleen Brangwin, Dawson, Lori LeVigne(2005)

학력 브라운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대구병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Cummings, Robert 

성별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9-197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Daniel, Eugene Lewis (단이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4/1910~4/25/1995 내한-이한연도 1948-1964

배우자 Daniel, Nancy Ward Hayter 학력 버지니아공과대학, 콜롬비아신학교, 킹대학

활동
내용

전도사역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Daniel, Nancy Ward Hayt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5/1922~8/23/1988 내한-이한연도 1948-1964

배우자 Daniel, Eugene Lewis 학력 윌리암앤메리대학교, 킹대학, 버지니아대학교, ATS

활동
내용

전도사역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Daniel, Sarah Brice Dunningt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27/1879~5/3/1969 내한-이한연도 1904-1917

배우자 Daniel, Thomas Henry 학력 홀린스학교 

활동
내용

의료 사역
활동지역 군산/전주/서울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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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ass, Miriam Milliren (하미리암)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9/1900~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5

배우자 학력 버지니아자매대학, 조지아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행정담당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행정 

Delmarter, Jean (전마대)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30/1894~3/26/1982 내한-이한연도 1920-1959

배우자 학력 로스앤젤레스주립노말학교, 옥시덴탈대학

활동
내용

복음전도, 성경수업, 피어슨기념성경학원, 여성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Dietrick, Bessie Valeria Brothers (이경자)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31/1927~ 내한-이한연도 1958-1987

배우자 Dietrick, Ronald Burton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Dietrick, Ronald Burton (이철원)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18/1927~1/30/2015 내한-이한연도 1958-1985

배우자 Dietrick, Bessie Valeria Brothers 학력
데이비슨대학, 펜실베니아대학, 장로기독대학
버지니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Dodge, Rebecca Elizabe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16/1963~ 내한-이한연도 1986-198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간호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Dawson, Mary Ann Hanse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2/9/1927~ 내한-이한연도 1963-1966

배우자 Dawson, John Hamilton 학력 아이오와루터란병원 간호학교

활동
내용

대구병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DeCamp, Alice Gile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7/1872~1/9/1931 내한-이한연도 1910-1927

배우자 DeCamp, Allen Ford 학력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환대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DeCamp, Allen Ford (태감부)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9/1848~12/27/1928 내한-이한연도 1910-1927

배우자 DeCamp, Alice Giles 학력 윌리암대학, 오번신학교

활동
내용

유니온교회 담당, 한국선교현장 편집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DeCamp, E. Otto (감의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9/1911~12/1//2001 내한-이한연도 1937-1976

배우자 DeCamp, Elizabeth B. 학력 위튼대학, 프린스턴신학교,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방송선교, KBS 시청각 사업, NCC 방송국 설치, 연세대 이사, 
NCC 매스콤위원회 위원장, 기독교서회 실행위원 및 편집위원, 
CBS 설립자

활동지역 청주/서울

활동영역 방송선교/복음/교육

DeCamp, Elizabeth B. (임혜인)

성별 여 소속 SP/NP 생몰연도 12/3/1908~미상 내한-이한연도 1940-1976

배우자 DeCamp, E. Otto 학력 메리발드윈대학, 간호군사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교회방문, 해방교회 성도
활동지역 군산/청주/서울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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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ss, Anna S. (도신녀)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5/1876~9/1/1956 내한-이한연도 1908-1940

배우자 학력 콜롬비아대학교 여름학교, 유니온선교훈련원

활동
내용

지역전도, 여성사역, 룰루웰즈학교 교장
활동지역 청주/부산/평양/밀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Dorty, Louise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7-193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Doty, Susan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1~11/3/1931 내한-이한연도 1890-1931

배우자 Miller, Frederick S. 학력

활동
내용

정동여학당 3대 교장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교육

Drew, Alessandro Damer (유대모)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6/1859~12/11/1926 내한-이한연도 1893-1904

배우자 Drew, Lucy Exall Law 학력
장로교육대학, 햄든시드니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군산 구암예수병원 
활동지역 서울/군산 

활동영역 의료

Drew, Lucy Exall Law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2/1866~12/18/1932 내한-이한연도 1893-1904

배우자 Drew, Alessandro Damer 학력 로녹여자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서울/군산 

활동영역 복음

Dodson, Harriet Octavia Knox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3/1886~5/9/1924 내한-이한연도 1921-1924

배우자 Dodson, Samuel Kendrick 학력  

활동
내용

여성사역, 전도
활동지역 순천/광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Dodson, Mary Lusy (도마리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7/1881~12/28/1973 내한-이한연도 1911-1951

배우자 학력 텍사스대학교, 다니엘 성서대학,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전도사역, 광주숭일고등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Dodson, Samuel Kendrick (도대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2/1884~5/20/1977 내한-이한연도 1911-1928

배우자
Dodson,  Harriet Octavia Knox(1922), 
Dodson, Violet Blythe Knox(1926)

학력 오스틴신학교, 리치몬드대학교, UTS

활동
내용

전도사역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Dodson, Violet Blythe Knox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7/1886~1/28/1950 내한-이한연도 1927-1928

배우자 Dodson, Samuel Kendrick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데이비슨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Donaldson, Eugene Robert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6/1947~ 내한-이한연도 1984-198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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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ham, Helen Ruth Keeble (노혜련)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14/1935~ 내한-이한연도 1960-1985

배우자 Durham, Clarence Gunn 학력 피바디사범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광주/순천 

활동영역 행정 

Earl, Eunice Virginia Fish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8/1874~11/6/1942 내한-이한연도 1907-1912

배우자 Earle, Alexander Miller 학력 페어팩스홀 

활동
내용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Earle, Alexander Miller (어아력)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0/1873~6/5/1941 내한-이한연도 1904-1912

배우자 Earl, Eunice Virginia Fisher 학력 UTS

활동
내용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Edgerton, Faye E. (예가전)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6/1889~3/4/1968 내한-이한연도 1918-1923

배우자 학력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청주/선천

활동영역 복음

Dudly, David Michael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6/1954~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Dudly, Katheryn Gilbert Mitchell 학력
조지아대학교, 미시시피주립대학교, 사우스이스턴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영어회화 강사, 호남신학교 영어 강사, 
중고생들을 위한 영어성경공부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Dudly, Katheryn Gilbert Mitchel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8/1955~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Dudly, David Michael 학력 에르스킨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영어회화 강사, 중고생들을 위한 영어성경공부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Dudson, Sara Miriam (선미령)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3/1931~ 내한-이한연도 1955-1973

배우자 학력 버지니아주립대학, 무디성경학교, ATS,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지원, 대전신학교 및 숭실대학교 교사,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서울/대전/순천 

활동영역 교육/행정 

Dupuy, Lavalette (두애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8/1883~6/2/1964 내한-이한연도 1911-1948

배우자 학력 원드롭대학

활동
내용

순천 여학교 설립, 군산 멜본딘여학교(초대교장), 복음전도
활동지역 순천/군산 

활동영역 복음/교육

Durham, Clarence Gunn (노우암)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27/1932~ 내한-이한연도 1960-1985

배우자 Durham, Helen Ruth Keeble 학력
아우구스타 대학, 에모리대학교대학, 콜롬비아신학교,  
뉴대학(NewCollege), 연세한국어어학원 

활동
내용

여수애양재활병원(행정국장)
활동지역 서울/광주/순천 

활동영역 복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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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linger, Kurt (이광원)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3/31/1980~ 내한-이한연도 2013-현재

배우자 Lee, Hyeyoung 학력 오스틴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한신대학교(교환학생)

활동
내용

2013-2017 YAV 코디네이터, 2014-현재 NCCK 화해통일 위원회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행정

Esteb, Kathlyn M. (예사탑)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9/1880~9/6/1960 내한-이한연도 1915-1940

배우자 학력 마즈베리병원간호학교, 시카고성경학교

활동
내용

던컨 기념 선교사 병원 간호사, 순회진료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의료/복음

Eversole, Enda Earle Prat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2/1876~12/28/1955 내한-이한연도 1954-1955

배우자 Eversole, Finley Monwell 학력 스톤웰잭슨대학 

활동
내용

성경학교 
활동지역 청주/서울 

활동영역 교육

Eversole, Finley Monwell (여부솔)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8/1879~10/1/1967 내한-이한연도 1912-1930

배우자 Eversole, Enda Earle Pratt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UTS, 킹대학 

활동
내용

전주남학교 교장, 전주신흥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A

Ellers, Annie J.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30/1860~10/8/1938 내한-이한연도 1886-1936

배우자 학력 락포드대학, 보스턴의과대학

활동
내용

정동여학당설립, 제중원 부인과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Engel, Muriel An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6/1943~ 내한-이한연도 1967-1970

배우자 학력 벨하우벤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Erdman, Julia Win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3/1885~3/27/1961 내한-이한연도 1907-1931

배우자 Erdman, Walter C. 학력 낙스대학교

활동
내용

성경교육, 여성교육
활동지역 대구/평양

활동영역 교육

Erdman, Walter C. (어도만)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8/1877~5/17/1948 내한-이한연도 1906-1931

배우자 Erdman, Julia Winn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교회개척, 9대, 10대 경상노회장, 평양 장로회신학교 성서학 교수
활동지역 대구/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Essick, Blanch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83~6/24/1955 내한-이한연도 1908-1948

배우자 Winn, George H. 학력

활동
내용

전도, 계몽사업
활동지역 대구/부산/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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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tcher, Jessie Rodger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9/1884~8/31/1971 내한-이한연도 1912-1952

배우자 Fletcher, Archibald G. 학력 기독사역자훈련학교

활동
내용

아기복지클리닉, 나병환자돌봄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교육

Flower, Elizabeth An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0/1940~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학력 스텐포드대학, 올드도미니언, 버지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광주 

활동영역 교육

Folta, John Wesley (보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4/1929~12/20/2016 내한-이한연도 1955-1991

배우자 Folta, Ruth Clauss Humes 학력
우스터대학, 프린스턴신학교, P.S.C.E., UTS,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광주/전주/제주

활동영역 복음

Folta, Ruth Clauss Humes (보유덕)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3/1929~ 내한-이한연도 1955-1991

배우자 Folta, John Wesley 학력 메리빌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뉴욕성서신학교 

활동
내용

간호사
활동지역 광주/전주 

활동영역 교육/의료

Fontain, Lena Royster (반리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1888~2/8/1981 내한-이한연도 1923-1959

배우자 학력 스톤웰잭슨대학 

활동
내용

멜본딘여학교 
활동지역 전주/군산 

활동영역 교육

Faucette, Ann (박애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2/1927~ 내한-이한연도 1954-1956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P.S.C.E.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Few, Carrie Lent (부성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1889~10/22/1938 내한-이한연도 1915-1919

배우자 학력 고든학교

활동
내용

여성 대상 지방 순회전도, 사경회 인도
활동지역 강계

활동영역 복음

Field, H. E. (필부인)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Fletcher, Archibald G. (별이추)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16/1882~6/7/1970 내한-이한연도 1909-1956

배우자 Fletcher, Jessie Rodgers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의과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활동
내용

동산기독병원 원장, 대구나병원 설립, 
교남기독청년회(대구YMCA 전신) 발기위원, 세브란스병원 이사, 
조선기독교서회 이사, 기독교세계봉사회 피난민 구호사업 관장 

활동지역 원주/안동/대구/서울

활동영역 의료/복음/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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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se, Clarence Dunca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31/1942~5/22/2018 내한-이한연도 1965-1966

배우자 학력 스테슨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그레고리병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Frei, Alice Winifred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25/1909~미상 내한-이한연도 1960-1962

배우자 Frei, Earnest J. 학력 햄린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Frei, Earnest J.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6/4/1897~11/29/1984 내한-이한연도 1960-1962

배우자 Frei, Alice Winifred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재정담당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Frist, John Chester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22/1941~ 내한-이한연도 1974-1975

배우자 Frist, Mary Corrine Brothers 학력 사우스이스턴대학, 밴더빌트대학교, 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애양원, 광주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순천/광주/전주

활동영역 의료

Frist, Mary Corrine Brother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2/1941~ 내한-이한연도 1974-1975

배우자 Frist, John Chester 학력 비욜라대학교, 피바디대학 

활동
내용

순천매산학교 교사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Foreman, Kenneth J. (부성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28/1921~4/15/2015 내한-이한연도 1954-1965

배우자 Foreman, Mary Frances Ogden 학력 유니온신학교,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Foreman, Mary Frances Ogd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9/1920~9/26/2014 내한-이한연도 1954-1965

배우자 Foreman, Kenneth J. 학력 테네시대학교, P.S.C.E.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Forsyth, Hel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1-1915

배우자 Gray, W.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Forsythe, Jean Miller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3/1878~미상 내한-이한연도 1910-191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

Forsythe, Wiley Hamilton (보의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25/1873~5/9/1918 내한-이한연도 1904-1912

배우자 학력 웨스트민스터대학, 루이빌신학교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내과), 목포진료소
활동지역 전주/목포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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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so, Abigai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1914(서울)~8/31/2010 내한-이한연도 1937-1940

배우자 Robert Kinny 학력

활동
내용

외국인학교 교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Genso, Barbar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7-1938

배우자 B. G. Gisla 학력

활동
내용

외국인학교 교사, 의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의료

Genso, Carrie Mable Rittger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5/1882~6/27/1957 내한-이한연도 1908-1956

배우자 Genso, John F. 학력 하이랜드파크노멀대학, 무디성경대학

활동
내용

여성사역, 영아건강클리닉, 성경수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Genso, John F. (김소)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8/1984~7/15/1950 내한-이한연도 1908-1950

배우자 Genso, Carrie Mable Rittgers 학력 새들러경영대학

활동
내용

선교부 회계, 성경수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교육

Geotte, Emily Townsend Smi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21/1930~ 내한-이한연도 1960-1987

배우자 Geotte, Robert Louis 학력 플로리다주립대학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영어회화)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Gale, Ada Louise Sal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5/1875~1/25/1953 내한-이한연도 1910-1928

배우자 Gale, James Scarth 학력

활동
내용

번역작업보조, 음악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Gale, James Scarth (기일)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9/1863~1/31/1937 내한-이한연도 1888-1937

배우자
Heron, Harriet Elizabeth Gibson(1892),
Gale, Ada Louise Sale(1910)

학력 토론토대학, 하워드대학(명예신학박사) 

활동
내용

YMCA 선교사로 내한 후 1891 북장로교로 이적, 성서공회 전임번역위원, 
한국성교서회 창립위원, 연동교회 선교사, 연동여학교, 예수교중학교 설립,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위원 및 초대 회장,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장, 평양신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원산

활동영역 복음/문서/교육

Gardner, Sara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889-1889

배우자 Gardner, William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Gardner, William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889-1889

배우자 Gardner, Sarah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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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s, Harriet W.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0/1890~7/22/1958 내한-이한연도 1913-1919

배우자 Gillis, Ansel W. 학력 노스필드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Gilmer, Kathryn Newma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12/1897~3/27/1926 내한-이한연도 1922-1926

배우자 Gilmer, William Painter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교육

Gilmer, William Painter (길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6/1890~7/4/1978 내한-이한연도 1922-1927

배우자 Gilmer, Kathryn Newman 학력 햄든 시드니대학, 버지니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 병원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

Gilmore, George W. (길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857~1933 내한-이한연도 1886-1889

배우자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유니언신학교

활동
내용

육영공원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Gittins, Anna (김부인)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Geotte, Robert Louis (계의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2/1929~ 내한-이한연도 1960-1987

배우자 Geotte, Emily Townsend Smith 학력 플로리다대학교(유기화학 박사), P.S.C.E.

활동
내용

숭전 대학교(화학과), 74 엑스플로 국제 보조 디렉터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Gibson, Nelli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Gifford, Daniel L. (기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9/1861~4/16/1900 내한-이한연도 1888-1900

배우자 Gifford, Mary Eugenie Hayden 학력 암허스트대학,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새문안교회 목회, 언더우드학당(구세학당)에서 교육, 육영공원 교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Gifford, Mary Eugenie Hayd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23/1857~5/5/1900 내한-이한연도 1888-1900

배우자 Gifford, Daniel L.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번역작업, 여성사역, 정신여학당 학장, 찬송가집출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문서

Gillis, Ansel W.  (길리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7/1888~ 내한-이한연도 1913-1919

배우자 Gillis, Harriet W. 학력 예일대학, 아이오와주립농림대학

활동
내용

산업, 농업사역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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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 Willie Berince (구리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5/1888~9/25/1986 내한-이한연도 1919-1961

배우자 학력 워싱턴대학, 워싱턴신학교 

활동
내용

교육활동
활동지역 군산/전주/목포  

활동영역 교육

Greenfield, M. Willis (권필두)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4/1881~11/9/1917 내한-이한연도 1907-1916

배우자
Greenfield, Maud Saxe, Mills, 
Anna Rae(1916)

학력 시라커스대학교, 오번신학교

활동
내용

경신학교교장, 숭신예배처소 마련(명륜중앙교회), 남율교회 설립, 
대전교회설립 기여, 경산읍교회 설립

활동지역 서울/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

Greenfield, Maud Sax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7/1874~1/29/1910 내한-이한연도 1907-1910

배우자 Greenfield, M. Willis 학력

활동
내용

정신여학교 6대 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Greer, Anna Lou (기안나)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12/1883~2/19/1973 내한-이한연도 1912-1935

배우자 학력 존스틸병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군산  

활동영역 의료

Grims, Etta Bell (계라임)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6/1887~3/15/1956 내한-이한연도 1919-1928

배우자 McFarland, Edwin F. 학력 오레곤농업대학

활동
내용

교육활동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Gordon, Clar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2-192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Gould, Robert Simpson (구로법)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2/1934~ 내한-이한연도 1956-1959

배우자 Gould, May Scott 학력 조지아공과대학, 콜롬비아신학교, 오스장로신학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체육)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Graham, Ellen Ibernia (엄언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27/1869~9/17/1930 내한-이한연도 1907-193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수피아 여학교,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Gray, Annie Isabell (엄엘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0/1894~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5

배우자 학력 롱아이슬랜드대학 

활동
내용

구암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의료

Green, Barbara (구미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0/1949~ 내한-이한연도 1976-1980

배우자 학력 사우스웨스트미주리주립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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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bs, Alma Lee Lancaster (권애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5/1926~12/18/2015 내한-이한연도 1961-1992

배우자 Grubbs, Merrill Howard 학력
메리빌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P.S.C.E.
버지나아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교육

Grubbs, Merrill Howard (권익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20/1927~1/191999 내한-이한연도 1961-1992

배우자 Grubbs, Alma Lee Lancaster 학력 메리빌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한일여자신학교 이사장, 전주중부교회 장로, 
총회 세계선교부 및 남장로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의료

A

Hall, Bess McCall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17/1894~미상 내한-이한연도 1923-1924

배우자 학력 서부테네시주립사범대학, A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Hall, Ernest F.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7/1868~12/16/1955 내한-이한연도 1903-1909

배우자 Hall, Harriet Clark (McLear) 학력 미시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옥시덴탈대학교

활동
내용

복음전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Groschelle, Chalotte Ann Craig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2/1933~ 내한-이한연도 1959-1962

배우자 Groschelle, Frank Joseph 학력 캔터키대학교, 밀스대학, 오클쏘레페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Groschelle, Frank Joseph (고세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4/1932~ 내한-이한연도 1959-1962

배우자 Groschelle, Chalotte Ann Craig 학력 캔터키대학교, 넬슨대학교, 남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Grotenhuis, Joan Elizabe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1936~ 내한-이한연도 1963-1964

배우자 학력 칼빈대학교, 미시건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Grubb, Louise Susan (서수복)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9/14/1921~ 내한-이한연도 1952-

배우자 Grubb, William Albert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나병원, 재활훈련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Grubb, William Albert (구의령)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9/19/1924~ 내한-이한연도 1951-1992

배우자 Grubb, Louise Susan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 프린스턴신학교, 클레어몬트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 선교활동, 농촌지도자 양성, 계명대학 강사, 
영남신학교 교수 및 협동 교장, 경북대학교 복음사역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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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n, Marjorie Lucy (한선)

성별 여 소속 NP/IP 생몰연도 3/27/1889~ 내한-이한연도 1918-1961

배우자 학력 매칼레스터대학

활동
내용

여성전도사업, 여자사경회, 
1940년 북장로회 탈퇴 후 미국 독립장로회로 이적

활동지역 안동/선천/대전/부산

활동영역 교육

Harding, Gertrude Fish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1-1913

배우자 Harding, Maynard C. 학력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병원(간호사)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의료

Harding, Maynard C. (하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878~미상 내한-이한연도 1911-1913

배우자 Harding, Gertrude Fisher 학력 덴버그로스의과대학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병원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의료

Harnich, Thomas Isaac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8/1923~ 내한-이한연도 1951-1953

배우자 Harnich, Louise Dale 학력 테네시대학

활동
내용

재정업무, 교통물자 구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Harrison, Linnie Fulkerson Davis (하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6/1862~6/20/1903 내한-이한연도 1892-1903

배우자 Harrison, William Butler 학력 젝쿤공과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서울/군산/전주 

활동영역 복음

Hamilton, Estelle Benton McAlpin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1/1899~4/27/1994 내한-이한연도 1927-1928

배우자 Hamilton, Evelyn Harrison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Hamilton, Evelyn Harris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31/1895~10/7/1990 내한-이한연도 1927-1928

배우자
Hamilton, Estelle Benton 
McAlpine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Hamilton, Floyd E. (함일돈)

성별 남 소속 NP/OP 생몰연도 4/3/1890~1969 내한-이한연도 1920-1940

배우자 Hamilton, Ruth B 학력 코넬대학교, 우스터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숭실전문학교 교수, 숭실중학교 강사, 평양장로회신학교 강의, 
1935 북장로회 탈퇴 후 정통장로회로 이적, 강계 성경학원 강의, 
서울 장로회총회신학교 교수(박형룡 편집의 주석 집필)

활동지역 평양/강계

활동영역 교육/독립운동

Hamilton, Ruth B.

성별 여 소속 NP/OP 생몰연도 7/27/1891~미상 내한-이한연도 1919-1940

배우자 Hamilton, Floyd 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강계

활동영역 복음

Handrix, Daisy F. (현도익)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6/1903~5/10/1949 내한-이한연도 1931-1941

배우자 학력 위튼대학, 웨스턴침례신학교

활동
내용

복음전도, 성경수업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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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pels, Ann Louise Spott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1945~ 내한-이한연도 1969-

배우자 Haspels, Charles Edwin 학력 스털링대학, 캔자스주립교사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aspels, Charles Edwin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0/1945~ 내한-이한연도 1969-

배우자 Haspels, Ann Louise Spotts 학력 스털링대학, 캔자스주립교사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ay, David Mckechnie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19/1935~8/25/2006 내한-이한연도 1968-1969

배우자 Hay, Mary Campbell Carmichael 학력 듀크대학교, 튀빙겐대학교, 예일대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ay, Mary Campbell Carmichae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3/1939~ 내한-이한연도 1968-1969

배우자 Hay, David Mckechnie 학력 버지니아주립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ayden, Mary 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57~5/5/1900 내한-이한연도 1888-1900

배우자 Gifford, Daniel L.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정동여학당 2대 당장, 여성선교사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여성

Harrison, Margaret Jane Edmund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3/1871~10/12/1945 내한-이한연도 1903-1930

배우자 Harrison, William Butler 학력 미시건대학 

활동
내용

목포프렌치 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간호사)
활동지역 군산/목포  

활동영역 의료

Harrison, Margaret Selin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30/1909~1/1/1991 내한-이한연도 1927-1928

배우자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Harrison, William Butler (하위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13/1866~9/22/1928 내한-이한연도 1894-1928

배우자
Harrison, Linnie Fulkerson Davis, 
Harrison, Margaret Jane Edmunds

학력 켄터키중앙대학, 루이빌신학교, UTS

활동
내용

군산남학교 
활동지역 서울/군산/전주/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Hartness, Marion E. (하마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6/1890~12/5/1969 내한-이한연도 1915-1955

배우자 학력 알마대학

활동
내용

평양외국인학교, 교회유치원사역, 복음전도, 피어선성경학교 교장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Harvey, Anna Swisher (하아나)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7/1867~1/27/1940 내한-이한연도 1917-1937

배우자 Harvay, Howard P. 학력 옥스포드아카데미, 웨스트체스터교사대학

활동
내용

외국인학교 교사, 선교사 자녀교육, 여성전도활동
활동지역 선천/재령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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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on, Edna Puse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2/1892~3/27/1944 내한-이한연도 1918-1941

배우자 Henderson, Harold Hayes 학력 워싱턴대학교,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여성음악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Henderson, Harold Hayes (현거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23/1893~10/1/1984 내한-이한연도 1918-1941

배우자
Henderson, Edna Pusey, 
Haenderson, Renate Kroner

학력 워싱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계성학교 제4대 교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Henderson, Helen M. (현혜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5/1897~ 내한-이한연도 1920-1950

배우자
Handerson, Lloyd P.(1920), 
Chanmness, O.Vaughan(1953)

학력 펜실베니아대학교,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지역전도, 성경수업
활동지역 만주/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

Henderson, Lloyd Putnam (현대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8/1895~10/15/1932 내한-이한연도 1920-1932

배우자 Henderson, Helen M. 학력 워싱턴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북만지역 순회
활동지역 만주

활동영역 복음

Henderson, Lois 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28/1898~ 내한-이한연도 1922-1929

배우자 W. Sinnott 학력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서울 외국인학교 교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ayes, Louise B. (혜유의)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4/1893~10/16/1966 내한-이한연도 1922-1940

배우자 학력 옥시덴탈대학, 로스앤젤레스성경학교

활동
내용

개인 자격으로 내한 후 1922년 북장로회 선교부에 가입, 
평양외국인학교 교사, 여자 달성경학원 원장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

Heilig, Patricia Ma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8/1932~ 내한-이한연도 1957-1960

배우자 Jean Porat 학력 콜롬비아성서대학, 벨하루엔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간호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Heimberger, Elizabeth Whitak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8/1918~ 내한-이한연도 1979-1979

배우자 Heimberger, Robert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Heimberger, Robert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2/1917~ 내한-이한연도 1979-1979

배우자 Heimberger, Elizabeth Whitaker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Helstrom, Hilda L. (허희다)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28/1868~3/24/1932 내한-이한연도 1909-1927

배우자 학력 간호학교 및 볼티모어의 여집사양성소 

활동
내용

선천 미동병원 간호원, 강계 여자성경학원 설립 원장, 
만주 내륙지방 전도 및 사경회 인도, 강계 계례지 병원 간호원

활동지역 선천/강계/만주

활동영역 의료/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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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key, Blair Babcock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4/1937~ 내한-이한연도 1965-1970

배우자 Hickey, Joanne Mallett 학력 오스틴대학,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행정 

Hickey, Joanne Mallett (문덕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2/1942~ 내한-이한연도 1965-1970

배우자 Hickey, Blair Babcock 학력 오스틴대학,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행정 

Hicks, Martha Jun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1/1952~ 내한-이한연도 1977-1978

배우자 학력 테네시낙스빌대학교, 멤피스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한일여자신학교 및 마가렛프리차드간호대학 영어 강의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Hill, Charles Lester (한천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26/1954~ 내한-이한연도 1979-1997

배우자 학력 페이퍼대학, 서울대학교, 루이스버그대학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영문학)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Hill, Ella Lee Thrave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4/1875~6/5/1958 내한-이한연도 1912-1918

배우자 Hill, Pierre Bernard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Heron, Harriet Elizabeth Gilbso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0~3/29/1908 내한-이한연도 1885-1908

배우자
Heron, John W.(1884), Gale, 
James Scarth(1892)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원산

활동영역 교육

Heron, Jessi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88~1978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eron, John W.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5/1856~7/26/1890 내한-이한연도 1885-1890

배우자 Heron, Hattie E. G. 학력 매리빌대학, 테네시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광혜원, 성서번역위원, 선교사공의회 회장, 대한셩교셔회 창설, 
순회진료 및 전도활동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문서/복음

Heron, Sarah An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15/1886(서울)~3/17/1975 내한-이한연도 1907-191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정신여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ewson, Georgiana Florine (허우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4/1894~12/4/1946 내한-이한연도 1920-1946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펜실베니아대학 

활동
내용

간호사
활동지역 광주/목포/순천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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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t, Cordelia Erwin (어원)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7/1880~5/1/1976 내한-이한연도 1905-1934

배우자 Hirst, Jesse Watson 학력 램부스대학, 스카렛성경훈련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나병환자케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Hirst, Jesse Watson (허시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30/1864~4/28/1952 내한-이한연도 1904-1934

배우자
Hirst, Sadie Belle(1907), Hirst, 
Cordelia(1929)

학력 프린스턴대학, 제퍼슨의과대학(의학박사)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남대문교회 교인지도, 세브란스의전 산부인과 주임교수,
간호원양성사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Hirst, Sadie Belle Harbaugh (하보)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8/1875~2/19/1928 내한-이한연도 1901-1928

배우자 Hirst, Jesse Watson 학력 스카릿성경훈련학교

활동
내용

남자학교설립, 선교지 편집, 개성 송도학교 창설 참여, 
세브란스간호원양성소 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문서 

Hoffman, Clarence S. (함가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1/1883~11/24/1978 내한-이한연도 1910-1941

배우자 Hoffman, Katherine D. 학력 알브레히트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남장대교회 동사목사, 강계 영실중학교 교장, 산서노회 초대 노회장, 
선천 신성중학교 4대교장, 

활동지역 평양/강계/선천

활동영역 교육/복음

Hoffman, Katherine 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7/1890~8/6/1948 내한-이한연도 1911-1941

배우자 Hoffman, Clarence S. 학력 웨스트체스터주립노말학교

활동
내용

성경수업, 여성교육
활동지역 평양/강계/선천

활동영역 교육

Hill, Harry James (허일)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9/1891~1/30/1976 내한-이한연도 1917-1961

배우자 Hill, Mary Rose 학력 옥시덴탈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개인자격으로 내한 후 1920년 북장로회 선교부 편입, 서울 피어선기념성경학교, 
평양 남자성경학원 원장, 평양장로회신학교 강사, 1941년 강제 송환 후 1927년 재
내한, 청주선교부 활동, 청주성경학원 원장, 청주맹아학교 지원

활동지역 서울/평양/선천/청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Hill, Mary Ros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6/1892~미상 내한-이한연도 1917-1961

배우자 Hill, Harry James 학력 옥시덴탈대학, 몬먼스대학, 웨스턴여자대학

활동
내용

여성 선교사업, 평양여자성경학원, 청주여자성경학원 교수
활동지역 서울/평양/선천/청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Hill, Pierre Bernard (길변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4/1877~1/16/1958 내한-이한연도 1912-1918

배우자 Hill, Ella Lee Thraves 학력 햄프턴대학, UTS, 리치몬드대학, 햄프턴 시드니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Hindman, Bertha Wigma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25/1915~8/26/1964 내한-이한연도 1958-1961

배우자 Hindman, Lloyd S. 학력 워싱턴신학교, 워싱턴제퍼슨대학

활동
내용

교단간연대사역, 여성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indman, Lloyd S. (하인덕)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4/3/1914~9/3/1998 내한-이한연도 1958-1961

배우자
Hindman, Bertha Wigman, 
Billie McReynolds Pierce

학력 워싱턴제퍼슨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해군 군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군목

 | 총람 알파벳 순 ••• H |

82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83[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Holland, Beverly Orrell Myer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6/1914~1/21/2001 내한-이한연도 1950-1954

배우자 Holland, Ira Howard 학력 모닝사이드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olland, Ira Howard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27/1914~1/4/1980 내한-이한연도 1950-1954

배우자 Holland, Beverly Orrell Myers 학력 모닝사이드대학, 윌리암스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ollister, Myrtle Morri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6/1901~3/28/1946 내한-이한연도 1927-1936

배우자 Hollister, William 학력 고우천대학 

활동
내용

군산 멜본딘 여학교 
활동지역 목포/군산

활동영역 교육

Hollister, William (하리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8/1893~3/16/1977 내한-이한연도 1927-1936

배우자 Hollister, Myrtle Morris 학력 데이비슨대학, 존스홉킨스병원 

활동
내용

목포 진료소, 군산 구암예수병원
활동지역 목포/군산

활동영역 의료

Hopkirk, C. C.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29/1885~7/14/1954 내한-이한연도 1921-1924

배우자 Hopkirk, Myrtle Church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내과의사, 세브란스의전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Hoffman, Marilyn Jane Vei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14/1927~ 내한-이한연도 1955-1976

배우자 Hoffman, Robert Edwin 학력 아빙톤기념병원, 펜실베니아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전주간호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공중보건)
활동지역 목포/광주/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Hoffman, Robert Edwin (함부만)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3/1929~ 내한-이한연도 1955-1976

배우자 Hoffman, Marilyn Jane Veith 학력 우스터대학, 프린스턴신학교,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서울

활동영역 복음

Hoffmeister, Jean Louis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8/1945~ 내한-이한연도 1968-1969

배우자 학력 휘튼대학, 몬타나대학교, 휘트워스대학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Holdcroft, J. Gordon (허대전)

성별 남 소속 NP/OP 생몰연도 8/31/1878~6/30/1972 내한-이한연도 1909-1959

배우자 Holdcroft, Nellie C.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주일학교 교육사업,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조선선교협의회 회장, 
북장로회 선교사회 회장, 강제 추방 후 재내한, 독립장로교 회장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문서/독립운동

Holdcroft, Nellie C.

성별 여 소속 NP/OP 생몰연도 5/30/1881~3/16/1976 내한-이한연도 1909-1940

배우자 Holdcroft, J. Gordon 학력 바사르대학, 뉴욕주립교원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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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per, Joseph Barron (조요섭)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7/1921~4/27/1992 내한-이한연도 1946-1986

배우자
Hopper, Dorothy Anne 
Longenecker

학력
평양외국인고등학교, 데이비슨대학 (학사, 명예신학박사), 
장로교신학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갈계서부교회,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 
활동지역 전주/김제

활동영역 복음

Hopper, Margaret Higgins (조마구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27/1886~11/6/1976 내한-이한연도 1922-1958

배우자 학력 스탠포드여자대학, 테네시대학, 화이트성서학교 

활동
내용

목포정명여학교(교장)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Hornbuckle, Richard Starr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6/1940~ 내한-이한연도 1968-1969

배우자 학력 메리빌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Hottentot, Robert C. G. (하대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2/1940~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Hottentot, Theodora Vriens 학력 로테르담대학, 웨레인스타크대학교, 미시건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순천 애양원 병원 
활동지역 순천/서울 

활동영역 의료

Hottentot, Theodora Vriens (문덕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8/1943~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Hottentot, Robert C. G. 학력 헤이그대학 

활동
내용

순천 애양원 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Hopkirk, Myrtle Churc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8/1889~2/8/1960 내한-이한연도 1921-1924

배우자 Hopkirk, C.C.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opper, Alice Ru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4/1947~ 내한-이한연도 1970-1971

배우자 Jack Dokter 학력 킹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Hopper, Annis Barr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9/1893~4/14/1979 내한-이한연도 1919-1956

배우자 Hopper, Joseph 학력 윈드롭공과대학, 뉴욕성서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대구

활동영역 복음

Hopper, Dorothy Anne Longenecker (조달영)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6/1920~12/4/2015 내한-이한연도 1948-1986

배우자 Hopper, Joseph Barron 학력 퀸즈대학교, ATS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영어)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Hopper, Joseph (조하파/조하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1892~2/20/1971 내한-이한연도 1919-1957

배우자 Hopper, Annis Barron 학력 센트럴대학, 루이빌신학교, UTS, 뉴욕성서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대구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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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 Susan Margaret Bow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9/1955~ 내한-이한연도 1980-1988

배우자 Hudson, David Lindsay 학력 웨이크포리스트대학교, 고든코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ughes, Florence Pauline (이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9/189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Allen J. Seats Bebhart 학력 뉴욕주립대학, 무디성서학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목포/순천 

활동영역 복음

Huie, Verna Lee Hard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31/1931~2/20/1993 내한-이한연도 1985-1985

배우자 Huie, Wade Prichard 학력 웨슬리언대학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교 강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uie, Wade Prichar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4/1923~ 내한-이한연도 1985-1985

배우자 Huie, Verna Lee Hardy 학력 에모리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뉴대학(NewCollege)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교 강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Huneycutt, Melicent (한미성/안미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3/1926~ 내한-이한연도 1955-1964

배우자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ASU, NUC

활동
내용

전주 기전 여중고 교장, 한남대학교(영문학)
활동지역 전주/대전 

활동영역 교육

Howell, Eliz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0-192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재령

활동영역 복음

Hoyt, H. Spencer (허익두)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8/1895~8/1965 내한-이한연도 1922-1927

배우자 Hoyt, Nell Henderson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동산기독병원 의사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Hoyt, Nell Henderso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99~미상 내한-이한연도 1922-1927

배우자 Hoyt, H. Spencer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Hudson, David Lindsa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4/1954~ 내한-이한연도 1980-1988

배우자 Hudson, Susan Margaret Bower 학력 웨이크포리스트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제3세계 교육지도자 교육센터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Hudson, Gilbert G.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6-196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 총람 알파벳 순 ••• H |

88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89[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Huntley, Charles Betts (허철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9/1936~6/26/2017 내한-이한연도 1965-1985

배우자
Huntley, Martha Lanier 
Williamson

학력 뉴크대학, 뮤니히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원목)
활동지역 서울/순천/광주 

활동영역 복음

Huntley, Martha Lanier Williamson (허마르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6/1941~ 내한-이한연도 1965-1985

배우자 Huntley, Charles Betts 학력 버나드대학, 퀸스대학 

활동
내용

수피아여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신학교 영어강사, 
삼양타이어공장 영어회화 교사 

활동지역 서울/순천/광주 

활동영역 교육

A

Ingerson, Vera F. (인거선)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6/1890~9/26/1971 내한-이한연도 1916-1955

배우자 학력 블로젯기념병원 간호훈련

활동
내용

선천 미동병원 간호원, 선천보성여학교 교사, 
1942년 추방 후 1946년 재내한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의료/교육/복음

Irvin, Bertha K.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9/1868~2/17/1940 내한-이한연도 1893-1911

배우자 Irvin, Charles H. 학력

활동
내용

여학교 설립 등
활동지역 부산

활동영역 교육

Hunt, Anna Lloy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8/1873~12/6/1953 내한-이한연도 1906-1939

배우자 Hunt, William B. 학력 스미스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재령

활동영역 복음

Hunt, Bertha Finle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19/1868~5/14/1905 내한-이한연도 1898-1905

배우자 Hunt, William B. 학력 옥스퍼드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Hunt, Bruce Finley (한부선)

성별 남 소속 NP/IP 생몰연도 6/4/1903(평양)~7/26/1992 내한-이한연도 1928-1975

배우자 Hunt, Katherine Blair 학력
일리노이주 휘튼대학, 뉴저지주 러트거스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충북 청주선교부, 농촌교회 중심 선교, 
1936년 북장로회 사임 후 독립선교단으로 이적, 
만주 하르빈 봉천노회 소속 활동

활동지역 청주/부산

활동영역 독립운동/교육

Hunt, Katherine Blai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3/1904~미상 내한-이한연도 1932-1936

배우자 Hunt, Bruce Finley 학력 파크대학교, 아이오와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교육

Hunt, William B. (한위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2/1869~12/20/1953 내한-이한연도 1897-1939

배우자
Hunt, Bertha Finley, Hunt, Anna 
Lloyd(1906)

학력

활동
내용

복음전도, 재령 선교의 아버지로 불림
활동지역 평양/재령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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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ne, Smith 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35~ 내한-이한연도 1963-1966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존스홉킨스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베트남 

활동영역 의료

Johnson, Edith Park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28/1871~1958 내한-이한연도 1897-1913

배우자 Johnson, Woodbridge O. 학력 바자르대학

활동
내용

여성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지

Johnson, Emily Hartma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26/1875~1/13/1903 내한-이한연도 1903-1903

배우자 Johnson, Walter V.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조선으로 오는 도중 귓병으로 별세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Johnson, Jean 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5-196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복음

Johnson, K. G.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0-197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Irvin, Charles H. (어을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5/1869~1933 내한-이한연도 1893-1933

배우자 Irvin, Bertha K. 학력 오하이오의과대학교

활동
내용

젼킨기념병원(어을빈병원 전신) 설립, 
나병환자를 위한 최초의 병원 상애원 설립

활동지역 부산

활동영역 의료/교육

A

Jacobs, Margret L. (고배옥)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Jacobson, Anna P. (아각선)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8~1/20/1897 내한-이한연도 1895-189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제중원 의료활동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Jaquat, E.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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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David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5/10/1900~9/12/1987 내한-이한연도 1972-1973

배우자 Jones, Maurin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Josh, Kay Doren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0/1936~ 내한-이한연도 1971-1976

배우자 학력 트리니티대학교,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Junkin, Mary Leyburn (전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1/1866~11/1/1952 내한-이한연도 1892-1908

배우자 Junkin, William McCleery 학력 메리볼드윈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군산/전주 

활동영역 복음

Junkin, William McCleery (전위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5/1865~1/2/1908 내한-이한연도 1892-1908

배우자 Junkin, Mary Leyburn 학력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목사
활동지역 서울/군산/전주 

활동영역 복음

A

Johnson, Olga C. (조운선)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18/1894~4/13/1978 내한-이한연도 1921-1959

배우자 학력 구스타부스아돌로푸스대학, 무디성경학원

활동
내용

강계지방 여성선교, 성경학교 교사, 안동 경안고등성경학교 교장, 
기독교세계봉사회 실행위원

활동지역 청주/강계/서울/안동

활동영역 교육/복음

Johnson, Walter V. (장)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30/1874~3/17/1903 내한-이한연도 1903-1903

배우자 Johnson, Emily Hartman 학력 파크대학교, 오번신학교

활동
내용

조선으로 오는 도중 아내를 잃음, 조선 도착 후 천연두로 한 달 후 별세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Johnson, Woodbridge O. (장인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9/1869~7/19/1951 내한-이한연도 1897-1913

배우자 Johnson, Edith Parker 학력 라파예트대학, 펜실베니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대구제일교회 구내 초가집에 의료원 개설(제중원이라 칭함), 
대구 동산기독병원으로 발전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Johnston, Keith Auste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7/1952~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Johnston, Sally Naylor 학력 웨스트민스터대학, UTS, P.S.C.E.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Johnston, Sally Naylo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7/1952~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Johnston, Keith Austen 학력 웨스트민스터대학, P.S.C.E.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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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rns, Daisy Rohr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8/1878~ 내한-이한연도 1902-1907

배우자 Kearns, Carl 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복음

Keller, Frank Goulding (계일락)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1/1912~1/3/1967 내한-이한연도 1955-1967

배우자 Keller, Janet Crane Talmage 학력 아우바린대학, 앨러바마대학, 워싱턴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Keller, Janet Crane Talmage (타자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9/1917~ 내한-이한연도 1947-1976

배우자 Keller, Frank Goulding 학력 메리빌대학교, ATS, 워싱턴대학, 예일어학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간호사, 전주간호대학 교수
활동지역 목포/전주

활동영역 의료/교육 

Kennedy, Boggs Lloyd (박수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897~1953 내한-이한연도 1924-1949

배우자
Kennedy, Margaret Blair 
Patterson

학력 데이비슨대학, 클렘슨대학, 조지아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의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Kennedy, Margaret Blair Patters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00~1971 내한-이한연도 1924-1949

배우자 Kennedy, Boggs Lloyd 학력 시코라대학, 어샘블리기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Kagin, Edwin H. (계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6/1879~미상 내한-이한연도 1907-1921

배우자 Kagin, Francis Mary Johnstone 학력 센터대학, 루이빌신학교, 프린스턴대학교, 보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청주선교부 사역, 찬양교육, 지역전도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Kagin, Francis Mary Johnstone

성별 여 소속 MS/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8-1921

배우자 Kagin, Edwin H. 학력

활동
내용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개성 미리흠여학교 교장, 
결혼 후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적

활동지역 개성/청주

활동영역 교육

Kane, Nancy Lynn (계인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0/1954~ 내한-이한연도 1976-1978

배우자 학력 테네시주립대학(치위생)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치과), 수원대학(치과교정과)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Kearns, Carl E. (계인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13/1876~11/30/1953 내한-이한연도 1902-1907

배우자 Kearns, Daisy Rohrer 학력

활동
내용

평북 선천선교부 복음전도사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복음/교육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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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vid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7/1/1900~미상 내한-이한연도 1935-1984

배우자 Kim, Agnes 학력

활동
내용

농촌지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농촌

Kinder, Cledith Bowling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1925~ 내한-이한연도 1971-1973

배우자 Kinder, Donald Lee 학력 필모아경영대학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행정 

Kinder, Donald Lee (기인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5/1924~ 내한-이한연도 1971-1973

배우자 Kinder, Cledith Bowling 학력 메리랜드대학교, 국군병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안동/광주

활동영역 행정 

Kingsbury, Barbara B. (김혜복)

성별 여 소속 NP/UP 생몰연도 11/3/1928~4/7/2016 내한-이한연도 1953-1983

배우자 Kingsbury, Paul A.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유기된 아기돌봄사역, 농촌선교
활동지역 서울/대전/황기

활동영역 교육/복지

Kingsbury, Paul A. (김숭배)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11/12/1920~2/5/2013 내한-이한연도 1952-1983

배우자 Kingsbury, Barbara B. 학력 어학 및 농학 전공

활동
내용

강원도 농촌선교 
활동지역 서울/대전/황기

활동영역 농촌 

Kerr, Grace Kilborn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29/1887~6/14/1985 내한-이한연도 1908-1941

배우자 Kerr, William C. 학력 웨슬리대학

활동
내용

일본여성의 개화와 자유 위한 계몽활동
활동지역 재령/서울

활동영역 교육

Kerr, William C. (공위량)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23/1883~6/27/1976 내한-이한연도 1908-1941

배우자 Kerr, Grace Kilborne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어번신학교

활동
내용

황해도 재령선교부 활동, 1917년 이후 서울 일본인 대상 선교
활동지역 재령/서울

활동영역 교육

Kestler, Ethel Esther (계슬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26/1877~3/2/1953 내한-이한연도 1905-1946

배우자 학력 스터이트빌여자대학, 성피스병원 

활동
내용

군산 구암예수병원, 전주예수병원 (간호사)
활동지역 군산/전주   

활동영역 의료

Kildoyle, E.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Kim, Agnes

성별 여 소속 NP/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5-1984

배우자 Kim, David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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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ler, Young Soon Shin (신영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6/1946~ 내한-이한연도 1972-2011

배우자 Kinsler, Arthur Woodruff 학력 서울산업디자인전문학교 

활동
내용

미8군교회 국제결혼상담, 월남 피난민 워크샵 및 난민학생 취학 도움,
지체 장애자 기술원 및 취업지원, 코이노니아장애인복지센터, 
PCK 총회 사회부 선교동역자

활동지역 동두천/서울/순천

활동영역 복음

Kirkman, Caroline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0/17/1929~ 내한-이한연도 1964-1970

배우자 Kirkman, William J. 학력

활동
내용

평신도협회 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Kirkman, William J. (고성만)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6/29/1930~ 내한-이한연도 1964-1970

배우자 Kirkman, Caroline 학력 워싱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평신도협회 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Kirkpatrick, Ruth Kehrer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17/1901~미상 내한-이한연도 1958-1966

배우자 학력 조지아대학교, 오글데레, 에모리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Kirkwood, Hele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3-194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Kinsler, Arthur Woodruff (권오덕)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0/1934~ 내한-이한연도 1972-2011

배우자 Kinsler, Young Soon Shin 학력 휘튼대학, 하와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힐사이드 하우스 센터 디렉터, 외국인교회, 복음사역, 숭실대학교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대표

활동지역 동두천/서울/순천

활동영역 복음

Kinsler, Dorothy W.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20/1907~3/14/2001 내한-이한연도 1930-1970

배우자 Kinsler, Francis 학력 윌슨대학

활동
내용

여성성경공부, 여성사경회 및 주일학교 지원, 난민 구호 사역
활동지역 평양/대구/안동

활동영역 교육/복지

Kinsler, Francis (권세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3/1904~1/9/1992 내한-이한연도 1928-1970

배우자 Kinsler, Dorothy W. 학력 메리빌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숭실전문학교 강의, 성경구락부 조직, 
1940년 추방 후 1948년 재내한, 대구 등지에서 선교활동, 
장로회신학교 신약교수, 미연합장로회 한국선교사 대표

활동지역 평양/대구/안동

활동영역 교육

Kinsler, Helen C. (권수량)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9

배우자 학력 비올라대학교

활동
내용

전도부인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Kinsler, Marian (권신라)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26/1894~미상 내한-이한연도 1922-1949

배우자 학력 뉴저지주노멀학교, 성경학원 

활동
내용

남북감리회, 북장로회 공동운영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북장로회 대
표로 실무담당, 교육, 사회봉사, 가정복지사업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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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akenes, Astrid (고락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27/1908~ 내한-이한연도 1953-1960

배우자 학력 노드표로드웅돔스학교, 선교훈련학교, 간호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간호사) 
활동지역 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Kraege, Elfrieda (구례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22/1921~9/20/1995 내한-이한연도 1954-1957

배우자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Krauth, Charles Anthony (구창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9/1928~6/1/2017 내한-이한연도 1964-1980

배우자 Krauth, Frances Louise Nelson 학력 체텐코고대학교, 테네시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화학과)
활동지역 대전/서울/부여 

활동영역 교육

Krauth, Frances Louise Nelson (손인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9/1932~9/21/2019 내한-이한연도 1964-1980

배우자 Krauth, Charles Anthony 학력 버밍행 남부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음악)
활동지역 대전/서울/부여  

활동영역 교육

A

Knox, Maie Phila Borde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4/1885~2/6/1967 내한-이한연도 1907-1952

배우자 Knox, Robert 학력 텍사스대학 

활동
내용

목포여학교, 수피아여학교,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복음

Knox, Robert (로라복)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3/1880~3/1/1959 내한-이한연도 1906-1952

배우자 Knox, Maie Phila Borden 학력 텍사스대학, 프린스턴대학, 다니엘 바커대학 

활동
내용

광주숭일학교(교장), 평양장로회신학교
활동지역 목포/광주/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Koons, Edwin Wade (군예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2/1880~11/29/1947 내한-이한연도 1903-1941

배우자 Koons, Lucy F. Floy D. 학력 코대학, 어번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및 설교, 존웰즈소년 아카데미 교장, 
세브란스유니온의과병원, 신입선교사언어학교 디렉터

활동지역 평양/재령/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문화

Koons, Lucy F. Floy D.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0/1885~1/5/1986 내한-이한연도 1905-1941

배우자 Koons, Edwin Wade 학력 코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재령/서울

활동영역 복음

Koostianti, Sandra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30/1948~ 내한-이한연도 1982-1983

배우자 학력 인도네시아대학교, 비욜라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치과)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 총람 알파벳 순 ••• K |

102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103[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Leadingham, Harriet Ida Pearc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883~미상 내한-이한연도 1912-1923

배우자 Leadingham, Roy Samuel 학력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 정명여학교
활동지역 목포/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Leadingham, Roy Samuel (한삼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879~1963 내한-이한연도 1912-1923

배우자 Leadingham, Harriet Ida Pearce 학력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목포프렌치병원), 세브란스병원 
활동지역 목포/서울 

활동영역 의료

Leck, Frances Oakle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2/1875~미상 내한-이한연도 1900-1902

배우자 Leck, George 학력 맥칼레스터대학, 노스필드훈련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선천/강계

활동영역 복음

Leck, George (나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9/1870~12/25/1901 내한-이한연도 1900-1901

배우자 Leck, Frances Oakley 학력 맥칼레스터대학, 오번신학교

활동
내용

스테이션 건축, 강계지방 전도여행 
활동지역 평양/선천/강계

활동영역 복음/교육

Lee, Blanche Webb (이도암)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8/1867~12/5/1945 내한-이한연도 1894-1912

배우자 Lee, Graham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Lampe, Henry Willard (남행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8-1948

배우자 Lampe, Ruth Heydn 학력

활동
내용

선천 남자고등성경학교 2대 교장, 일제말 강제귀국 후 1946년 재내한,
청주에서 선교사업 및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활동지역 서울/선천/청주

활동영역 교육/문서

Lampe, Ruth Heyd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5/1887~10/16/1962 내한-이한연도 1908-1948

배우자 Lampe, Henry Willard 학력 벨레뷰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선천/청주

활동영역 복음

Lathrop, Lillie Ora (라두리/라두롭)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7/1879~1/1/1963 내한-이한연도 1911-1931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기독병원 

활동
내용

목포진료소, 군산예수병원(간호사)
활동지역 목포/군산/서울 

활동영역 의료

Lawrence, Edna M. (노연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7/1894~4/4/1973 내한-이한연도 1920-1953

배우자 학력 포모나밸리병원훈련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대구 동산병원 간호원 및 간호학교 교수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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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 Scott Andrew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4/1956~ 내한-이한연도 1980-1981

배우자 Leslie, Joe Ward 학력 텍사스대학교, UTS

활동
내용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영어), 호남신학대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Levie, James Kellum (여계남/례계남)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0/1890~1977 내한-이한연도 1922-1959

배우자
Levie, Jessie Smith(1914), 
Levie, Ruth Henrietta Miller(1932)

학력 아틀란타남부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군산/광주/순천 

활동영역 의료

Levie, Jessie Smi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30/1896~9/28/1931 내한-이한연도 1922-1931

배우자 Levie, James Kellum 학력 셈휴스톤대학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행정)
활동지역 군산/광주

활동영역 의료

Levie, Ruth Henrietta Miller (엄너릇)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1/1893~1976 내한-이한연도 1923-1959

배우자 Levie, James Kellum 학력 경상대학, ATS

활동
내용

이일성경학교,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교육

Lewis, Emily Dewal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7/1906~미상 내한-이한연도 1967-1974

배우자 학력 샘휴스톤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Lee, Graham (이길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2/1861~12/2/1916 내한-이한연도 1894-1912

배우자 Lee, Blanche Webb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관서지방 개척선교사, 연동교회 설립 지원, 평양 개척선교,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활동지역 서울/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Lee, Hyeyoung (이혜영)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9/7/1979~ 내한-이한연도 2013-현재

배우자 Esslinger, Kurt 학력 영남신학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YAV 코디네이터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Lee, Kay Antoinette Caillet (이계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6/1936~1996 내한-이한연도 1966-1995

배우자 Lee, Timothy Woo Tag 학력 필립스대학, 텍사스대학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대전신학교 
활동지역 목포/대전 

활동영역 교육

Lee, Timothy Woo Tag (이디모데/이우택)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30/1930~ 내한-이한연도 1966-1995

배우자 Lee, Kay Antoinette Caillet 학력 필립스대학, 프린스턴신학교, P.S.C.E.

활동
내용

목포성서신학원, 대전장로회신학교(총장)
활동지역 목포/대전 

활동영역 복음/교육

Leslie, Joe War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80-1981

배우자 Leslie, Scott Andrew 학력

활동
내용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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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ler, Gene Nisbe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4/1920~8/6/1989 내한-이한연도 1949-1954

배우자 학력 남캐롤라이나대학교, ATS, 듀크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Linton, Charlotte Witherspoon Bell (인사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6/1899~5/1/1974 내한-이한연도 1922-1964

배우자 Linton, William Alderman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군산 멜보딘여학교, 전주 기전여학교, 목포 성경고등학교,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군산/전주/대전/목포   

활동영역 교육/복음

Linton, Hugh Maclntyre (인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2/1926~4/10/1984 내한-이한연도 1952-1984

배우자 Linton, Lois Elizabeth Flowers 학력 에르스킨대학, 콜롬비아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순천결핵원, 여수 애양원 
활동지역 대전/순천 

활동영역 복음

Linton, Lois Elizabeth Flowers (인애자)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7/1927~ 내한-이한연도 1954-1992

배우자 Linton, Hugh Maclntyre 학력

활동
내용

순천 결핵원, 보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의료 

Linton, Marjory Ann Potter (인마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9/1925~9/19/2014 내한-이한연도 1953-1978

배우자 Linton, Thomas Dwight 학력 플로리다주립대학교, P.S.C.E.

활동
내용

수피아여학교, 이일성경학교,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Lewis, Margo Lee (손진주)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31/1885~1/17/1975 내한-이한연도 1910-1950

배우자 학력 미네소타주립대학 

활동
내용

정신여학교 교장,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Liggett, E. S.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Liggett, Isabel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Liggett, Isabe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Liggett, E. S.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Lim, Choon Shik (임춘식)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1/30/1949~ 내한-이한연도 1991-현재

배우자 Lim, Yen Hee 학력
인디아나대학교, 루이빌장로교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교환학생)

활동
내용

1991-1997 섬의료 선교, 1997-2012 타이완 원주민 대학목회, 
2012-현재 동아시아 지부장, 미국장로교한국선교회 대표

활동지역 도서지역/대만/서울

활동영역 복음/행정

Lim, Yen Hee (임연희)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5/1/1949~ 내한-이한연도 1991-현재

배우자 Lim, Choon Shik 학력 서울간호학교

활동
내용

1991-1997 섬의료 선교(간호사), 
1997-2012 타이완 원주민 대학목회, 2012-현재 선교센터 디렉터

활동지역 도서지역/대만/서울

활동영역 의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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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 Mary Lee

성별 여 소속 NP/SP 생몰연도 9/7/1856~12/7/1919 내한-이한연도 1909-1919

배우자 J. V. Logan 학력

활동
내용

최초 자비량 선교사,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성전도반, 여성지도자반
활동지역 광주/청주

활동영역 교육

Long, Laura Susan Col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29/1952~ 내한-이한연도 1976-1977

배우자 Long, Zeb Bradford 학력 애팔레치아주립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영락교회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Long, Zeb Bradfor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4/1951~ 내한-이한연도 1976-1977

배우자 Long, Laura Susan Cole 학력 데이비슨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영락교회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Lowe, DeWitt S. (노두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5/1899~미상 내한-이한연도 1929-1956

배우자 Lowe, Gladys L. 학력
해이스팅스대학, 네브래스카주립 의과대학, 
그레이튼 의과대학

활동
내용

소민병원 원장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의료

Lowe, Gladys 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9/1899~미상 내한-이한연도 1929-1956

배우자 Lowe, DeWitt S. 학력 해이스팅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복음

Linton, Thomas Dwight (인도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4/1927~1/11/2010 내한-이한연도 1953-1978

배우자 Linton, Marjory Ann Potter 학력 리치몬드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풀러신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원목), 호남신학대학교, 남장로교유지재단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Linton, William Alderman (인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8/1891~8/13/1960 내한-이한연도 1912-1960

배우자
Linton, Charlotte Witherspoon 
Bell

학력 조지아공과대학, 콜롬비아대학교, 벨하벤대학 

활동
내용

영명학교(실과), 전주신흥고등학교(교장), 
한남대학교(설립자 및 초대학장)

활동지역 군산/전주/대전   

활동영역 복음/교육

Livesay, Joseph B. (리부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5/1896~6/9/1981 내한-이한연도 1923-1941

배우자 Livesay, Muriel Smith 학력 워싱턴리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내한 후 1925년 북장로회 선교회 가입, 교회개척, 천막전도, 성경공부,
병원행정, 문학보급

활동지역 대구/재령

활동영역 복음/교육

Livesay, Muriel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9/1896~1/23/1985 내한-이한연도 1926-1941

배우자 Livesay, Joseph B. 학력 나파니대학

활동
내용

재령 고등학교 성경강의, 스테이션비서
활동지역 재령

활동영역 교육/행정

Lloyd, Margaret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재령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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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her, Ida 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Lutz, Dexter N. (유소)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1890~9/16/1985 내한-이한연도 1921-1960

배우자 Lutz, Lenove Harpster 학력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숭실전문학교 교수, <농민생활>발간, 기독교연합봉사회 조직
활동지역 평양/대전/서울/거제

활동영역 교육/농촌

Lutz, Lenove Harpst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21/1888~11/27/1979 내한-이한연도 1921-1960

배우자 Lutz, Dexter N. 학력 오벌린대학 음악컨서바토리

활동
내용

외국인학교, 신학교, 유니온기독대학, 이화여대 등에서 음악수업, 
시각장애인재활사역, 연대브레일러도서관 설립

활동지역 평양/서울/대전/거제

활동영역 교육/복지

Lydecker, Helen Borgstrom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17/1925~12/9/2014 내한-이한연도 1973-1975

배우자 Lydecker, John K. 학력 스테펀대학, 북케롤라이나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Lyon, Lorene Jone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7/1899~1/4/1992 내한-이한연도 1923-1953

배우자 Lyon, William B. 학력 남부일리노이노말대학교, 카르타지대학

활동
내용

학생음악지도, 여성교육, 스페인교육, 성경공부인도, 구제활동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Lucas, Adolf E.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6/1885~1/17/1948 내한-이한연도 1916-1924

배우자 Lucas, Georgiana S.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연희전문학교 학교건물 관리책임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Lucas, Georgiana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5/1888~9/11/1953 내한-이한연도 1916-1924

배우자 Lucas, Adolf 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Luckett, Belle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6/1858~6/25/1918 내한-이한연도 1913-191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보모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Ludlow, Alfred Irving (나도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24/1875~11/24/1961 내한-이한연도 1912-1937

배우자 Ludlow, Theresa Lange 학력 아델벌트 대학, 웨스턴리절브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 병원 외과 및 연구실 초대 실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Ludlow, Theresa Lang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11/1879~11/17/1938 내한-이한연도 1912-1937

배우자 Ludlow, Alfred Irving 학력 뉴욕병원훈련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간호훈련학교, 구제 및 폭우재난사역, 베이비클리닉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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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colmson, Elizabeth Mcke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11/1894~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5

배우자 Malcolmson, Oliver K. 학력 미션밸리대학, 웨스턴대학

활동
내용

여성성경교육
활동지역 서울/청주/평양

활동영역 교육

Malcolmson, Oliver K.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3/1896~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5

배우자 Malcolmson, Elizabeth Mckee 학력 시카고대학교, 캔자스대학의과대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청주지방 의료선교, 평양 연합기독병원 
활동지역 서울/청주/평양

활동영역 의료

Malsbary, Dwight R. (마두원)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22/1899~7/28/1977 내한-이한연도 1929-1977

배우자 Malsbary, Pauline S. 학력 훼이스신학교(명예신학박사)

활동
내용

평양 숭실학교 및 외국인학교 음악교수, 1948년 재내한 후 고려신학교,
칼빈신학교 강의, KBS 방송음악교육, 대한신학교 이사장, 
침례교신학교 및 성결교신학교 강의, 신앙신학교 교장 

활동지역 평양/부산/서울

활동영역 교육/독립운동/방송복음/문화

Malsbary, Pauline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9-1982

배우자 Malsbary, Dwight R.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부산/서울

활동영역 복음

Martin, Julia A. (마율니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3/1869~9/1/1944 내한-이한연도 1908-1940

배우자 학력 켐벨사범대학, 앳치슨경영대학,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목포정명학교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Lyon, William B. (라의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1897~3/15/1994 내한-이한연도 1923-1953

배우자 Lyon, Lorene Jones 학력 파슨스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계성학교 공업반 담당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Mackenzie, Mar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9-1910

배우자 Neel, T. 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Mackeprang, Lois Le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8/1918~ 내한-이한연도 1975-1975

배우자 학력 스코일경상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간호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행정 

Macomber, Theodora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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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Nancy J.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8/4/1934~ 내한-이한연도 1960-1963

배우자 학력 이스트스트라우드버그 주립교사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교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ayo, Ann Burgess (안미혜)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1/22/1962~ 내한-이한연도 1996-2000

배우자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웨스터 캐롤린 대학,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1997-2000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전임계약교수, UPJP 감사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McAfee, Lapsley A.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4-1934

배우자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McAnlis, Florence 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20/1896~11/12/1967 내한-이한연도 1921-1946

배우자 McAnlis, John Albert 학력 콜로라도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 간호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cAnlis, John Albert (목부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1/1897~10/12/1979 내한-이한연도 1921-1946

배우자 McAnlis, Florence G.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치과대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유니온의과대학 치과의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Martin, Margaret Glasgow (마정원)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13/189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학력 스톤윌잭슨대학, ATS

활동
내용

수피아여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Marvin, Hilma Black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2/1906~미상 내한-이한연도 1967-1973

배우자 Marvin, Kellogg 학력 린덴우드대학, 미주리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행정 

Marvin, Kellogg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23/1903~미상 내한-이한연도 1967-1973

배우자 Marvin, Hilma Black 학력 윌리암대학, P.S.C.E., 오스틴신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행정 

Matheson, Sarah Hamilt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0/1901~12/5/1996 내한-이한연도 1960-1962

배우자 학력 노스캐롤라이나여자대학, ATS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Matthews, Esther Roswell (마에스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3/1881~1/28/1960 내한-이한연도 1915-1930

배우자 학력 로인병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목포프렌치병원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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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llie, Henry Douglas (맹현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6/1881~10/20/1946 내한-이한연도 1907-1930

배우자 McCallie, Emily Cordell 학력 버지니아대학, 프린스턴신학교, UTS

활동
내용

목포성경학교, 목포영흥학교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

McClain, Helen B. (매개란)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9/1905~9/28/1993 내한-이한연도 1954-1968

배우자 학력 이다호대학,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한국거주 화교 선교, 한성중화기독교회 설립, 
중화기독교연합회 창설 및 회장, 집행위원장 재직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화교선교

McColl, Barbara B.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2/5/1931~ 내한-이한연도 1962-1965

배우자 McColl, William F. 학력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McColl, William F.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4/2/1930~ 내한-이한연도 1962-1965

배우자 McColl, Barbara B. 학력 스탠포드대학교,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병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McCune, Catharine A. (윤가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30/1880~4/18/1942 내한-이한연도 1908-1941

배우자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순회전도 및 사경회 인도, 평양여자성경학교 교장, 서적번역
활동지역 재령/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McAthur, Shirin Robi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1/1964~ 내한-이한연도 1986-1988

배우자 학력 트리니티대학교, 보스톤대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cBryde, John Malcolm (마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1/1925~5/9/1996 내한-이한연도 1959-1969

배우자 McBryde, Sally Jim Wilhoit 학력 데이비슨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광주서남교회(장로)
활동지역 광주/서울 

활동영역 행정 

McBryde, Sally Jim Wilhoi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7/1927~ 내한-이한연도 1959-1969

배우자 McBryde, John Malcolm 학력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McCaa, Maria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2-196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McCallie, Emily Cordel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14/1873~5/3/1931 내한-이한연도 1907-1930

배우자 McCallie, Henry Douglas 학력 미주리살레이대학, 시애틀성경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목포프렌지병원, 목포여학교 
활동지역 전주/목포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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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well, Linda Lee Goett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4/1955~ 내한-이한연도 1981-1983

배우자 McDowell, Scott Dixon 학력 커버넌트대학, 테네시대학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프랑스어)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McDowell, Scott Dix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1951~ 내한-이한연도 1981-1983

배우자 McDowell, Linda Lee Goette 학력 커버넌트대학, 사우던일리노이즈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McEachern, John (매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22/1884~11/18/1957 내한-이한연도 1911-1929

배우자 McEachern, Netta Shaw Cooper 학력 데이비슨대학, 콜롬비아신학교, 라이트성경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구암교회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McEachern, Netta Shaw Coop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5/1890~11/11/1973 내한-이한연도 1921-1929

배우자 McEachern, John 학력 장로회여자대학, 장로교병원 

활동
내용

지역전도, 멜볼딘여학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McFarland, Edwin F. (맹의와)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7/1878~9/15/1970 내한-이한연도 1904-1928

배우자
McFarland, Mary Stewart(1905), 
Grims, Etta Bell(1926)

학력 옥시덴탈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지역 성경강의, 설교, 순회전도
활동지역 대구/안동/대전

활동영역 복음/여성/교육

McCune, George S. (윤산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15/1873~12/5/1941 내한-이한연도 1905-1936

배우자 McCune, Helen McAfee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숭실학교 운영협조, 신성중학교 교장,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장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독립운동

McCune, Helen McAfe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24/1872~3/5/1952 내한-이한연도 1905-1936

배우자 McCune, George S. 학력 파크대학교 

활동
내용

보성여학교 교장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

McCutchen, Jossphine Cordelia Hounshel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4/1876~8/7/1967 내한-이한연도 1903-1946

배우자 McCutchen, Luther Oliver 학력 마르다워싱턴대학, 시리성경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McCutchen, Luther Oliver (마로덕)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1/1875~11/20/1960 내한-이한연도 1901-1946

배우자
McCutchen, Jossphine Cordelia 
Hounshell

학력 데이비슨대학, UTS,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평양장로회신학교, 전주성경학교, 남문교회
활동지역 목포/전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McDaneil, Rebecca Leigh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10/30/1963~ 내한-이한연도 1986-1988

배우자 학력 월리암메리대학교 

활동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선교부, 새문안교회 청년부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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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nnes, John V.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5-1957

배우자 McInnes, Elizabeth 학력 아리조나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피츠버그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 병원 치과병원(전후 재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Mckee, Anna M. (기아나)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13/1885~미상 내한-이한연도 1909-1933

배우자 학력 옥시덴탈대학

활동
내용

여성사역 
활동지역 재령

활동영역 여성

McKenzie, Ranier J. (매건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2/1889~10/9/1969 내한-이한연도 1920-1951

배우자 학력 스폴딩상업대학

활동
내용

여성사역, 복음전도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여성/교육

McLear, Harrie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1872~1959 내한-이한연도 1904-1908

배우자 Hall, Ernest F.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McMahon, Patrick W.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3/1956~ 내한-이한연도 1982-1983

배우자 학력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루이빌신학교, 영스타운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cFarland, Mary 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17/1885~11/21/1922 내한-이한연도 1905-1922

배우자 McFarland, Edwin F. 학력 옥시덴탈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안동/대전

활동영역 복음

McGee, Ethel (매기)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1-191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재령/대구

활동영역 의료

McGill, Barbara Carrol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0/1942~ 내한-이한연도 1963-1964

배우자 학력 가우처대학, 유니온기념병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McIlwain, Aurine Wilkin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4/1904~12/20/1982 내한-이한연도 1931-1939

배우자 McIlwaine, William A. 학력 벧엘여자대학, 컴버랜드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McInnes, Elizabet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5-1957

배우자 McInnes, John V. 학력

활동
내용

치위생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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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rose, Marie (왕마려)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9/18/1923~ 내한-이한연도 1956-1988

배우자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 경북기독교교육센터고문, 계명대학,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디렉터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교육

Miller, Anna Reineck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865~6/17/1903 내한-이한연도 1892-1903

배우자 Miller, Frederick S. 학력

활동
내용

연동여학교 교사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교육

Miller, Edward Hughes (밀의두)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8/1873~6/6/1966 내한-이한연도 1901-1943

배우자 Miller, Mattie May 학력 샌프란시스코신학원, 콜럼비아대학교 대학원

활동
내용

경신학교 교장, YMCA 이사, 연희전문학교 화학교수, 
기독교서회 실행이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문서

Miller, Frederick S. (민로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10/1866~10/6/1937 내한-이한연도 1892-1936

배우자
Miller, Anna Reinecke(1892), Miller, Susan 
Adell Doty(1904), Miller, Lillian M. Dean(1932)   

학력 피츠버그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예수교학당(경신학교 전신) 책임자, 서울 연못골일대 전도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Miller, Lillian M. Dean (천미예)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26/1896~미상 내한-이한연도 1916-1952

배우자 Miller, Frederick S. 학력 스테이트노말대학

활동
내용

여성교육, 지역복음전도, 정신여학교, 청주여자성경학원 교장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교육/복음

McMurphy, Ada Marietta (명애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6/1883~1/18/1970 내한-이한연도 1912-1958

배우자 학력 시카고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정명여학교(교장)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McMurtrie, Robert M. (맹로법)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4/1863~9/30/1946 내한-이한연도 1907-1933

배우자 Snook, Velma 학력 보통학교

활동
내용

숭실학교 내 안나데이비스 기념공작소 소장, 장학급 담당 관장, 
선교부 소속 건물 수리 및 보완 책임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행정

McNeill, Elizabeth Gillesp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7/1908~9/24/1995 내한-이한연도 1949-1951

배우자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McQueen, Flora Jane (박노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7/1887~미상 내한-이한연도 1924-1927

배우자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McQueen, Mary Anna (구애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30/1883~5/3/1964 내한-이한연도 1909-1951

배우자 학력 남장로교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수피아여학교,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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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Virginia Ann Collin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5/1921~ 내한-이한연도 1948-1951

배우자 Miller, Maynard Millard 학력 와드벨몬트대학, 사우스웨스턴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Mills, Anna Ra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8-1914

배우자 Greenfield, M. Willis 학력

활동
내용

여성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Mills, Ethel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6/1884~1964 내한-이한연도 1908-1918

배우자 Mills, Ralph Garfield 학력 밀리킨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강계/서울

활동영역 복음

Mills, Femade G.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강계

활동영역 복음

Mills, Ralph Garfield (마일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4/1881~1956 내한-이한연도 1908-1918

배우자 Mills, Ethel B.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 병원, 강계 계례지병원(Kennedy Hospital) 설립, 
세브란스의대에서 강의

활동지역 강계/서울

활동영역 의료/의료교육

Miller, Lisette (민리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31/1896~ 내한-이한연도 1920-1926

배우자 학력 노스필드신학교, 마운트홀리요크대학

활동
내용

복음전도
활동지역 강계

활동영역 복음

Miller, Louis Blanche (민유수)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2/1888~1983 내한-이한연도 1920-1960

배우자 학력 시카고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순천고등성경학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Miller, Margaret Albrigh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6/1902~미상 내한-이한연도 1964-1970

배우자 학력 텍사스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Miller, Mattie Ma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21/1873~1966 내한-이한연도 1901-1943

배우자 Miller, Edward Hughes 학력 파슨스대학, 무디성경학원 

활동
내용

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 전신) 제5대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iller, Maynard Millard (민명화)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14/1922~ 내한-이한연도 1948-1951

배우자 Miller, Virginia Ann Collins 학력 VTS, 사우던웨스턴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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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fett, Elizabeth B. Tarrant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3/16/1918~1/17/1955 내한-이한연도 1952-1955

배우자 Moffett, Samuel Hugh 학력 콜롬비아성경학교, 위튼대학

활동
내용

성경수업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

Moffett, Howard F. (마포화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16/1917(평양)~6/2/2013 내한-이한연도 1948-1992

배우자 Moffett, Margaret 학력 위튼대학,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대구동산병원(근무, 병원장, 이사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Moffett, Lucia Fis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3/1877~3/16/1962 내한-이한연도 1912-1934

배우자 Moffett, Samuel Austin 학력

활동
내용

평양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평양

활동영역 교육

Moffett, Margare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1915~1/20/2010 내한-이한연도 1948-1983

배우자 Moffett, Howard F. 학력 위튼대학

활동
내용

간호과 영어수업, 선교사자녀교육, 병원관리 보조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행정

Moffett, Samuel Austin (마포삼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5/1890~10/24/1939 내한-이한연도 1890-1934

배우자
Moffett, Mary Alice(1899), 
Moffett, Lucia Fish(1915)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예수교학당(경신학교 전신) 인수 교육사업, 
평양장로회신학교 설립 및 교장재직, 조선예수회장로회제8대 총회장,
숭실학교 설립 후 교장재직

활동지역 서울/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Mills, Thornton A.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847~1917 내한-이한연도 1912-191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Mitchell, Herbert Petrie (미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6/1923~6/29/2013 내한-이한연도 1949-1985

배우자
Mitchell, Mary Belle Keith 
Maddin

학력 미시시피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한남대학교, 애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행정 

Mitchell, Mary Belle Keith Maddi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3/1926~8/16/2014 내한-이한연도 1949-1985

배우자 Mitchell, Herbert Petrie 학력 피바디대학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광주/대전/순천 

활동영역 행정/교육 

Moffett, Alice Fis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8/1870~7/20/1912 내한-이한연도 1897-1912

배우자 Moffett, Samuel Austin 학력 산타로나신학교, 쿠퍼의학대학

활동
내용

여성사역, 외국인학교 고등과정 책임자, 평양맹학교 봉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의료/교육/여성

Moffett, Eileen Flower (마애린)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3/12/1928~ 내한-이한연도 1956-1981

배우자 Moffett, Samuel Hugh 학력 워싱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기독교교육)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 교수, 서울여대, 보성여고, 숭의여고, 
기독교아동복리회 이사, 성경구락부 운동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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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Bett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19/1932~ 내한-이한연도 1969-1971

배우자 Moore, Ralph Eeskine 학력

활동
내용

순천나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Moore, John Venable (모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21/1926~10/9/2013 내한-이한연도 1955-1991

배우자 Moore, Katherine Ellen Boyer 학력 샌프란시스코신학교, 보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순천/전주/대전/서울 

활동영역

Moore, Katherine Ellen Boyer (모가연)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6/1928~11/7/2014 내한-이한연도 1955-1991

배우자 Moore, John Venable 학력 메리빌대학교, P.S.C.E.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도서관 사서)
활동지역 순천/전주/대전/서울 

활동영역 복음/행정 

Moore, Ralph Eeskine (모허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8/1933~12/27/2006 내한-이한연도 1969-1971

배우자 Moore, Betty 학력

활동
내용

순천 애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Moore, Rose El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5/1861~5/29/1923 내한-이한연도 1892-1907

배우자 Moore, Samuel Forest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Moffett, Samuel Hugh (마포삼락)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4/7/1916(평양)~2/9/2015 내한-이한연도 1955-1981

배우자
Moffett, Elizabeth B. Tarrant(1942), 
Moffett, Eileen Flower(1956)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예일대학(박사)

활동
내용

경안성경학교장, 경안고등학교 이사장,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미국 연합장로회 한국지부 총무, 아세아연합신학원 원장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행정

Mohenderson, Jea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복음

Moles, Claribel Marie (모은수)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9/1929~ 내한-이한연도 1954-1957

배우자 학력 퀸즈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Moon, Cyris Hee Suk (문희석)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4/1933~ 내한-이한연도 1972-1985

배우자 Moon, Rebekah Kim Sang Wha 학력 칼빈대학교, 페퍼다인, 콜롬비아신학교, 에모리대학교(박사)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구약학)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oon, Rebekah Kim Sang Wha (김상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5/1936~2/28/2011 내한-이한연도 1974-1985

배우자 Moon, Cyris Hee Suk 학력 서울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교육, 번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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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ry, Lois Thoma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22/1885~1975 내한-이한연도 1909-1949

배우자 Mowry, Eli M. 학력 우스터대학교

활동
내용

숭의여학교,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교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Mrs. Pow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4-194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운산 

활동영역 복음

Murphy, Anna Christine (명애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3/1890~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Murphy, Thomas Davidson 학력 알칸사스대학 

활동
내용

정명여학교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교육

Murphy, Thomas Davidson (민도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4/1884~1970 내한-이한연도 1921-1927

배우자 Murphy, Anna Christine 학력 알칸사스대학, 오스틴신학교,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

활동영역 복음

Myarer, Core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3-195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Moore, Samuel Forest (모삼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5/1860~12/22/1906 내한-이한연도 1892-1906

배우자 Moore, Rose Ely 학력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예수교학당 및 곤당골교회 설립, 홍문수골교회 담당, 백정대상 선교, 
신분제도 철폐 운동,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림(승동교회 전신)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계몽

Moore, William Lloy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4/1955~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학력 데이비슨대학, UTS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Morrison, A. J.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근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Morton, Katherine Roche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1/1965~ 내한-이한연도 1979-1980

배우자 학력 데이비슨대학, UTS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Mowry, Eli M. (모의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3/1880~10/17/1971 내한-이한연도 1909-1949

배우자 Mowry, Lois Thomas 학력 우스터대학교, 웨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숭실학교 교사, 평양 숭인, 숭덕 등 지방 14개 소학교 교장, 
장대현교회 성가대조직(한국 최초)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음악/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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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son, Dirk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3-197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Nelson, Elbert LeRoy (나일선)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1/25/1930~9/14/2019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Nelson, Joan Graves 학력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힐사이드하우스 디렉터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Nelson, Joan Graves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7/8/1930~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Nelson, Elbert LeRoy 학력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힐사이드하우스 보조 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Nesbit, Mary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6-196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Newland, LeRoy Tate (남대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7/1885~6/16/1969 내한-이한연도 1910-1942

배우자 Newland, Sarah Louise Andrews 학력 데이비슨대학, 루이빌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복음

Myers, Edith G. (매의덕)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1/1907~1984 내한-이한연도 1932-1954

배우자 학력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평양 연합기독병원, 미군정청 보건담당 고문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의료

A

Nash, Gerald S. (나재영)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7/30/1937~ 내한-이한연도 1967-1974

배우자 학력 화이트워스대학교,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Neil, Desmond Joh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28/1932~ 내한-이한연도 1960-1989

배우자 Neil, Marjorie 학력 퀸스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장신대학교 
활동지역 전주/부산/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Neil, Marjor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7/1931~ 내한-이한연도 1958-1989

배우자 Neil, Desmond John 학력 투움베이스병원, 퀸스빅토리아병원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전주/부산/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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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bet, Annabel Lee Major (유애나)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9/1869~2/21/1920 내한-이한연도 1906-1920

배우자 Nisbert, John Samuel 학력 찰리스여자대학 

활동
내용

정명여학교 
활동지역 전주/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Nisbet, Elizabeth Rachel Walk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9/1869~4/20/1958 내한-이한연도 1919-1939

배우자 Nisbert, John Samuel 학력 메리언여자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복음/행정 

Nolan, Joseph Wynne (놀란)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0/1850~ 내한-이한연도 1904-1908

배우자 학력 센트럴대학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목포/전주/광주 

활동영역 의료

Null, M. N.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3/1891~ 내한-이한연도 1903-1907

배우자 Null, Nell Johnson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의료

Null, Nell Johnso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3-1907

배우자 Null, M. N.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청주

활동영역 복음

Newland, Sarah Louise Andrew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2/1891~8/5/1981 내한-이한연도 1910-1942

배우자 Newland, LeRoy Tate 학력 퀸즈대학교 

활동
내용

주일학교,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복음

Nichol, Barbara L.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1/1946~ 내한-이한연도 1972-1973

배우자 학력 조지아주립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Nieusma, Dick H. (유수만)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20/1930~7/7/2018 내한-이한연도 1961-1986

배우자 Nieusma, Ruth Joan Slotsma 학력 홉킨스대학, 미시건대학,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치과)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의료

Nieusma, Ruth Joan Slotsma (유애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23/1930~4/23/2016 내한-이한연도 1961-1986

배우자 Nieusma, Dick H. 학력 존스홉킨스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연세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 미국인 학교(선교사 자녀교육), 스피어 간호학교, 호남신학교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교육

Nisbert, John Samuel (유서백)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6/1869~12/22/1949 내한-이한연도 1906-1939

배우자
Nisbet, Annabel Lee Major, 
Nisbet, Elizabeth Rachel Walker

학력 알칸사스대학, SWPU

활동
내용

신흥남자고등학교,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목포

활동영역 복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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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ens, Herbert T.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20/1882~미상 내한-이한연도 1918-1933

배우자 Owens, May Summer 학력
몬트리올 YMCA운영의 야간학교 수료, 
퀸즈대학교 교외수업 참가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Owens, May Summ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0/1882~미상 내한-이한연도 1918-1933

배우자 Owens, Herbert T.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A

Paisley, Florece Isabel Jarbeau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3/1892~12/25/1973 내한-이한연도 1921-1959

배우자 Paisley, James Ira 학력 센트럴대학,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군산 

활동영역 교육

Paisley, James Ira (이아각)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3/1884~7/7/1952 내한-이한연도 1921-1950

배우자 Paisley, Florece Isabel Jarbeau 학력 알칸사스대학, 오스틴신학교,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군산 

활동영역 복음/교육

Oeyen, Robert von Jr. (변오현)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95-2001

배우자 Oeyen, Sherry 학력 예일대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신학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Oeyen, Sherry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95-2001

배우자 Oeyen, Robert von Jr. 학력

활동
내용

가정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Owen, Clement Carrington (오기원)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9/1867~4/3/1909 내한-이한연도 1897-1909

배우자 Owen, Georgiana Whiting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UTS, 버지니아대학 

활동
내용

목표진료소,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복음

Owen, Georgiana Whiting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2/1869~1/24/1952 내한-이한연도 1900-1923

배우자 Owen, Clement Carrington 학력 노스필드신학교,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 

활동
내용

제중원의 재정담당, 여성 진료활동, 1900년 남장로선교부로 이적, 
수피아여학교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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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M.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Parker, William Peticolas (박원림)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9/1888~5/26/1958 내한-이한연도 1911-1937

배우자 Parker, Harriet Dillaway Fitch 학력 데이비슨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평양외국인학교, 숭실대학
활동지역 광주/평양  

활동영역 교육

Parks, Anna Rue Astee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7/1933~ 내한-이한연도 1956-1967

배우자 Parks, David Lewis 학력 몬트리트대학, 벨헤이븐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서울

활동영역 복음

Parks, David Lewis (박대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23/1926~1/6/2019 내한-이한연도 1956-1967

배우자 Parks, Anna Rue Asteen 학력 조지아공과대학,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서울

활동영역 복음

Parvin, Charles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6-197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Park, Haejung S. (신혜정)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4/22/1949~ 내한-이한연도 2007-2012

배우자 Park, Simon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활동
내용

YAV 코디네이터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Park, Simon (박숭현)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3/9/1946~ 내한-이한연도 2007-2012

배우자 Park, Haejung S. 학력 일리노이주립대학, 아이오와대학(석사, 박사)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선교동역자-교목실 협동, 지역선교, 
미국 장로교 관계 대학 상호교류, 영어강의, 외국인 학생 전도 및 양육,
한국기독교연합회관운영위원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Parker, Harriet Dillaway Fitc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1887~4/18/1969 내한-이한연도 1911-1937

배우자 Parker, William Peticolas 학력 웨스턴여자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목포/평양  

활동영역 교육/복음

Parker, Joseph Kent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7/1883~미상 내한-이한연도 1912-1914

배우자 Parker, Lydia Sparrow 학력 데이비슨대학,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Parker, Lydia Sparrow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20/1887~미상 내한-이한연도 1912-1914

배우자 Parker, Joseph Kenton 학력 데이비슨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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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 Miriam Louis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7/1945~ 내한-이한연도 1967-1969

배우자 Michael H. Hamilton 학력 메리빌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 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Pettis, Dollie Elizabeth Walk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17/1925~ 내한-이한연도 1952-1967

배우자 Pettis, Ernest Wardlaw 학력 벨헤이븐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순천 

활동영역 복음

Pettis, Ernest Wardlaw (배지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28/1921~3/24/1997 내한-이한연도 1952-1967

배우자 Pettis, Dollie Elizabeth Walker 학력 미시시피주립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순천 

활동영역 복음

Phillips, Charles L. (필립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2/1885~3/18/1985 내한-이한연도 1910-1950

배우자 Phillips, Florence Plummer 학력 클락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평양 연화동교회 초대목사, 숭실대학교 강사, 평양성경학교 교수, 
귀국 후 재내한하여 조선신학원 강의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Phillips, Florence Plumm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2/1878~2/16/1960 내한-이한연도 1910-1950

배우자 Phillips, Charles L. 학력 나약선교사훈련

활동
내용

미국학교 인문학과, 여성성경공부 
활동지역 평양/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Patten, Joy Blaney (배희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9/1930~ 내한-이한연도 1974-1978

배우자 Patten, Robert Chester 학력 밀스대학, 코넬대 간호대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거제도 

활동영역 의료

Patten, Robert Chester (배의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9/1928~3/11/2006 내한-이한연도 1974-1978

배우자 Patten, Joy Blaney 학력 데이비슨대학, 코넬의과대학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거제도 

활동영역 의료

Patterson, Jacob Bruce (손배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1876~2/15/1933 내한-이한연도 1909-1926

배우자
Patterson, Rosetta Palmer 
Crabbe

학력 우스터대학, 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군산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군산

활동영역 의료

Patterson, Rosetta Palmer Crabb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1/1875~미상 내한-이한연도 1911-1926

배우자 Patterson, Jacob Bruce 학력 우스터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군산

활동영역 의료

Patton, George Mallory (배종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0/1930~ 내한-이한연도 1964-1978

배우자 학력 노스이스트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P.S.C.E.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임상병리사)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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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s, Elizabeth Campb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4/1872~1/4/1906 내한-이한연도 1904-1906

배우자 Pieters, Alexander A.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Pieters, Eva 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4/1868~7/20/1932 내한-이한연도 1897-1932

배우자 Pieters, Alexander A. 학력 아이오와상업대학, 노스웨스턴대학교 여성의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강의, 성서번역 작업협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문서/교육

Pitts, James Jeffers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6/11/1953~ 내한-이한연도 1985-1991

배우자 Pitts, Sung Hark You 학력 프란시스매리언대학, 밥신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영문과)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Pitts, Laura Ma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2/1879~2/13/1911 내한-이한연도 1910-191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Pitts, Sung Hark You (유성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0/1957~ 내한-이한연도 1985-1991

배우자 Pitts, James Jefferson 학력 남캐롤라이나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Phillips, Frances Dana Fulch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0/1929~ 내한-이한연도 1957-1960

배우자 Phillips, Robert Derrick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여자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Phillips, James M.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49-195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Phillips, Robert Derrick (백빌익)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2/1925~ 내한-이한연도 1956-1960

배우자 Phillips, Frances Dana Fulcher 학력 데이비슨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Pieters, Alexander A. (피득)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30/1871~6/29/1958 내한-이한연도 1895-1941

배우자
Pieters, Elizabeth Campbell(1902), Pieters, 
Eva H.(1908), Pieters, Anne Cooper

학력 러시아인문고등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미국성서공회 직원으로 내한 후 미국북장로회로 이적, 구약성서 한글로 
번역, 게일<한영사전>개정판 발간, 성서개역위원회 임원, 
크리스마스실 운동, 세브란스병원 이사로 봉직, 성서번역

활동지역 서울/재령/선천

활동영역 문서/복음/의료

Pieters, Anne Coop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4-1941

배우자 Pieters, Alexander A.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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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 L.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6/1934~ 내한-이한연도 1934-194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운산 

활동영역 의료

Pratt, Charles Henry (안채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0/1881~1/26/1950 내한-이한연도 1911-1918

배우자 Pratt, Pattie Foster Ward 학력 킹대학, UTS (버지니아), 프린스턴대학교, 사우던밥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Pratt, Pattie Foster War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6/1884~11/11/1978 내한-이한연도 1911-1918

배우자 Pratt, Charles Henry 학력 성메리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Preston, Annie Shannon Wile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5/1879~10/31/1983 내한-이한연도 1903-1946

배우자 Preston, John Fairman 학력 스테이스빌대학,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순천 

활동영역 복음

Preston, Florence Stuphe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34-1935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Poe, T. Joanne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9/17/1932~4/16/2008 내한-이한연도 1962-1992

배우자 학력 플로리다주립대학교(피아노 전공), 오클라호마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동산병원 및 애록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Pollard, Harriet E. (방해례)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9/1879~9/8/1968 내한-이한연도 1911-1941

배우자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 신명여학교 교장, 대구제일교회 주일학교, 대구 성경학교 교육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 

Pope, Laura Elizabe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14/1948~ 내한-이한연도 1971-1977

배우자 학력 세인트앤드류스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녁교육,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순천/대전  

활동영역 교육

Pope, Mary Nett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897/3/11~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4

배우자 학력 콜럼버스여자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Power, Charles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855~3/20/1904 내한-이한연도 1888-188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제중원 의료활동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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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Moneta May Speaker (서명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6/1936~ 내한-이한연도 1957-1984

배우자 Prince, Clarence Elmer 학력 텍사스대학교, 오스틴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영어), 대전신학교, 한국영어교사협회 창립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Pritchard, Margaret Frances (변마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1900~2/14/1988 내한-이한연도 1929-1969

배우자 학력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전주예수병원, 예수병원 간호학교 설립
활동지역 광주/전주 

활동영역 의료

Pritts, Patricia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9/1938~ 내한-이한연도 1962-1965

배우자 학력 머스킹엄대학, 인디애나주립대학

활동
내용

어린이 체육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Provost, Mariella Talmag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3/1923(광주)~4/15/2014 내한-이한연도 1948-1966

배우자 Provost, Raymond C. 학력 버지니아의과대학(간호학)

활동
내용

의료선교사, 경주 문화고등학교
활동지역 대구/경주

활동영역 의료/교육 

Provost, Raymond C. (부례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1/1919~2/20/1997 내한-이한연도 1948-1966

배우자 Provost, Mariella Talmage 학력 워싱턴제퍼슨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경동노회 내 지역전도 및 성경강의, 구제사역
활동지역 서울/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복지

Preston, Imogen Bir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8/1915~3/6/2006 내한-이한연도 1938-1947

배우자 Preston, John Fairman 학력 메리볼드윈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광주 

활동영역 교육

Preston, John Fairman (변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30/1875~6/6/1975 내한-이한연도 1902-1946

배우자 Preston, Annie Shannon Wiley 학력 퍼먼대학, 프린스턴신학교, UTS, 킹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숭일학교, 광주교회, 평양신학교 
활동지역 목포/광주/순천 

활동영역 복음

Preston, John Fairman Jr. (프레스톤)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2/1909~ 내한-이한연도 1938-1947

배우자 Preston, Imogen Bird 학력 데이비슨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Preston, Miriam Wile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6/1905~3/22/2005 내한-이한연도 1927-1930

배우자 Kenneth St. Clair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Prince, Clarence Elmer (박인성)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9/1928~11/19/2018 내한-이한연도 1957-1984

배우자 Prince, Moneta May Speaker 학력 달라스대학교, 오스틴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수물학과), 숭실대(전자공학과)
활동지역 대전/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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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liff, Amy I.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6-192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교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Radcliffe, Dorothy Polhemu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1/1926~ 내한-이한연도 1959-1966

배우자 Radcliffe, William Worth 학력
레들랜즈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캔자스대학교

활동
내용

계명대학교 협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Radcliffe, William Worth (라기업)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10/1926~ 내한-이한연도 1959-1966

배우자 Radcliffe, Dorothy Polhemus 학력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캔자스대학교

활동
내용

대구 계명대학 교수, 협동학장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교육

Rainforth, A.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 병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Purdy, Emily Montgomer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3-1926

배우자 Purdy, Jason G.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복음

Purdy, Jason G. (부례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18/1897~5/14/1926 내한-이한연도 1923-1926

배우자 Purdy, Emily Montgomery 학력 메리빌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청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Purviance, Lulu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3/1883~10/16/1967 내한-이한연도 1908-1913

배우자 Purviance, Walter C. 학력 파크대학교, 벨뷰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청주

활동영역 의료

Purviance, Walter C. (부반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19/1875~11/10/1952 내한-이한연도 1908-1913

배우자 Purviance, Lulu B. 학력

활동
내용

선천 미동병원 의료선교,청주선교부 의료활동 및 지방순회진료, 
던컨기념병원

활동지역 선천/청주

활동영역 의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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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er, Ralph Olive (나도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26/1882~6/26/1967 내한-이한연도 1908-1947

배우자 Reiner, Jessie M.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대구/평양

활동영역 교육/독립운동

Renich, Edwin A. (여라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1/1882~4/30/1973 내한-이한연도 1910-1913

배우자 Renich, Ethel Eckel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

Renich, Ethel Ecke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7/1889~4/1918 내한-이한연도 1910-1910

배우자 Renich, Edwin A. 학력

활동
내용

여성사역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여성/계몽

Respess, Ocie (오시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6/1910~8/2/2001 내한-이한연도 1954-1964

배우자 학력 조지아주립여자대학, 크레포드롱병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Reynolds, Constance Maywell Coup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12/1897~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30

배우자 Reynolds, John Bolling 학력 메리볼드윈대학, 뉴욕성서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광주/전주  

활동영역 복음

Rankin, Cornelia Beckwith (엄언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5/1879~8/13/1911 내한-이한연도 1907-1911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기전여학교(교장)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Rapp, Neville Sue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0/1938~ 내한-이한연도 1986-1987

배우자 학력 래드클리프대학, 미주리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Rehrer, Jennie May (이우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31/1890~1953 내한-이한연도 1917-1928

배우자 학력 모리스타운간호훈련학교, 유니온훈련학교

활동
내용

강계 케네데병원 간호원
활동지역 강계

활동영역 의료

Reiner, Ella M.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84~5/14/1962 내한-이한연도 1916-192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평양 연합기독병원, 대구 동산병원
활동지역 평양/청주/대구

활동영역 복음

Reiner, Jessie M.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2/1882~7/3/1962 내한-이한연도 1908-1947

배우자 Reiner, Ralph Olive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여성성경공부
활동지역 서울/대구/평양

활동영역 교육

 | 총람 알파벳 순 ••• R |

152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153[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Rhodes, Harry Andrew (노해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1/1875~6/16/1965 내한-이한연도 1908-1945

배우자 Rhodes, Edith Brown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프린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만주 전도여행 및 성경반 지도, 연희전문학교 교수, 
미북장로교 선교회 실행위원회 위원, 조선예수교서회 편집위원

활동지역 선천/평양/강계/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문서

Rice, Alice Venabl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7/1919~3/28/2015 내한-이한연도 1950-1965

배우자 Rice, Robert Franklin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웨스터민스터콰이어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Rice, Robert Franklin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18/1921~12/26/2002 내한-이한연도 1950-1965

배우자 Rice, Alice Venable 학력 덴빌센터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경동노회 내 지역전도 및 성경강의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

Rice, Suzanne Belde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5/4/1934~6/14/2018 내한-이한연도 1966-1982

배우자 Rice, Walter Ransom 학력 로렌스대학교

활동
내용

경희대학교 캠퍼스사역, 성노동자 재활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Rice, Walter Ransom (나의선)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7/2/1932~ 내한-이한연도 1966-1982

배우자 Rice, Suzanne Belden 학력 미들베리대학, 웨스턴신학교, 예일신학교

활동
내용

경희대학교 캠퍼스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Reynolds, Ella Tinsle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11/190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0-192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Reynolds, John Bolling (이보린)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0/1894~3/20/1970 내한-이한연도 1920-1930

배우자
Reynolds, Constance Maywell 
Couper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콜롬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숭일학교, 전주신흥학교
활동지역 순천/광주/전주  

활동영역 교육

Reynolds, Patsy Bolling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8/1868~3/11/1962 내한-이한연도 1892-1937

배우자 Reynolds, William Davis 학력 메도비아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서울/전주/목포/평양 

활동영역 복음

Reynolds, William Davis (이눌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1/1867~4/2/1951 내한-이한연도 1892-1937

배우자 Reynolds, Patsy Bolling 학력 햄든시드니대학, 존스홉킨스의과대학, UTS

활동
내용

평양장로회신학교(조직신학), 성서번역, 남장로교한국선교부 회장
활동지역 서울/전주/목포/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Rhodes, Edith Brow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3/1881~11/14/1974 내한-이한연도 1908-1945

배우자 Rhodes, Harry Andrew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평양/강계/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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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chie, Jefferson Irvine (이재풍)

성별 남 소속 SP/PU 생몰연도 10/3/1949~ 내한-이한연도 1980-1989

배우자 Richie, Megan Knox 학력 데이비슨대학, 풀러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도부 국제부, 농어촌부 협동간사, 
에큐메니컬 사업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복음

Ritze, Florella R.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20/1914~12/24/2005 내한-이한연도 1979-1983

배우자 Ritze, Frederick H.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Ritze, Frederick H.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11/14/1918~9/26/1997 내한-이한연도 1979-1983

배우자 Ritze, Florella R. 학력

활동
내용

숭전대학원 (영문학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Robb, Arlene Ja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15/1920~10/4/2015 내한-이한연도 1959-1963

배우자 Robb, Dale Willard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활동
내용

기독학생운동 협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Robb, Dale Willard (노대일)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13/1921~10/24/2016 내한-이한연도 1959-1963

배우자 Robb, Arlene Jay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맥코믹신학교, 마이에미대학교 

활동
내용

한국기독학생운동 사무총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Richelson, Mark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4-196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Richie, Megan Knox (나미영)

성별 여 소속 SP/PU 생몰연도 8/4/1951~ 내한-이한연도 1980-1989

배우자 Ritchie, Jefferson Irvine 학력 페이퍼대학,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영어강의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복음

Rickabaugh, Homer Tyndale (이거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1/1932~12/28/2012 내한-이한연도 1957-1980

배우자
Rickabaugh, Natalie Ross 
Abbott

학력 메리빌대학교, 루이빌신학교, UTS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교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복음

Rickabaugh, Natalie Ross Abbott (나타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4/1934~5/20/2019 내한-이한연도 1962-1980

배우자 Rickabaugh, Homer Tyndale 학력 성룩스병원간호학교, 바네스병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마취)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의료

Rightmyer, Margaret (마진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4/1952~ 내한-이한연도 1976-1980

배우자 학력 조지사우던대학, P.S.C.E.

활동
내용

한일장신대학교, 전주간호대학
활동지역 전주/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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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on, Mrs. Frederick 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7-1968

배우자 Robertson, Frederick S. 학력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Robinson, Elizabeth Eleanor Ruhmann (라엘리사벳)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24/1917~ 내한-이한연도 1949-1981

배우자 Robinson, Robert Kitchen 학력 텍사스주립대학, ATS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목포/대전 

활동영역 복음

Robinson, James Courtland (로고덕)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12/7/1926~ 내한-이한연도 1960-1971

배우자 Robinson, Sally Shoemaker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콜롬비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교육담당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의료 

Robinson, Robert Kitchen (라빈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9/1919~3/26/1988 내한-이한연도 1919-1981

배우자
Robinson, Elizabeth Eleanor 
Ruhmann

학력 햄든 시드니대학, 유니온신학교, 장로기독교교육대학원 

활동
내용

목포성서신학원 
활동지역 목포/대전 

활동영역 복음

Robinson, Sally Shoemak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11/1931~ 내한-이한연도 1960-1971

배우자 Robinson, James Courtland 학력 브린모어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Roberts, Evelyn Millen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5/1882~10/5/1966 내한-이한연도 1907-1946

배우자 Roberts, Stacy L. 학력 블레어노회아카데미

활동
내용

주일학교 및 가정사역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

Roberts, Stacy L. (나부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8/1881~10/1946 내한-이한연도 1907-1946

배우자 Roberts, Evelyn Millen 학력 라피에르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2대 교장
활동지역 선천/평양

활동영역 교육

Robertson, Frederick S.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7-1968

배우자 Robertson, Mrs. Frederick S.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복음

Robertson, L'Mee Lehman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0/1887~미상 내한-이한연도 1915-1922

배우자 Robertson, Moorman Owen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Robertson, Moorman Owen (라빈슨)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6/1886~1952 내한-이한연도 1915-1922

배우자 Roberson, L'mee Lehmann 학력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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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 Ellen Fraser (오성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6/1936~ 내한-이한연도 1961-1980

배우자 Ross, David Earl 학력 킹대학, P.S.C.E.

활동
내용

UBF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Ross, Lilian (노일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30/1900(부산)~1993 내한-이한연도 1926-1983

배우자 학력 평양외국인학교, 노스필드신학교, 파크대학, 휴론대학

활동
내용

성경학교 교사, 해방후 재내한하여 대구지역 구제사업, 
평양교회 복구사업

활동지역 재령/강계/대구

활동영역 교육/복음 

Ross, Susan Shank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30/1872~6/16/1954 내한-이한연도 1897-1937

배우자 Ross, Cyril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부산/선천

활동영역 의료

Rowan, Martha MacLeo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8/1948~ 내한-이한연도 1971-1972

배우자 학력 퀸즈대학교, P.S.C.E.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간호대학, 전북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Rogers, James McLean (로세제/노재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14/1892~1/9/1967 내한-이한연도 1917-1947

배우자 Rogers, Mary Dunn Ross 학력 데이비슨대학, 버지니아의과대학 

활동
내용

알렉산더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Rogers, Mary Dunn Ros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18/1894~5/9/1960 내한-이한연도 1917-1947

배우자 Rogers, James McLean 학력 퀸대학

활동
내용

순천여학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Root, Florence Elizabeth (유화례)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1/1893~5/26/1995 내한-이한연도 1926-1964

배우자 학력 스미스대학, 시라커스대학, ATS, 콜롬비아대학 

활동
내용

수피아 여학교, 목포고등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목포 

활동영역 교육

Ross, Cyril (노세영)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4/1867~2/5/1963 내한-이한연도 1897-1937

배우자 Ross, Susan Shank 학력 파크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달라스신학교

활동
내용

경남 함안 이영리교회 설립, 부산 영주동교회 설립, 
구마산교회 기초 세움, 평북 선천 남자성경학교장, 신성학교 설립 참여,
알렉산더휴양소 건립, 평북노회장

활동지역 부산/선천

활동영역 교육/복음

Ross, David Earl (오대원)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14/1935~ 내한-이한연도 1961-1980

배우자 Ross, Ellen Fraser 학력 킹대학, 유니온신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국문학과)

활동
내용

한국 예수전도단(YWAM) 설립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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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tell, Chase C. (사우대)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9/1881~11/16/1909 내한-이한연도 1907-1909

배우자 Sawtell, Katherine McClung 학력 벨뷰대학, 오마하신학교 

활동
내용

선교기지 준비, 장티푸스로 별세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Sawtell, Katherine McClun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07-1911

배우자 Sawtell, Chase C.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Scheifley, Ruth Lapple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4/1894~미상 내한-이한연도 1915-1920

배우자 Scheifley, William J. 학력 프레벨유치원학교

활동
내용

유치원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Scheifley, William J. (사부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30/1892~3/17/1958 내한-이한연도 1915-1920

배우자 Scheifley, Ruth Lappley 학력 필라델피아치과대학, 템플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치과 개설, 치과 강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Scott, Anna Bicksl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16/1917~8/4/2010 내한-이한연도 1954-1963

배우자 Scott, Kenneth M. 학력 장로교병원간호학교, 펜실베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결핵예방사업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의료

Samuel, Jan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71~1945 내한-이한연도 1903-1927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선천여자성경반 강사, 의주 여자선교사업 개척, 안동 여자전도회 조직, 
선천여자성경학교 설립 및 신학 강의, 평양 숭의여학교 성경교사 

활동지역 선천/평양/의주

활동영역 여성/교육

Sanders, Elizabet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3-193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

활동영역 복음

Santinga, John T.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9/23/1932~ 내한-이한연도 1966-1970

배우자 Santinga, Reda Ann Rynbrandt 학력 호프대학, 미시간의과대학

활동
내용

세브란스의료센터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Santinga, Reda Ann Rynbrandt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7/19/1935~ 내한-이한연도 1966-1970

배우자 Santinga, John T. 학력 호프대학, 메리랜드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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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 David John (설대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4/1925~11/20/2004 내한-이한연도 1952-1990

배우자 Seel, Mary Lavinia Batchelor 학력 톨란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디렉터, 연세대 의과대학(수술과)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Seel, Mary Lavinia Batchelor (설매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8/1925~9/28/2009 내한-이한연도 1952-1990

배우자 Seel, David John 학력 메리빌대학교, 로욜라대학, 샤리티홉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교육 

Segaar, Eileen Ardis (홍애련)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8/1943~ 내한-이한연도 1968-1975

배우자 Hong, Chull 학력
칼빈대학교, 라이스기념간호대학, 
불로드겟기념병원간호대학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Sharp, Charles Edwin (사우업)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1870~10/13/1952 내한-이한연도 1900-1921

배우자 Sharp, Eliza Howell 학력

활동
내용

재령읍교회, 신산읍교회 목회, 재령성경학교 설립 기여, 황해노회장
활동지역 서울/재령

활동영역 복음/교육

Sharp, Eliza How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6/1870~10/8/1937 내한-이한연도 1900-1921

배우자 Sharp, Charles Edwin 학력 유니온선교훈련기관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재령

활동영역 복음

Scott, Anna V.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2-195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Scott, Eleanor Lier Caslick (계월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31/1928~ 내한-이한연도 1953-1957

배우자 Scott, Jack Brown 학력 밴더빌트대학교, P.S.C.E.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순천나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의료 

Scott, Jack Brown (서고덕/수고대)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1928~6/13/2011 내한-이한연도 1952-1957

배우자 Scott, Eleanor Lier Caslick 학력 데이비슨대학, 콜롬비아신학교, 도로프시대학교 

활동
내용

애양원(원목)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Scott, Kenneth M. (사미화)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2/1916~9/15/2014 내한-이한연도 1953-1963

배우자 Scott, Anna Bicksler 학력 데이비슨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대구동산병원 대리원장, 순회전도 및 계몽운동, 
대구 계명대학 재단법인이사, 대구나병원사업, 세브란스 의대 이사, 
연희대학교 이사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Scott, Lynda M

성별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84-198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숭실대학교(영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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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 Marion Alice (서마련)

성별 여 소속 NP/SP 생몰연도 7/19/1916~ 내한-이한연도 1949-1985

배우자 학력 위스콘신대학교, 잭슨클리닉, 로스앤젤레스비니지스학교

활동
내용

6.25 때 일본에서 한국피난민옹호위원회, 부산 선교회본부
PCK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행정보좌

활동지역 서울/부산

활동영역 피난민옹호/행정

Shaw, Sharon Mima Ulrich (서인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1942~ 내한-이한연도 1976-1984

배우자 Shaw, John Colton 학력 워싱턴대학교, 미주리대학교, 스팔딩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Shearer, Loris Eda Loree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4/11/1932~11/11/2016 내한-이한연도 1958-1972

배우자 Shearer, Roy Edward 학력 루이스&클라크대학

활동
내용

강동노회 내 지역전도
활동지역 서울/안동

활동영역 복음

Shearer, Roy Edward (서명원)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5/14/1932~1999 내한-이한연도 1958-1972

배우자 Shearer, Loris Eda Loree 학력 루이스&클라크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안동

활동영역 복음

Sheldon, Amy Irene Te Sell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4/1926~ 내한-이한연도 1954-1965

배우자 Sheldon, Benjamin Erastus 학력 링컨병원간호학교, 센트랄대학

활동
내용

안동기독클리닉 간호교육
활동지역 서울/안동

활동영역 의료/교육

Sharrocks, Alfred M. (사락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11/1872~12/25/1919 내한-이한연도 1899-1919

배우자 Sharrocks, Mary Ames 학력 파크대학교, 쿠퍼의과대학

활동
내용

평양선교부, 선천지역 의료선교사, 강계 신성학교 교감, 
예장 7노회 설립회계, 세브란스의전 이사

활동지역 서울/평양/선천

활동영역 의료/교육

Sharrocks, Ella J. (사은라)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6-195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의전 부설 간호학과 교수, 간호과정 
활동지역 안동/서울/대구

활동영역 의료교육/교육

Sharrocks, H. F.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5-1926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Sharrocks, Mary Ame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22/1868~5/13/1950 내한-이한연도 1899-1933

배우자 Sharrocks, Alfred M. 학력 캘리포니아유치원훈련학교, 여성아동병원간호사훈련

활동
내용

세브란스유니온병원 수간호사, 아동과 여성돌봄사역
활동지역 서울/평양/선천

활동영역 의료/교육

Shaw, John Colton (서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7/16/1939~ 내한-이한연도 1972-1984

배우자 Shaw, Sharon Mima Ulrich 학력 오라크대학, 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재활의학과)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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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ley, Nancy Crisler Wilson (심난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21/1909~6/24/1992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Sibley, William Augustus 
Longstreet

학력 홀린스대학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Sibley, William Augustus Longstreet (심우렴 )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12/1900~12/1/1994 내한-이한연도 1964-1967

배우자 Sibley, Nancy Crisler Wilson 학력 조지아공과대학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행정 

Sich, Dorothea H.E. (지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9/1933~ 내한-이한연도 1966-1970

배우자 학력 훔볼트대학교, 프랑클린대학교,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산부인과)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의료

Sidebotham, Effie B.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17/1876~1944 내한-이한연도 1899-1907

배우자 Sidebotham, Richard Henry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부산

활동영역 복음

Sidebotham, Richard Henry (사보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14/1874~12/3/1908 내한-이한연도 1899-1907

배우자 Sidebotham, Effie B. 학력 알마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대구선교부, 부산선교부 
활동지역 대구/부산

활동영역 복음

Sheldon, Benjamin Erastus (설의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31/1928~9/18/2012 내한-이한연도 1953-1965

배우자 Sheldon, Amy Irene Te Selle 학력 메리빌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안동 강동노회 학생전도사역, 성경강의
활동지역 서울/안동

활동영역 복음/교육

Shepping, Elizabeth Johanna (서서평)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6/1880~6/26/1934 내한-이한연도 1912-1934

배우자 학력 사범대학교, 성마가병원간호대학, 화이트성서신학교 

활동
내용

광주이일성경학교 설립 
활동지역 광주/군산/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Shields, Esther Lucas (수일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26/1868~11/8/1940 내한-이한연도 1897-1938

배우자 학력 필라델피아간호훈련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복음전도
활동지역 서울/선천

활동영역 의료/복음

Sibley, Jean Lee Butler (손진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7/1926~ 내한-이한연도 1960-1976

배우자 Sibley, John Rawson 학력 마운트홀리요크대학, 노스웨스턴의과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거제

활동영역 의료

Sibley, John Rawson (손요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7/1926~6/24/2012 내한-이한연도 1960-1976

배우자 Sibley, Jean Lee Butler 학력 앰허스트대학, 대트머스의과대학 

활동
내용

경북선교부 활동, 대구장로교병원
활동지역 대구/거제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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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Howard Basil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5/1925~ 내한-이한연도 1949-1954

배우자 Smith, Agnes Allison Hibbs 학력 밴더빌트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행정 

Smith, Katherine Edith (서미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3/18/1958~ 내한-이한연도 1949-1982

배우자 학력 캔자스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홍익재활원
활동지역 광주/마산

활동영역 의료/ 교육

Smith, Laura McLan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1-1950

배우자 Smith, Roy Kenneth 학력

활동
내용

크리스마스씰판매하여 결핵환자후원
활동지역 안동/대구/재령/평양

활동영역 복음

Smith, nee Dorothy Beryl Heilma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13/1921~ 내한-이한연도 1967-1970

배우자 Smith, Eugene Marsters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Smith, Robert Lee (심득인)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1924~1/9/1996 내한-이한연도 1954-1971

배우자 학력 휘튼대학,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원목), 목포성서신학원
활동지역 전주/목포 

활동영역 복음

Simpson, Margaret Spic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1/1934~ 내한-이한연도 1958-1967

배우자 Simpson, Wilfred Lawrence 학력 멜버른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광주/서울 

활동영역 교육

Simpson, Wilfred Lawrence (심부선)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1/1932~9/30/2019 내한-이한연도 1958-1967

배우자 Simpson, Margaret Spicer 학력 멜버른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Smith, Agnes Allison Hibb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8/1925~ 내한-이한연도 1950-1954

배우자 Smith, Howard Basil 학력 밴더빌트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행정 

Smith, Eugene Marsters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24/1919~ 내한-이한연도 1967-1970

배우자
Smith, nee Dorothy Beryl 
Heilman

학력 휘트워스대학, 샌프란시스코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Smith, Grace Purn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9~1945 내한-이한연도 1902-1919

배우자 Smith, Walter Everett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부산/평양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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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tau, Grace Z.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0/1886~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9

배우자 Soltau, David Livingstone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음악교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Soltau, Mary Campbell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4/1892~미상 내한-이한연도 1914-1937

배우자 Soltau, Thedore Stanley 학력 워싱턴대학교, 휘트워스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선천/강계/청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Soltau, Thedore Stanley (소열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4/1890~7/19/1972 내한-이한연도 1914-1937

배우자 Soltau, Mary Campbell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청주중앙교회 부설 국민학교 교장, 조선기독교서회 이사,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실행위원 

활동지역 선천/강계/청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Somerville, John Nottingham (서의필)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3/1926~ 내한-이한연도 1953-1994

배우자 Somerville, Virginia Bell 학력
장로회신학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성균관대학교,
하버드대학교(박사)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목포/서울/대전 

활동영역 복음/교육

Somerville, Virginia Bell (서진주)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6/1927~8/26/2006 내한-이한연도 1953-1994

배우자 Somerville, John Nottingham 학력 휘튼대학, 존스홉킨스대학 

활동
내용

대전 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목포/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Smith, Roy Kenneth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4/28/1885~7/31/1957 내한-이한연도 1911-1950

배우자 Smith, Laura McLane 학력 엠포리스대학, 캔자스대학교 

활동
내용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의과대학 이사, 미군정청 의료고문, 
대구 동산병원장과 의료선교 감독

활동지역 안동/대구/재령/평양

활동영역 의료

Smith, T. Joann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4/1935~ 내한-이한연도 1963-1966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존스홉킨스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내과)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Smith, Walter Everett (심익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874~7/6/1932 내한-이한연도 1902-1919

배우자 Smith, Grace Purnell 학력 메릴랜드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부산 전도 및 교회설립, 나환자 선교, 숭실대학 강의, 문서선교
활동지역 부산/평양

활동영역 문서/복음

Snoock, Velma (선우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9/1866~3/20/1960 내한-이한연도 1900-1936

배우자 McMurtrie, Robert M. 학력 파슨스대학, 아이오와사범대학 

활동
내용

숭의여학교 2대 교장 및 교사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여성

Soltau, David Livingstone (소일도)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4/1890~미상 내한-이한연도 1921-1929

배우자 Soltau, Grace Z.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활동
내용

숭실전문학교 교수, 평양 외국인학교 교장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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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 Joseph Daniel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1-1964

배우자 Stanley, Myrna 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Stanley, Myrna E.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4/29/1930~ 내한-이한연도 1961-1964

배우자 Stanley, Joseph Daniel 학력 노스웨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Steading, Alma Davis (서옥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20/1924~ 내한-이한연도 1962-1968

배우자 학력 퍼먼대학교, 남캐롤라이나대학교, P.S.C.E.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Steele, Barbar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28/1938~ 내한-이한연도 1974-1977

배우자 Steele, Paul D. 학력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Steele, Paul 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1/1935~12/11/2016 내한-이한연도 1974-1977

배우자 Steele, Barbara 학력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Southall, Lillian Hedleston Crane (사우솔)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21/1915~4/4/2000 내한-이한연도 1938-1941

배우자 Southall, Thompson Brown 학력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Southall, Thompson Brown (서도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22/1905~11/18/1993 내한-이한연도 1938-1941

배우자 Southall, Lillian Hedleston Crane 학력 UTS, 랜돌프메이컨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Spencer, Kelmore Wallace (서길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9/1923~1/14/2013 내한-이한연도 1953-1987

배우자 Spencer, Vonita Ann Klammer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복음전도, 대구KNCC협력, 영어강의, 구제사역
활동지역 청주/대구

활동영역 복음

Spencer, Vonita Ann Klamm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1/1927~1/2/2018 내한-이한연도 1953-1987

배우자 Spencer, Kelmore Wallace 학력 프린스턴신학교(청강)

활동
내용

심방사역, 여성사역
활동지역 청주/대구

활동영역 복음

Stanley, Authur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10/31/1926~ 내한-이한연도 1972-197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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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tie, Lois Jea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8/1941~ 내한-이한연도 1965-1968

배우자 Harmon, Thomas A. 학력 위튼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Swallen, Olivette R. (소안렵)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0/1893~1975 내한-이한연도 1915-1958

배우자 학력
노스필드신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무디성경학교, 
위튼대학

활동
내용

성경강의, 여성사역 
활동지역 평양/선천/서울

활동영역 교육

Swallen, Sallie Williso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16/1863~12/31/1945 내한-이한연도 1892-1932

배우자 Swallen, William L. 학력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원산/평양

활동영역 복음

Swallen, William L. (소안론)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3/24/1859~5/8/1954 내한-이한연도 1892-1932

배우자 Swallen, Sallie Willison 학력 우스터대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관서지방 개척선교사, 평양주재 선교사, 
평양선교부 숭실학당 관리책임자,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 초대회장, 
평양신학교 발족

활동지역 서울/원산/평양

활동영역 복음/교육

Swicord, Donald Augustus (서국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1/1894~2/20/1969 내한-이한연도 1921-1949

배우자 Swicord, Virginia Mays 학력 남캐롤라이나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남문교회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Steven, Blanche I. (서애온)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17/1884~7/20/1969 내한-이한연도 1911-1949

배우자 학력 타보대학, 교사대학

활동
내용

학교교사, 성경수업
활동지역 선천/강계

활동영역 교육

Straeffer, Fredrica Elizabeth (서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24/1868~1939 내한-이한연도 1899-1908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목포정명여학교 설립
활동지역 목포/광주 

활동영역 교육

Strallen, Pamela R.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1-196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Strong, Ell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9/1860~3/9//1903 내한-이한연도 1892-190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서울선교부, 정신여학교 설립기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Sturr, Florenc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미아파병원 근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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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mage, Eliza Day Emerson (타에리사)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15/1886~2/17/1962 내한-이한연도 1910-1957

배우자 Talmage, John Van Neste 학력 소피뉴콤브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

Talmage, John Edward (타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23/1912~2/24/1978 내한-이한연도 1936-1977

배우자 Talmage, Roslyn Thorne Arnold 학력 메리빌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벨하운대학 

활동
내용

군산 영명학교, 목포고등성경학교, 한남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회 서기 

활동지역 군산/목포/대전/전주/서울 

활동영역 복음/교육

Talmage, John Van Neste (타마자)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2/30/1884~9/12/1964 내한-이한연도 1910-1957

배우자 Talmage, Eliza Day Emerson 학력 툴레인대학교, SWPU,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여수 애양원(행정담당)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Talmage, Mariella (타마리아)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13/1923~4/15/2014 내한-이한연도 1947-1952

배우자 Raymond Clair Provost 학력 버지니아의과대학, ATS, 예일어학원, 뉴저지여자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Swicord, Virginia May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3/1902~미상 내한-이한연도 1929-1949

배우자 Swicord, Donald Augustus 학력 베시티프트대학, W. M . U. 훈련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남문교회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Swier, Effi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1/1889~4/16/1959 내한-이한연도 1921-1925

배우자 학력 성엘리즈병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평양 기독병원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의료

Swinehart, Lois Hawk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8/1869~1971 내한-이한연도 1911-1937

배우자 Swinehart, Martin Luther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이일성경학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Swinehart, Martin Luther (서로득)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2/7/1874~1957 내한-이한연도 1911-1937

배우자 Swinehart, Lois Hawks 학력

활동
내용

선교부 관리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교육

Swizer, Martha (성마리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8/22/1880~4/3/1929 내한-이한연도 1911-1929

배우자 학력 콜롬비아대학교, 무디성경학교

활동
내용

교육사업 및 개척선교
활동지역 대구/부산

활동영역 교육/복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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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J. E. Rex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2-1925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Taylor, June Ruth Michaelson (태윤)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17/1932~5/22/2016 내한-이한연도 1954-1959

배우자 Taylor, Thomas Wayne 학력 가우처대학,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전북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Taylor, Thomas Wayne (태도마)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15/1926~11/9/2016 내한-이한연도 1954-1959

배우자 Taylor, June Ruth Michaelson 학력 텍사스대학교, 시카고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행정 

Thomas, J. 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59~2/11/1926 내한-이한연도 1918-1923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평양 외국인학교 기숙사 사감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교육

Thomas, Mary K. (도마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29-194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Talmage, Roslyn Thorne Arnold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16/1912~2/15/1979 내한-이한연도 1937-1977

배우자 Talmage, John Edward 학력 그리니치토니스, 아그네스스콧대학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군산/목포/대전/전주/서울 

활동영역 복음

Tate, Lewis Boyd (최의덕)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9/28/1862~2/9/1929 내한-이한연도 1892-1925

배우자 Tate, Mattie Barbara Ingold 학력 웨스트민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복음

Tate, Martha Samuel (최마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24/1864~4/12/1940 내한-이한연도 1892-1938

배우자 학력 시노디컬여자대학, 루이빌신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기전여학교 설립 
활동지역 서울/전주 

활동영역 교육

Tate, Mattie Barbara Ingold (최부인)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31/1867~10/26/1962 내한-이한연도 1895-1928

배우자 Tate, Lewis Boyd 학력 클레어몽대학, 윈드롭대여자의과대학 

활동
내용

지역전도, 전주예수병원 설립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Taylor, Helen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10/1883~ 내한-이한연도 1908-1910

배우자 학력 콜로라도대학교, 미시건대학교, 무디성경학원, 덴버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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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ons, Laura Louise McKnigh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21/1883~12/5/1975 내한-이한연도 1912-1926

배우자 Timmons, Henry Loyola 학력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퀸즈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전주 

활동영역 복음

Tipton, Samuel Powel (지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31/1888~미상 내한-이한연도 1914-1924

배우자 Tipton, Vannie Knorr 학력

활동
내용

청주 시내 병원, 1918년 시베리아 적십자 봉사활동, 
선천 미동병원장 봉직

활동지역 청주/선천/연변

활동영역 의료

Tipton, Vannie Knor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3/27/1888~12/14/1960 내한-이한연도 1914-1924

배우자 Tipton, Samuel Powel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청주/선천/연변

활동영역 복음

Tisdale, Leonora Muldrow Tubb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5/1951~ 내한-이한연도 1977-1978

배우자 Tisdale, William Alfred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영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Tisdale, William Alfred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0/1953~ 내한-이한연도 1977-1978

배우자 Tisdale, Leonora Muldrow Tubbs 학력 우포드대학,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장로회신학대학교(영어)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Thomason, J. Claud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1/14/1898(대구)~6/23/1994 내한-이한연도 1957-1959

배우자 Thomason, Margaret C. 학력

활동
내용

세브란스의과대학 강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교육 

Thomason, Margaret C.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57-1959

배우자 Thomason, J. Claude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Thumm, Thelma Barbara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02~1931 내한-이한연도 1929-1931

배우자 학력 무디성경학교, 존스홉킨스병원 

활동
내용

순천나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Tillman, Ruby Theresa (유순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2/1917~9/1/2010 내한-이한연도 1963-1966

배우자 학력 휘튼대학, 노스웨스턴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순천 결핵원
활동지역 서울/전주/순천 

활동영역 의료

Timmons, Henry Loyola (김로라)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6/1878~11/25/1975 내한-이한연도 1912-1926

배우자
Timmons, Laura Louise 
McKnight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순천진료소 
활동지역 순천/전주 

활동영역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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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r, William D. (태우리)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7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Tyler, Dona K.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23/1947~ 내한-이한연도 1974-1975

배우자 Tyler, Larry S. 학력 오스틴주립대학교, 메리하딘비욜라대학교 

활동
내용

한국기독대학(영어)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Tyler, Larry S.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25/1944~ 내한-이한연도 1974-1975

배우자 Tyler, Dona K. 학력 휘스톤대학교, 비욜라대학교 

활동
내용

한남대학교(영어)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A

Underwood, Carol M. Lutz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4/1929(서울)~ 내한-이한연도 1950-1952

배우자 Underwood, Richard Folsom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Toms, John U. Selwyn (도서원)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0/26/1878~11/14/1973 내한-이한연도 1908-1923

배우자 Toms, Ella Sparks Burt 학력 위튼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서울

활동영역 복음

Topple, Ane Marie Amundsen (안미량)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2/9/1930~ 내한-이한연도 1959-1981

배우자 Topple, Stanley Craig 학력 올소대학, 민대학 

활동
내용

애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Topple, Stanley Craig (도성래)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23/1932~ 내한-이한연도 1959-1981

배우자 Topple, Ane Marie Amundsen 학력 데이비슨대학, 에모리대학교 

활동
내용

애양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의료

Torrey, Janet Malley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10/1888~4/21/1984 내한-이한연도 1953-1959

배우자 Torrey, Reuben A.Jr 학력 웨슬리언대학교 콘서바토리

활동
내용

영어강의, 성경강의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교육

Torrey, Reuben A.Jr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16/1887~2/23/1970 내한-이한연도 1953-1959

배우자 Torrey, Janet Malley 학력 라파예트대학, 프린스턴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전쟁부상자 대상 전도 및 자활직업훈련, 대전 직업재활센터 건립, 
의수족사업

활동지역 서울/대전

활동영역 복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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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ood, Horace Horton (원한경)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9/6/1890(서울)~2/20/1951 내한-이한연도 1917-1951

배우자 Underwood, Ethel Van Wagoner 학력 뉴욕대학교(교육학 철학박사)

활동
내용

경신학교 교사, 연희전문학교 강사, 협성신학교 교장, 연희전문학교 문과전임교수 및 부교장, 
교장 서리, 교장, 강제 귀국 후 재내한, 연희대학교 복귀 후 경신학교, 정신학교, 성서공회, 
기독교서회, 대광학교, 서울기독청년회, 피어선성경학교 등의 이사, 재한선표연합회 대표 등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Horace HortonⅡ (원한광)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3/29/1943~ 내한-이한연도 1971-1999

배우자 Underwood, Nancy K. 학력 서울외국인학교, 헤밀턴대학, 뉴욕주립대 

활동
내용

연세대학교  초청교수 및 부교수 (1973-1976년), 1976년 정식파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Jean Welch (원진희)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8/12/1928~ 내한-이한연도 1954-

배우자 Underwood, John Thomas 학력
마운트샌안토니오대학, 샌조스주립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청주성경학교 강의(음악, 성경, 기독교교육), 장로회호남신학교 교수, 
연대 음대 비올라 지도교수,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주자, 
광주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활동지역 청주/광주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Joan Davison

성별 여 소속 NP/UP 생몰연도 9/19/1915~2/4/1976 내한-이한연도 1946-1976

배우자 Underwood, Horace Grant Ⅱ 학력
프린세스헬레나대학, 킹스대학, 뉴욕대학교, 
퀸즈세크리테리얼대학

활동
내용

조선기독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의, 교수부인사역, 
장애아동 재활센터 교육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John Thomas (원요한)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3/30/1919 (서울)~3/22/1994 내한-이한연도 1946-1989

배우자 Underwood, Jean Welch 학력 해밀턴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청주성경학원 출강, 호남신학교 교수
활동지역 청주/광주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Dorothy Constance (원성희)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15/1933~ 내한-이한연도 1960-1982

배우자 Underwood, Horace Grant Ⅱ 학력 멜본대학교 콘서바토리, 프린스턴대학

활동
내용

SCF, 이화여자대학교 음악과 교수,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교회음악 연구원 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Ethel Van Wagon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4/11/1888~3/17/1949 내한-이한연도 1912-1949

배우자 Underwood, Horace Horton 학력 알비온대학, 뉴욕대학교

활동
내용

이화여자대학, C.C.C., WCTU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Grace (원은혜)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929~ 내한-이한연도 1950-1952

배우자 Jack Harkness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활동영역 복음

Underwood, Horace Grant (원두우)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9/1859~10/12/1916 내한-이한연도 1885-1916

배우자 Underwood, Lillias Stirling 학력 뉴브런스위크 개혁교파신학교

활동
내용

광혜원에서 강의, 고아원과 고아학교 (연희학교 전신) 창설, 새문안교회 
설립, 한국예수교 성교서회 총무 및 회장, 기독교청년회 조직,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초대 회장, 연희전문학교 초대 교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문서

Underwood, Horace Grant Ⅱ (원일한)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10/11/1917(서울)~1/15/2004 내한-이한연도 1939-2002

배우자
Unerwood, Joan Davidson(1941), 
Unerwood, Dorothy Constance(1977)

학력 서울외국인학교, 해밀턴대학, 뉴욕대학교 

활동
내용

연희대학교, 해방후 재내한하여 서울대 교무과장, 연희대학교, 
6.25 당시 미해군의 해병사단정보부 근무, 연세대 교수, 재단법인이사,
상임이사, 경신학교 이사, 왕립아세아학회 회장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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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er, Ealine Ritchie Smi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8/1/1897~6/22/1982 내한-이한연도 1921-1952

배우자 Unger, James Kelly 학력 벨헤이븐, 미스하트음악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Unger, James Kelly (원가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9/1893~1/8/1986 내한-이한연도 1921-1952

배우자 Unger, Ealine Ritchie Smith 학력 미시시피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사우스웨스턴 

활동
내용

애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의료/복음 

Urquhart, Robert C. (어라복)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7/5/1921~11/22/2014 내한-이한연도 1954-1972

배우자 Urquhart, Jean Vinson 학력
시카고대학교, 위튼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안동/대구

활동영역 복음

Urquhart, Betty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1/29/1919~7/12/2011 내한-이한연도 1969-1984

배우자 학력 위튼대학, 시카고대학교, 드폴대학교

활동
내용

숭전대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rquhart, Jean Vinso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9/30/1922~5/30/2018 내한-이한연도 1954-1972

배우자 Urquharrt, Robert C. 학력 텍사스대학교, 콜롬비아성경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구호물자 나눔
활동지역 안동/대구

활동영역 복음/구호

A

Underwood, Lillias Stirling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6/21/1851~10/29/1921 내한-이한연도 1888-1921

배우자 Underwood, Horace Grant 학력 시카고여자의과대학

활동
내용

명성황후 시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의료

Underwood, Nancy K. (원은혜)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3/1944~ 내한-이한연도 1971-1998

배우자 Underwood, Horace HortonⅡ 학력 오네온타뉴욕주립대학, 도미니언대학, 윌리암앤드메리대학 

활동
내용

1976년 정식파송, 서강대 영어강의, 서울외국인학교 교사, 
연세대학교 및 서울여자대학 교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Peter A. (원한석)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5/5/1955~ 내한-이한연도 1977-1980

배우자
Underwood, Gail
Underwood, Diana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연대 객원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d, Richard Folsom (원득한)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6/9/1927(서울)~ 내한-이한연도 1957-1961

배우자 Underwood, Carol 학력 서울외국인학교, 콜럼비아대학교 

활동
내용

한미재단 책임자, 외국인학교 교장, 서울 미연합장로회 선교부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Underwoood, Gail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3/25/1955~ 내한-이한연도 1977-1980

배우자 Underwood, Peter A.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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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Lierop, Eleanor (반애란)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3/25/1921~8/9/2015 내한-이한연도 1949-1976

배우자 Van Lierop, Peter 학력 머스킹엄대학, 미시간대학교

활동
내용

가출소녀, 미혼모, 매춘부 사역, 은혜원(애란원 전신) 설립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Van Lierop, Peter (반피득)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4/11/1918~7/28/2012 내한-이한연도 1949-1976

배우자 Van Lierop, Eleanor 학력
호프대학, 피츠버그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6.25 때 일본 피신 후 1952년 안동으로 다시 돌아온 후, 
서울로 이동하여 연대 종교심리학, 신과대학장, 학생회관장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Van Wagoner, Ethel

성별 남 소속 SFS/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12-194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Venable, Virginia Flournoy Jones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3/1884~10/24/1970 내한-이한연도 1908-1917

배우자 Venable, William Anderson 학력 화이트성경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군산  

활동영역 복음

Venable, William Anderson (위위렴)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26/1886~1/2/1947 내한-이한연도 1908-1917

배우자 Venable, Virginia Flournoy Jones 학력 오스틴대학 

활동
내용

남학교
활동지역 목포/군산  

활동영역 교육

Vail, Ebba Dell Parker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0/10/1899~6/7/1959 내한-이한연도 1929-1938

배우자 Vail, John Benjamin 학력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

Vail, John Benjamin (배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0/1901~3/10/1973 내한-이한연도 1929-1938

배우자 Vail, Ebba Dell Parker 학력 콜롬비아대학교,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군산남학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복음/교육

Van Cleve, Rebecca Sylvia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5/27/1939~ 내한-이한연도 196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간호사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의료

Van Cleve, William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7/20/1924~ 내한-이한연도 1961-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엔지니어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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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elkel, Harold (옥호열)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2/14/1898~4/13/1984 내한-이한연도 1929-1967

배우자 Voelkel, Gertrude Swallen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무디성서학원, 휴런대학, 낙스대학

활동
내용

안동 소속 전도목사로 순회 부흥회 개최 및 전도인 양성, 일제강점 강제철수, 1926년 
재내한, 서울 NCC 사업 지원, 반공포로 석방에 공헌, 거제도고아원 설립, 한국군목제
도 창설에 기여, 숭실대학 교수 및 도서관장, 술실대 명예이사 및 협동학장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

Voelkel, Sarah Louise (옥사라)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2/21/1930~ 내한-이한연도 1954-1957

배우자 학력
위튼대학, 일리노이주립노말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사범대학, 에딘버러사범대학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Walker, Sarah Nannett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23/1901~미상 내한-이한연도 1929-1932

배우자 학력 메리빌대학교, 스테슨대학교, 피바디대학 

활동
내용

매산여학교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교육

Wambold, Katherine C. (황보)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8/1866~5/12/1948 내한-이한연도 1896-1934

배우자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정신여학교 운영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Vincent, Elizabeth Crokett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11/13/1935~ 내한-이한연도 1996-1998

배우자 Vincent, James Everett 학력

활동
내용

한일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Vincent, James Everett

성별 남 소속 PU 생몰연도 7/27/1933~ 내한-이한연도 1996-1998

배우자 Vincent, Elizabeth Crokett 학력 스털링대학, 피츠버그신학교, 피츠버그대학교

활동
내용

한일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교육

Vinton, C. C. (빈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2/30/1859~6/26/1936 내한-이한연도 1891-1908

배우자 Vinton, Lefitia C.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활동
내용

제중원 의사 및 원장, 평양, 의주, 만주 전도여행, 선교사공의회 회계, 조선성교
서회 창설 기여, <The Christian News> 편집주간, <The Korea Field> 부정기 
간행물 발간, 나병환자 실태조사위원, 부산 나병환자 수용소 설치 기여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의료

Vinton, Lefitia C.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31/1873~12/5/1903 내한-이한연도 1891-1903

배우자 Vinton, C. C.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Voelkel, Gertrude Swallen (옥귀철)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16/1897~8/12/1981 내한-이한연도 1929-1967

배우자 Voelkel, Harold 학력
노스필드신학교, 웨스턴여자대학, 우스터대학, 
무디성서학원

활동
내용

여성, 성경학교사업 및 여자포로, 수용소자녀 교육 
활동지역 안동/서울

활동영역 교육/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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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bon, Arthur Garner (오월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8/4/1866~4/5/1928 내한-이한연도 1900-1919

배우자 Welbon, Sadie Nourse 학력 매칼레스터대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순회전도 및 교회설립, 계몽교육
활동지역 서울/안동/평양/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

Welbon, Sadie Nours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2/1872~7/20/1925 내한-이한연도 1900-1919

배우자 Welbon, Arthur Garner 학력

활동
내용

지역전도, 여성사역
활동지역 서울/안동/평양/대구

활동영역 복음/교육

Wells, James Hunter (우월시)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7/1866~7/5/1938 내한-이한연도 1895-1915

배우자 Wells, Lulu Ribble 학력 오리건대학교

활동
내용

기홀병원(감), 기독병원(장) 통합된 연합기독병원 소속으로 활동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의료

Wells, Lulu Ribbl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6/1867~11/26/1921 내한-이한연도 1896-1915

배우자 Wells, James Hunter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평양

활동영역 복음

Wenrich, Jean Margaret Smith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7/10/1930~ 내한-이한연도 1956-1959

배우자 Wenrich, Kenneth Neal 학력 템플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Watson, Cordy Urr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3/30/1951~ 내한-이한연도 1976-1979

배우자 학력 에모리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기전여자전문학교, 한남대학교
활동지역 전주/대전 

활동영역 교육

Wayland, Cora Antrim (고인애)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9/19/1920~8/28/2007 내한-이한연도 1954-1980

배우자 학력 퀸즈대학, 뉴욕성서신학교, 콜롬비아신학교, 조지아대학 

활동
내용

한일여자신학교  
활동지역 목포/전주  

활동영역 복음/교육

Weems, Benjamin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14/1914~1/31/1886 내한-이한연도 1939-1982

배우자
Weems, Ruth Coblentz(1942), 
Weems, Yunjui(1969)

학력 듀크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Weems, Ruth Coblentz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5/2/1916~6/23/1966 내한-이한연도 1938-1966

배우자 Weems, Benjamin 학력 오버린대학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Weems, Yunjui

성별 여 소속 생몰연도 9/23/1937~ 내한-이한연도 1977-1982

배우자 Weems, Benjamin 학력

활동
내용

여성사역
활동지역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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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er, George Pierson (백세진)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3/16/1922~ 내한-이한연도 1961-1966

배우자 Whitener, Caryl Riseborough 학력 뉴멕시코대학교

활동
내용

서울 연합장로회 한국선교부 회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Whitener, Patricia Ann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29/1936~ 내한-이한연도 1962-1966

배우자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P.S.C.E., ASU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Whiting, Elizabeth Fuller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869~10/10/1918 내한-이한연도 1903-1918

배우자 Whiting, Harry C. 학력 우스터대학, 맥코믹신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활동
내용

여성사역, 계몽활동, 성서강좌 및 생활개선교육 
활동지역 평양/재령

활동영역 복음

Whiting, Harry C. (황호리)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0/1865~8/1/1945 내한-이한연도 1903-1921

배우자 Whiting, Elizabeth Fuller 학력

활동
내용

평양장로교병원, 재령 지방 순회진료, 재령병원 건립
활동지역 평양/재령

활동영역 복음/의료

Whittemore, Maude W. P.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0/30/1872~10/27/1950 내한-이한연도 1906-1935

배우자 Whittemore, Norman C. 학력 뉴욕교사대학

활동
내용

찬송가교육, 주일학교사역, 청년교육
활동지역 선천/서울

활동영역 교육

Wenrich, Kenneth Neal (원익권)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1/11/1930~ 내한-이한연도 1953-1959

배우자 Wenrich, Jean Magaret Smith 학력 드렉셀공과대학, 펜실베니아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부 회계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행정

White, Herbert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3/6/1933~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White, Margaret Blackburn 학력 메리빌대학교, 유니온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White, Margaret Blackburn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1/11/1936~ 내한-이한연도 1968-1970

배우자 White, Herbert 학력 메리빌대학교, 로체스터대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White, Shuford Stante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19/1949~ 내한-이한연도 1984-1985

배우자 학력
사우던대학, 아라바마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오타고대학교 

활동
내용

서울외국인학교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교육

Whitener, Caryl Riseborough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5/21/1923~ 내한-이한연도 1961-1966

배우자 Whitener, George Pierson 학력
산타마리아주니어대학교, 메리빌대학교, 시카고주립대학, 
뉴멕시코대학교

활동
내용

고아돌봄사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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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Edna Mae Newt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9/1912~ 내한-이한연도 1939-1945

배우자 Wilson, James Stevenson 학력 플로라맥도날드대학, 성자트서클간호대학 

활동
내용

군산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의료

Wilson, Elizabeth Knox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19/1881~3/13/1962 내한-이한연도 1907-1948

배우자 Wilson, Robert Manton 학력 퀸즈대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목포/광주/순천 

활동영역 교육

Wilson, James Stevens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11/1911~ 내한-이한연도 1939-1945

배우자 Wilson, Edna Mae Newton 학력 데이비슨대학, 듀크대학교 

활동
내용

군산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의료

Wilson, John Knox (우요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5/29/1916~5/4/2016 내한-이한연도 1968-1971

배우자 Wilson, Nancy Reid Dupuy 학력 데이비슨대학, 제피슨의과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Wilson, Marion Stout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9/24/1922~ 내한-이한연도 1953-

배우자 Wilson, Stanton R. 학력 프린스턴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안동

활동영역 복음

Whittemore, Norman C. (위대모)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6/7/1870~5/15/1952 내한-이한연도 1896-1935

배우자 Whittemore, Maude W. P. 학력 예일대학교, 유니언신학교

활동
내용

선천읍교회(선천남교회 전신) 설립, 신성학교 초대교장, 
평북노회 초대 노회장, 조선예수교서회 행정총무 

활동지역 평양/선천/서울/연변

활동영역 교육

Wilkins, Aurine (위길순)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14/1904~12/31/1982 내한-이한연도 1929-1939

배우자 Mcllwaine, William A. 학력 쿰브란트대학교, A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활동지역 순천

활동영역 복음

Willard, Colleen Virginia Pierso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9/1938~ 내한-이한연도 1971-1972

배우자 Willard, Fred Bailey 학력 텍사스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Willard, Fred Bailey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7/1938~ 내한-이한연도 1971-1972

배우자 Willard, Colleen Virginia Pierson 학력 텍사스주립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치과)
활동지역 광주

활동영역 의료

Wilson, Brian (위부연)

성별 여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5-1970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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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 Emily Anderson (위애미 )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12/31/1884~1/20/1977 내한-이한연도 1911-1954

배우자 학력 아그네스스콧대학, 이사벨대학, UTS

활동
내용

지역전도 , 농촌 여성계몽운동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Winn, George H. (위철치)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7/14/1882~6/18/1963 내한-이한연도 1909-1941

배우자 Essick, Blanche 학력 낙스대학, 옥시덴탈대학, 오마하신학교

활동
내용

지역전도 및 계몽사업
활동지역 부산/대구/서울

활동영역 복음

Winn, Paul Patterso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4/26/1845~11/14/1931 내한-이한연도 1922-1924

배우자 학력 데이비슨대학 

활동
내용

목회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Winn, Rodger Earl (인노절)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5/16/1882~11/22/1922 내한-이한연도 1909-1922

배우자 Winn, Catherine Lewis 학력 엠포리아대학,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경안노회 창설, 안동 남녀성경학원 개설, 남자성경학원 원장
활동지역 부산/안동

활동영역 교육

Winn, Samuel Dwight (위인사)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8/27/1881~12/9/1954 내한-이한연도 1911-1951

배우자 학력 UTS, 프린스턴신학교, 킹대학 

활동
내용

전주신흥학교, 전주성경학교, 지역전도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복음

Wilson, Nancy Reid Dupuy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6/6/1921~2/22/2017 내한-이한연도 1968-1971

배우자 Wilson, John Knox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롱우드대학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Wilson, Robert Manton (우월손)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1/1880~3/20/1963 내한-이한연도 1905-1948

배우자 Wilson, Elizabeth Knox 학력 워싱턴대학교, 뉴욕성서신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애양원 
활동지역 광주/순천 

활동영역 의료

Wilson, Stanton R. (우열성)

성별 남 소속 NP/UP 생몰연도 9/21/1923~3/5/2015 내한-이한연도 1952-1981

배우자 Wilson, Marion Stout 학력 코넬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 브룸필드대학

활동
내용

구제 및 재활 프로젝트, 제주난민 환송사역, 성경강의, 복음전도, 
경안고등학교 교장

활동지역 서울/안동

활동영역 복음/교육/복지

Wilson, Thomas Edwin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1/10/1886~9/17/1917 내한-이한연도 1914-1917

배우자 Wilson, Georgia Durham Crane 학력 알칸사스대학, UTS, 루이빌신학교

활동
내용

구암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

활동영역 의료

Winn, Catherine Lewis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953 내한-이한연도 1909-1925

배우자 Winn, Rodger Earl 학력

활동
내용

안동여자성경학원 교수
활동지역 부산/안동/평양

활동영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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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ers, Marie

성별 남 소속 U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63-196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Woods, Elinor Elizabeth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4/1/1946~ 내한-이한연도 1970-1972

배우자 William B. Kline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북부아이오와대학교 

활동
내용

선교사자녀교육
활동지역 전주/대전 

활동영역 교육

Woods, Elizabeth Brown (임혜인)

성별 여 소속 SP/NP 생몰연도 12/3/1908~ 내한-이한연도 1937-1976

배우자 학력 메리볼드윈대학, 와트리드간호학교 

활동
내용

군산예수병원 
활동지역 군산/청주/서울

활동영역 의료/복음

Worth, George Clarkson (오천혜)

성별 남 소속 NP/SP 생몰연도 3/13/1923~6/8/1996 내한-이한연도 1954-1984

배우자 Worth, Louise Harrison Maxwell 학력 데이비슨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활동
내용

PCK 세계선교위원회, 계명기독대학
활동지역 대구/서울/전주 

활동영역 행정/교육 

Worth, Louise Harrison Maxwell

성별 여 소속 NP/SP 생몰연도 10/28/1919~ 내한-이한연도 1954-1984

배우자 Worth, George Clarkson 학력 노스캐롤라이나대학, ATS

활동
내용

선교 행정
활동지역 대구/서울/전주 

활동영역 행정 

Witham, Fern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7/6/1911~ 내한-이한연도 1978-1979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Wolbrink, Adrian James (우병규)

성별 남 소속 SP 생몰연도 10/11/1941~ 내한-이한연도 1972-1975

배우자
Wolbrink, Frances Rose 
Schmidt

학력 미네소타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기독병원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의료

Wolbrink, Frances Rose Schmidt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9/1941~ 내한-이한연도 1972-1975

배우자 Wolbrink, Adrian James 학력 맨카토 주립대학, 미네소타대학교 

활동
내용

광주예수간호대학 
활동지역 서울/광주 

활동영역 의료

Woodberry, Ada Pierce

성별 여 소속 NP 생몰연도 12/4/1892~1/11/1995 내한-이한연도 1949-1958

배우자 Woodberry, Earle J. 학력 헌터대학, 고든대학, 뉴욕성경신학교

활동
내용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Woodberry, Earle J.

성별 남 소속 N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49-1958

배우자 Woodberry, Ada Pierce 학력

활동
내용

전도 및 선교부 활동, 6.25 전쟁 중 UN 포로 대상으로 선교
활동지역 대구

활동영역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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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gant, Linda 

성별 여 소속 PU 생몰연도 5/11/1959~ 내한-이한연도 1994-1997

배우자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신학교, 맥코믹신학교

활동
내용

디아코니아 사역 고문, PCK 여성안수운동,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동역
활동지역 서울

활동영역 여성/교육 

A

York, Ina Marie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내한-이한연도 1982-1984

배우자 학력

활동
내용

대전외국인학교 
활동지역 대전

활동영역 교육

A

Zelek, Susan Ellen (전애숙)

성별 여 소속 SP 생몰연도 5/4/1958~ 내한-이한연도 1982-1984

배우자 David Wonston 학력 센트럴알칸사스 대학교, 콜롬비아신학교 

활동
내용

전주예수병원 
활동지역 전주

활동영역 의료

Y

Z

(내한연도 순)

제2부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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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884 1905 Allen, Frances Ann Messenger NP 여 서울
1884 1905 Allen, Horace Newton 안련 NP 남 서울
1885 1908 Heron, Harriet Elizabeth Gilbson NP 여 서울/원산
1885 1890 Heron, John W. NP 남 서울
1885 1916 Underwood, Horace Grant 원두우 NP 남 서울
1886 1938 Bunker, Annie Ellers 방거부인 NP/M 여 서울
1886 1926 Bunker, Dalziel A. 방거 NP/M 남 서울
1886 1936 Ellers, Annie J. NP 여 서울
1886 1889 Gilmore, George W. 길모 NP 남 서울
1888 1937 Gale, James Scarth 기일 NP 남 서울/원산
1888 1900 Gifford, Daniel L. 기보 NP 남 서울
1888 1900 Gifford, Mary Eugenie Hayden NP 여 서울
1888 1900 Hayden, Mary E. NP 여 서울
1888 1889 Power, Charles NP 남 서울
1888 1921 Underwood, Lillias Stirling NP 여 서울
1889 1889 Gardner, Sarah NP 여 서울
1889 1889 Gardner, William NP 남 서울
1890 1931 Doty, Susan A. NP 여 서울/청주
1890 1934 Moffett, Samuel Austin 마포삼열 NP 남 서울/평양
1891 1896 Arbuckle, Victorie NP 여 서울
1891 1931 Baird, Annie Laurie Adams 안애리 NP 여 부산/대구/평양/서울
1891 1931 Baird, William Martyne 배위량 NP 남 부산/대구/평양/서울
1891 1895 Brown, Fanny Hurd NP 여 부산
1891 1895 Brown, Hugh M. NP 남 부산
1891 1908 Vinton, C. C. 빈돈 NP 남 서울
1891 1903 Vinton, Lefitia C. NP 여 서울
1892 1935 Avison, Jennie B. NP 여 서울
1892 1903 Harrison, Linnie Fulkerson Davis 하부인 SP 여 서울/군산/전주 
1892 1908 Junkin, Mary Leyburn 전부인 SP 여 서울/군산/전주 
1892 1908 Junkin, William McCleery 전위렴 SP 남 서울/군산/전주 
1892 1903 Miller, Anna Reinecke NP 여 서울/청주
1892 1936 Miller, Frederick S. 민로아 NP 남 서울/청주
1892 1907 Moore, Rose Ely NP 여 서울
1892 1906 Moore, Samuel Forest 모삼열 NP 남 서울
1892 1937 Reynolds, Patsy Bolling SP 여 서울/전주/목포/평양 
1892 1937 Reynolds, William Davis 이눌서 SP 남 서울/전주/목포/평양 
1892 1901 Strong, Ellen NP 여 서울
1892 1932 Swallen, Sallie Willison NP 여 서울/원산/평양
1892 1932 Swallen, William L. 소안론 NP 남 서울/원산/평양
1892 1925 Tate, Lewis Boyd 최의덕 SP 남 서울/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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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899 1908 Straeffer, Fredrica Elizabeth 서부인 SP 여 목포/광주 
1900 1942 Bernheisel, Charles F. 편하설 NP 남 평양
1900 1921 Howell, Eliza NP 여 서울/재령
1900 1902 Leck, Frances Oakley NP 여 평양/선천/강계
1900 1901 Leck, George 나조 NP 남 평양/선천/강계
1900 1923 Owen, Georgiana Whiting SP 여 목포/광주 
1900 1921 Sharp, Charles Edwin 사우업 NP 남 서울/재령
1900 1921 Sharp, Eliza Howell NP 여 서울/재령
1900 1936 Snoock, Velma 선우리 NP 여 평양
1900 1919 Welbon, Arthur Garner 오월번 NP 남 서울/안동/평양/대구
1900 1919 Welbon, Sadie Nourse NP 여 서울/안동/평양/대구
1901 1907 Barrett, Elizabeth NP 여 대구
1901 1908 Barrett, Mary B. NP 여 서울
1901 1907 Barrett, William M. 방위렴 NP 남 대구
1901 1940 Blair, Edith Allen NP 여 평양
1901 1940 Blair, William Newton 방위량 NP 남 평양/대구
1901 1928 Hirst, Sadie Belle Harbaugh 하보 NP 여 서울
1901 1946 McCutchen, Luther Oliver 마로덕 SP 남 목포/전주
1901 1943 Miller, Edward Hughes 밀의두 NP 남 서울
1901 1943 Miller, Mattie May NP 여 서울
1902 1903 Alexander, John 안력산 SP 남 군산
1902 1930 Bruen, Martha Sccott 부마태 NP 여 대구
1902 1941 Clark, Charles Allen 곽안련 NP 남 서울/평양
1902 1941 Clark, Mabel Craft NP 여 서울/평양
1902 1907 Kearns, Carl E. 계인서 NP 남 선천
1902 1907 Kearns, Daisy Rohrer NP 여 선천
1902 1946 Preston, John Fairman 변요한 SP 남 목포/광주/순천 
1902 1919 Smith, Grace Purnell NP 여 부산/평양
1902 1919 Smith, Walter Everett 심익순 NP 남 부산/평양
1903 1942 Bernheisel, Helen Kirkwood NP 여 평양/강계/개성
1903 1906 Brown, Mary E. NP 여 서울
1903 1909 Hall, Ernest F. NP 남 서울
1903 1930 Harrison, Margaret Jane Edmunds SP 여 군산/목포  
1903 1903 Johnson, Emily Hartman NP 여 서울
1903 1903 Johnson, Walter V. 장 NP 남 서울
1903 1942 Kirkwood, Helen UP 여 평양
1903 1941 Koons, Edwin Wade 군예빈 NP 남 평양/재령/서울
1903 1946 McCutchen, Jossphine Cordelia Hounshell SP 여 전주
1903 1907 Null, M. N. NP 남 서울/청주
1903 1907 Null, Nell Johnson NP 여 서울/청주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892 1938 Tate, Martha Samuel 최마태 SP 여 서울/전주 
1893 1935 Avison, Margaret Jane Barnes NP 여 서울
1893 1935 Avison, Oliver R. 어비신 NP 남 서울
1893 1901 Bell, Charlotte Ingram Witherspoon SP 여 서울/목포
1893 1925 Bell, Eugene 배유지 SP 남 서울/목포/광주
1893 1904 Drew, Alessandro Damer 유대모 SP 남 서울/군산 
1893 1904 Drew, Lucy Exall Law SP 여 서울/군산 
1893 1911 Irvin, Bertha K. NP 여 부산
1893 1933 Irvin, Charles H. 어을빈 NP 남 부산
1894 1928 Harrison, William Butler 하위렴 SP 남 서울/군산/전주/목포 
1894 1912 Lee, Blanche Webb 이도암 NP 여 평양
1894 1912 Lee, Graham 이길함 NP 남 서울/평양
1895 1923 Adams, James Edward 안의와 NP 남 부산/대구
1895 1909 Adams, Nellie Dick NP 여 대구
1895 1897 Jacobson, Anna P. 아각선 NP 여 서울
1895 1941 Pieters, Alexander A. 피득 NP 남 서울/재령/선천
1895 1928 Tate, Mattie Barbara Ingold 최부인 SP 여 전주
1895 1915 Wells, James Hunter 우월시 NP 남 평양
1896 1911 Chase, Maria Loise 최씨 NP 여 부산/대구/선천
1896 1934 Wambold, Katherine C. 황보 NP 여 서울
1896 1915 Wells, Lulu Ribble NP 여 평양
1896 1935 Whittemore, Norman C. 위대모 NP 남 평양/선천/서울/연변
1897 1937 Best, Margaret 배귀례 NP 여 평양
1897 1939 Hunt, William B. 한위렴 NP 남 평양/재령
1897 1913 Johnson, Edith Parker NP 여 대구
1897 1913 Johnson, Woodbridge O. 장인거 NP 남 대구
1897 1912 Moffett, Alice Fish NP 여 평양
1897 1909 Owen, Clement Carrington 오기원 SP 남 목포/광주 
1897 1932 Pieters, Eva H. NP 여 서울
1897 1937 Ross, Cyril 노세영 NP 남 부산/선천
1897 1937 Ross, Susan Shank NP 여 부산/선천
1897 1938 Shields, Esther Lucas 수일사 NP 여 서울/선천
1898 1905 Hunt, Bertha Finley NP 여 평양
1899 1940 Bruen, Henry Munro 부해리 NP 남 대구
1899 1941 Bull, Elizabeth Augusta Alby SP 여 목포/군산 
1899 1941 Bull, William Ford 부위렴 SP 남 군산/평양
1899 1919 Sharrocks, Alfred M. 사락수 NP 남 서울/평양/선천 
1899 1933 Sharrocks, Mary Ames NP 여 서울/평양/선천
1899 1907 Sidebotham, Effie B. NP 여 대구/부산
1899 1907 Sidebotham, Richard Henry 사보담 NP 남 대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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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07 1931 Erdman, Julia Winn NP 여 대구/평양
1907 1930 Graham, Ellen Ibernia 엄언라 SP 여 광주 
1907 1916 Greenfield, M. Willis 권필두 NP 남 서울/대구
1907 1910 Greenfield, Maud Saxe NP 여 서울
1907 1910 Heron, Sarah Ann NP 여 서울
1907 1921 Kagin, Edwin H. 계군 NP 남 청주
1907 1952 Knox, Maie Phila Borden SP 여 목포/광주
1907 1930 McCallie, Emily Cordell SP 여 전주/목포
1907 1930 McCallie, Henry Douglas 맹현리 SP 남 목포
1907 1933 McMurtrie, Robert M. 맹로법 NP 남 평양
1907 1911 Rankin, Cornelia Beckwith 엄언라 SP 여 전주
1907 1946 Roberts, Evelyn Millen NP 남 선천/평양
1907 1946 Roberts, Stacy L. 나부열 NP 남 선천/평양
1907 1909 Sawtell, Chase C. 사우대 NP 남 대구
1907 1911 Sawtell, Katherine McClung NP 여 대구
1907 1948 Wilson, Elizabeth Knox SP 여 목포/광주/순천 
1908 1932 Coit, Ceceil McCraw Woods SP 여 광주/순천
1908 1951 Cook, Maude Hemphill NP 여 청주/안동/선천/재령
1908 1951 Cook, Welling Thomas 국유치 NP 남 청주/안동/선천/재령
1908 1940 Doriss, Anna S. 도신녀 NP 여 청주/부산/평양/밀양
1908 1948 Essick, Blanche NP 여 대구/부산/서울
1908 1956 Genso, Carrie Mable Rittgers NP 여 서울
1908 1950 Genso, John F. 김소 NP 남 서울
1908 1921 Kagin, Francis Mary Johnstone MS/NP 여 개성/청주
1908 1941 Kerr, Grace Kilborne NP 여 재령/서울
1908 1941 Kerr, William C. 공위량 NP 남 재령/서울
1908 1948 Lampe, Henry Willard 남행리 NP 남 서울/선천/청주
1908 1948 Lampe, Ruth Heydn NP 여 서울/선천/청주
1908 1940 Martin, Julia A. 마율니아 SP 여 목포
1908 1941 McCune, Catharine A. 윤가태 NP 여 재령/평양
1908 1914 Mills, Anna Rae NP 여 대구
1908 1918 Mills, Ethel B. NP 여 강계/서울
1908 1918 Mills, Ralph Garfield 마일서 NP 남 강계/서울
1908 1913 Purviance, Lulu B. NP 여 선천/청주
1908 1913 Purviance, Walter C. 부반서 NP 남 선천/청주
1908 1947 Reiner, Jessie M. NP 여 서울/대구/평양
1908 1947 Reiner, Ralph Olive 나도래 NP 남 서울/대구/평양
1908 1945 Rhodes, Edith Brown NP 여 선천/평양/강계/서울
1908 1945 Rhodes, Harry Andrew 노해리 NP 남 선천/평양/강계/서울
1908 1910 Taylor, Helen NP 여 서울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03 1946 Preston, Annie Shannon Wiley SP 여 목포/광주/순천 
1903 1927 Samuel, Jane NP 여 선천/평양/의주
1903 1918 Whiting, Elizabeth Fuller NP 여 평양/재령
1903 1921 Whiting, Harry C. 황호리 NP 남 평양/재령
1904 1919 Bell, Margaret Whitaker Bull 배주량 SP 여 목포/광주 
1904 1941 Blair, Herbert E. 방혜법 NP 남 선천/강계/대구
1904 1907 Carson, Elizabeth NP 여 대구
1904 1917 Daniel, Sarah Brice Dunnington SP 여 군산/전주/서울
1904 1917 Daniel, Thomas Henry 단의사 SP 남 군산/전주/서울
1904 1912 Earle, Alexander Miller 어아력 SP 남 군산
1904 1912 Forsythe, Wiley Hamilton 보의사 SP 남 전주/목포
1904 1934 Hirst, Jesse Watson 허시태 NP 남 서울
1904 1928 McFarland, Edwin F. 맹의와 NP 남 대구/안동/대전
1904 1908 McLear, Harriet NP 여 서울
1904 1908 Nolan, Joseph Wynne 놀란 SP 남 목포/전주/광주 
1904 1906 Pieters, Elizabeth Campbell NP 여 서울
1905 1941 Blair, Susan Gilletton Field NP 여 선천/강계/대구
1905 1908 Cameron, Christine NP 여 대구
1905 1934 Hirst, Cordelia Erwin 어원 NP 여 서울
1905 1946 Kestler, Ethel Esther 계슬라 SP 여 군산/전주   
1905 1941 Koons, Lucy F. Floy D. NP 여 재령/서울
1905 1936 McCune, George S. 윤산온 NP 남 선천/평양
1905 1936 McCune, Helen McAfee NP 여 선천/평양
1905 1922 McFarland, Mary S. NP 여 대구/안동/대전
1905 1948 Wilson, Robert Manton 우월손 SP 남 광주/순천 
1906 1931 Erdman, Walter C. 어도만 NP 남 대구/평양
1906 1939 Hunt, Anna Lloyd NP 여 재령
1906 1952 Knox, Robert 로라복 SP 남 목포/광주/평양 
1906 1939 Nisbert, John Samuel 유서백 SP 남 전주/목포
1906 1920 Nisbet, Annabel Lee Major 유애나 SP 여 전주/목포
1906 1935 Whittemore, Maude W. P. NP 여 선천/서울
1907 1921 Babcock, C. M. NP 여 대구
1907 1941 Bell, Julia Dysart 배쥬니아 SP 여 군산/광주
1907 1909 Birdman, Ferdinand Henry SP 남 목포/전주
1907 1936 Buckland, Sadie Mepham 박세리 SP 여 군산/전주 
1907 1941 Butts, Alice M. 부애을 NP 여 평양
1907 1922 Clark, Ada Christine Hemilton 한예정 SP 여 전주
1907 1952 Clark, William Monroe 강운림 SP 남 전주/서울
1907 1928 Coutts, F. J. NP 여 평양
1907 1912 Earl, Eunice Virginia Fisher SP 여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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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922 Anderson, Helen W. 안도선 NP 여 평양
1911 1939 Austin, Christian Lillian 어소돈 SP 여 전주
1911 1914 Avison, Lera NP 여 서울
1911 1951 Bigger, John Dinsmore 백이거 NP 남 강계/평양/서울/부산/안동
1911 1943 Colton, Susanne Avery 공정순 SP 여 전주
1911 1950 Crothers, Ellen M. NP 여 안동
1911 1951 Dodson, Mary Lusy 도마리아 SP 여 광주 
1911 1928 Dodson, Samuel Kendrick 도대선 SP 남 광주 
1911 1948 Dupuy, Lavalette 두애란 SP 여 순천/군산 
1911 1915 Forsyth, Helen NP 여 서울
1911 1913 Harding, Gertrude Fisher SP 여 목포
1911 1913 Harding, Maynard C. 하진 SP 남 목포
1911 1941 Hoffman, Katherine D. NP 여 평양/강계/선천
1911 1931 Lathrop, Lillie Ora 라두리/라두롭 SP 여 목포/군산/서울 
1911 1929 McEachern, John 매요한 SP 남 군산 
1911 1914 McGee, Ethel 매기 NP 여 재령/대구
1911 1937 Parker, Harriet Dillaway Fitch SP 여 광주/목포/평양  
1911 1937 Parker, William Peticolas 박원림 SP 남 광주/평양  
1911 1926 Patterson, Rosetta Palmer Crabbe SP 여 전주/군산
1911 1941 Pollard, Harriet E. 방해례 NP 여 대구
1911 1918 Pratt, Charles Henry 안채륜 SP 남 순천
1911 1918 Pratt, Pattie Foster Ward SP 여 순천
1911 1950 Smith, Laura McLane NP 여 안동/대구/재령/평양
1911 1950 Smith, Roy Kenneth NP 남 안동/대구/재령/평양
1911 1949 Steven, Blanche I. 서애온 NP 여 선천/강계
1911 1937 Swinehart, Lois Hawks SP 여 광주
1911 1937 Swinehart, Martin Luther 서로득 SP 남 광주
1911 1929 Swizer, Martha 성마리태 NP 여 대구/부산
1911 1954 Winn, Emily Anderson 위애미 SP 여 전주 
1911 1951 Winn, Samuel Dwight 위인사 SP 남 전주 
1912 1951 Bigger, Norma Blunt NP 여 강계/평양/서울/안동
1912 Biothice, J. Y. 권목호 NP 남 안동
1912 1930 Eversole, Finley Monwell 여부솔 SP 남 전주 
1912 1952 Fletcher, Jessie Rodgers NP 여 대구
1912 1935 Greer, Anna Lou 기안나 SP 여 광주/순천/군산  
1912 Heron, Jessie NP 여 서울
1912 1918 Hill, Ella Lee Thraves SP 여 목포/광주 
1912 1918 Hill, Pierre Bernard 길변하 SP 남 목포/광주 
1912 1923 Leadingham, Harriet Ida Pearce SP 여 목포/서울 
1912 1923 Leadingham, Roy Samuel 한삼열 SP 남 목포/서울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08 1923 Toms, John U. Selwyn 도서원 NP 남 대구/서울
1908 1917 Venable, Virginia Flournoy Jones SP 여 목포/군산  
1908 1917 Venable, William Anderson 위위렴 SP 남 목포/군산  
1909 1911 Burpee, Ella B. NP 여 서울
1909 1913 Campbell, Lucile NP 여 평양
1909 1932 Coit, Robert Thornwell 고라복 SP 남 광주/순천
1909 1950 Crothers, John Young 권찬영 NP 남 안동
1909 1941 Davis, Grace L. NP/CP 여 청주/간도
1909 1956 Fletcher, Archibald G. 별이추 NP 남 원주/안동/대구/서울
1909 1927 Helstrom, Hilda L. 허희다 NP 여 선천/강계/만주
1909 1959 Holdcroft, J. Gordon 허대전 NP/OP 남 평양/서울
1909 1940 Holdcroft, Nellie C. NP/OP 여 평양/서울
1909 1919 Logan, Mary Lee SP/NP 여 광주/청주
1909 1910 Mackenzie, Mary NP 여 대구
1909 1933 Mckee, Anna M. 기아나 NP 여 재령
1909 1951 McQueen, Mary Anna 구애라 SP 여 광주
1909 1949 Mowry, Eli M. 모의리 NP 남 평양
1909 1949 Mowry, Lois Thomas NP 여 평양
1909 1926 Patterson, Jacob Bruce 손배희 SP 남 전주/군산
1909 1925 Winn, Catherine Lewis NP 여 부산/안동/평양
1909 1941 Winn, George H. 위철치 NP 남 부산/대구/서울
1909 1922 Winn, Rodger Earl 인노절 NP 남 부산/안동
1910 1916 Bedinger, Anna Moore 안부인 SP 여 군산
1910 1952 Biggar, Meta Louise 백미다 SP 여 광주/순천
1910 1917 Brownlee, Ruby B. 황보석 NP 여 서울
1910 1927 DeCamp, Alice Giles NP 여 서울
1910 1927 DeCamp, Allen Ford 태감부 NP 남 서울
1910 1913 Forsythe, Jean Miller SP 남 목포
1910 1928 Gale, Ada Louise Sale NP 여 서울
1910 1941 Hoffman, Clarence S. 함가륜 NP 남 평양/강계/선천
1910 1950 Lewis, Margo Lee 손진주 NP 여 서울
1910 1942 Newland, LeRoy Tate 남대리 SP 남 광주/목포  
1910 1942 Newland, Sarah Louise Andrews SP 여 광주/목포  
1910 1950 Phillips, Charles L. 필립보 NP 남 평양/서울
1910 1950 Phillips, Florence Plummer NP 여 평양/서울
1910 1911 Pitts, Laura May SP 여 전주
1910 1913 Renich, Edwin A. 여라기 NP 남 안동
1910 1910 Renich, Ethel Eckel NP 여 안동
1910 1957 Talmage, Eliza Day Emerson 타에리사 SP 여 광주
1910 1957 Talmage, John Van Neste 타마자 SP 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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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1955 Hartness, Marion E. 하마련 NP 여 평양/서울
1915 1930 Matthews, Esther Roswell 마에스더 SP 여 광주/목포 
1915 1922 Robertson, L'Mee Lehmann SP 여 전주
1915 1922 Robertson, Moorman Owen 라빈슨 SP 남 전주
1915 1920 Scheifley, Ruth Lappley NP 여 서울
1915 1920 Scheifley, William J. 사부리 NP 남 서울
1915 1958 Swallen, Olivette R. 소안렵 NP 여 평양/선천/서울
1916 1959 Campbell, Archibald 김부열 NP 남 강계/대구
1916 1959 Campbell, Helen Maxwell Ott 안혜리 NP 여 강계/대구
1916 1918 Cleland, Fanny F. NP 여 평양
1916 1919 Crane, Katherine Whitehead Rowland SP 여 목포
1916 1919 Crane, Paul Sackett SP 남 목포
1916 1955 Ingerson, Vera F. 인거선 NP 여 선천
1916 1924 Lucas, Adolf E. NP 남 서울
1916 1924 Lucas, Georgiana S. NP 여 서울
1916 1952 Miller, Lillian M. Dean 천미예 NP 여 서울/청주
1916 1923 Reiner, Ella M. NP 여 평양/청주/대구
1917 1934 Anderson, Lillian E. NP 여 안동/서울
1917 1942 Anderson, Wallace Jay 안대선 NP 남 안동/서울
1917 1941 Covington, Hallie 고빙돈 NP 여 안동/선천/재령
1917 1937 Harvey, Anna Swisher 하아나 NP 여 선천/재령
1917 1961 Hill, Harry James 허일 NP 남 서울/평양/선천/청주
1917 1961 Hill, Mary Rose NP 여 서울/평양/선천/청주
1917 1928 Rehrer, Jennie May 이우로 NP 여 강계
1917 1947 Rogers, James McLean 로세제/노재수 SP 남 순천 
1917 1947 Rogers, Mary Dunn Ross SP 여 순천
1917 1951 Underwood, Horace Horton 원한경 NP 남 서울
1918 1946 Baird, Rose May Fetterolf. 배로사 NP 여 평양
1918 1948 Coen, Mary Lorena NP 여 서울
1918 1948 Coen, Roscoe C. 고언 NP 남 서울
1918 1966 Cumming, Daniel James 김야곱/김아각 SP 남 광주/목포
1918 1923 Edgerton, Faye E. 예가전 NP 여 청주/선천
1918 1961 Hanson, Marjorie Lucy 한선 NP/IP 여 안동/선천/대전/부산
1918 1941 Henderson, Edna Pusey NP 여 대구
1918 1941 Henderson, Harold Hayes 현거선 NP 남 대구
1918 1933 Owens, Herbert T. NP 남 서울
1918 1933 Owens, May Summer NP 여 서울
1918 1923 Thomas, J. G. NP 여 평양
1919 1954 Crane, Janet 구자례 SP 여 전주/순천 
1919 1961 Greene, Willie Berince 구리인 SP 여 군산/전주/목포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12 Liggett, E. S. NP 남 서울
1912 Liggett, Isabel NP 여 서울
1912 1960 Linton, William Alderman 인돈 SP 남 군산/전주/대전   
1912 1937 Ludlow, Alfred Irving 나도르 NP 남 서울
1912 1937 Ludlow, Theresa Lange NP 여 서울
1912 Luther, Ida R. NP 여 서울
1912 1958 McMurphy, Ada Marietta 명애다 SP 여 목포
1912 Mills, Femade G. NP 남 강계
1912 1913 Mills, Thornton A. NP 남 대구
1912 1934 Moffett, Lucia Fish NP 여 서울/평양
1912 Morrison, A. J. NP 여 서울
1912 1914 Parker, Joseph Kenton SP 남 군산 
1912 1914 Parker, Lydia Sparrow SP 여 광주
1912 Rainforth, A. NP 여 서울
1912 1934 Shepping, Elizabeth Johanna 서서평 SP 여 광주/군산/서울  
1912 Sturr, Florence NP 여 서울
1912 1926 Timmons, Henry Loyola 김로라 SP 남 순천/전주  
1912 1926 Timmons, Laura Louise McKnight  SP 여 순천/전주  
1912 1949 Underwood, Ethel Van Wagoner NP 여 서울
1912 1949 Van Wagoner, Ethel SFS/NP 남 서울
1913 Campbell, Elizabeth Ellen NP 여 서울/선천 
1913 1962 Chaffin, Anna Bair 채부인 M/NP 여 서울/만주/수원
1913 1916 Chaffin, Victor D. 채피득 M/NP 남 서울
1913 1956 Crane, Florence Hedleston SP 여 순천/평양/서울
1913 1956 Crane, John Curtis 구례인 SP 남 순천/평양/서울
1913 1919 Gillis, Ansel W. 길리서 NP 남 평양
1913 1919 Gillis, Harriet W. NP 여 평양
1913 1916 Luckett, Belle S. NP 여 평양
1913 1933 Sanders, Elizabeth NP 여 선천
1914 1952 Bergman, Gerda Otelia 박우만 NP 여 대구
1914 1933 Campbell, Edward L. 김무열 NP 남 선천/평양
1914 1926 Davis, Martha Veneble SP 여 순천
1914 1937 Soltau, Mary Campbell NP 여 선천/강계/청주
1914 1937 Soltau, Thedore Stanley 소열도 NP 남 선천/강계/청주
1914 1924 Tipton, Samuel Powel 지돈 NP 남 청주/선천/연변
1914 1924 Tipton, Vannie Knorr NP 여 청주/선천/연변
1914 1917 Wilson, Thomas Edwin SP 남 군산
1915 1919 Bekins, Elisabeth B. 배견인 NP 여 대구
1915 1940 Esteb, Kathlyn M. 예사탑 NP 여 서울/청주
1915 1919 Few, Carrie Lent 부성리 NP 여 강계

 | 총람 내한연도 순 ••• 1915 |

214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215[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21 1925 Malcolmson, Oliver K. NP 남 서울/청주/평양
1921 1927 Martin, Margaret Glasgow 마정원 SP 여 광주
1921 1946 McAnlis, Florence G. NP 여 서울
1921 1946 McAnlis, John Albert 목부리 NP 남 서울
1921 1929 McEachern, Netta Shaw Cooper SP 여 군산 
1921 1927 Murphy, Anna Christine 명애다 SP 여 목포
1921 1927 Murphy, Thomas Davidson 민도마 SP 남 목포
1921 1959 Paisley, Florece Isabel Jarbeau SP 여 광주/군산 
1921 1950 Paisley, James Ira 이아각 SP 남 광주/군산 
1921 1924 Pope, Mary Nettie SP 여 광주
1921 1930 Reynolds, Constance Maywell Couper SP 여 순천/광주/전주  
1921 1929 Soltau, David Livingstone 소일도 NP 남 평양
1921 1929 Soltau, Grace Z. NP 여 평양
1921 1949 Swicord, Donald Augustus 서국태 SP 남 전주
1921 1925 Swier, Effie NP 여 평양
1921 1952 Unger, Ealine Ritchie Smith SP 여 순천
1921 1952 Unger, James Kelly 원가리 SP 남 광주/순천 
1922 1933 Ashe, Adaline S. NP 여 평양
1922 1961 Baird, Golden Stockton NP 여 강계/평양
1922 1961 Baird, Richard Hamilton 배위취 NP 남 서울/강계
1922 1926 Gilmer, Kathryn Newman SP 여 목포
1922 1927 Gilmer, William Painter 길마 SP 남 목포/광주
1922 1928 Gordon, Clara NP 여 대구
1922 1940 Hayes, Louise B. 혜유의 NP 여 선천/평양
1922 1929 Henderson, Lois E. NP 여 서울
1922 1958 Hopper, Margaret Higgins 조마구례 SP 여 목포
1922 1927 Hoyt, H. Spencer 허익두 NP 남 대구
1922 1927 Hoyt, Nell Henderson NP 여 대구
1922 1949 Kinsler, Marian 권신라 NP 여 서울
1922 1959 Levie, James Kellum 여계남/례계남 SP 남 군산/광주/순천 
1922 1931 Levie, Jessie Smith SP 여 군산/광주
1922 1964 Linton, Charlotte Witherspoon Bell 인사례 SP 여 군산/전주/대전/목포   
1922 1925 Taylor, J. E. Rex NP 남 서울
1922 1924 Winn, Paul Patterson SP 남 전주 
1923 1930 Adams, Benjamin Nyce 안변암 NP 남 안동
1923 1930 Adams, Phyllis Irene Taylor NP 여 안동
1923 1941 Baird, Golden S. NP 여 강계
1923 1942 Baird, William Martyne Jr. 배의림 NP 남 재령/평양
1923 1940 Bruen, Clara Hedberg NP 여 대구
1923 1955 Chisholm, Bertha Cowell NP/OP 여 선천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19 1928 Grims, Etta Bell 계라임 NP 여 대구
1919 1940 Hamilton, Ruth B. NP/OP 여 평양/강계
1919 1956 Hopper, Annis Barron SP 여 목포/대구
1919 1957 Hopper, Joseph 조하파/조하번 SP 남 목포/대구
1919 1939 Nisbet, Elizabeth Rachel Walker SP 여 광주/목포 
1919 1981 Robinson, Robert Kitchen 라빈선 SP 남 목포/대전 
1920 1939 Avison, Douglas B. NP 남 선천/서울
1920 1939 Avison, Kathleen R. NP 여 선천/서울
1920 1965 Boyer, Elmer Timothy 보이열 SP 남 전주/무주/진안/장수/순천
1920 1959 Delmarter, Jean 전마대 NP 여 서울
1920 1940 Hamilton, Floyd E. 함일돈 NP/OP 남 평양/강계
1920 1950 Henderson, Helen M. 현혜련 NP 여 만주/대구
1920 1932 Henderson, Lloyd Putnam 현대선 NP 남 만주
1920 1946 Hewson, Georgiana Florine 허우선 SP 여 광주/목포/순천 
1920 1953 Lawrence, Edna M. 노연사 NP 여 대구/서울 
1920 1951 McKenzie, Ranier J. 매건시 NP 여 안동
1920 1926 Miller, Lisette 민리제 NP 여 강계
1920 1960 Miller, Louis Blanche 민유수 SP 여 순천
1920 1926 Reynolds, Ella Tinsley SP 여 순천
1920 1930 Reynolds, John Bolling 이보린 SP 남 순천/광주/전주  
1921 1963 Adams, Edward A. 안두화 NP 남 대구/서울/재령
1921 1963 Adams, Susan Comstock NP 여 재령/대구/서울
1921 1927 Bain, Mary Rachel 배마리아 SP 여 목포/광주
1921 1959 Bergman, Anna L. 부옥만 NP 여 평양/서울/대구
1921 1939 Boots, Florence S. NP 여 서울
1921 1939 Boots, John Leslie 부소 NP 남 서울
1921 1941 Byram, Bertha S. NP 여 강계/만주
1921 1941 Byram, Roy M. 배의남 NP 남 강계/만주
1921 1925 DeHass, Miriam Milliren 하미리암 SP 남 광주
1927 1924 Dodson, Harriet Octavia Knox SP 여 순천/광주
1921 1927 Field, H. E. 필부인 NP 여 대구
1921 1925 Gray, Annie Isabell 엄엘라 SP 여 군산
1921 1924 Hopkirk, C. C. NP 남 서울
1921 1924 Hopkirk, Myrtle Church NP 여 서울
1921 1927 Hughes, Florence Pauline 이부인 SP 여 목포/순천 
1921 1959 Johnson, Olga C. 조운선 NP 여 청주/강계/서울/안동
1921 1927 Lloyd, Margaret S. NP 여 재령
1921 1960 Lutz, Dexter N. 유소 NP 남 평양/대전/서울/거제
1921 1960 Lutz, Lenove Harpster NP 여 평양/서울/대전/거제
1921 1925 Malcolmson, Elizabeth Mckee NP 여 서울/청주/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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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1965 Boyer, Sarah Gladys Perkins SP 여 전주/순천 
1927 1965 Cumming, Laura Virginia Wright Kerr 김에스더 SP 여 목포/광주/서울/일본
1927 1928 Dodson, Violet Blythe Knox SP 여 광주
1927 1933 Dorty, Louise NP 남 평양
1927 1928 Hamilton, Estelle Benton McAlpine SP 여
1927 1928 Hamilton, Evelyn Harrison SP 남
1927 1928 Harrison, Margaret Selina SP 여 광주
1927 1936 Hollister, Myrtle Morris SP 여 목포/군산
1927 1936 Hollister, William 하리시 SP 남 목포/군산
1927 1930 Preston, Miriam Wiley SP 여 순천
1928 1941 Clark, Mary Lyon Lowrie SP 여 서울 
1928 1975 Hunt, Bruce Finley 한부선 NP/IP 남 청주/부산
1928 1970 Kinsler, Francis 권세열 NP 남 평양/대구/안동
1929 1975 Blair, Katherine NP/OP 여 평양/청주/부산
1929 1955 Clawson, Dorothy L. NP 여 부산/대구
1929 Gittins, Anna 김부인 NP 여 평양
1929 1956 Lowe, DeWitt S. 노두의 NP 남 청주
1929 1956 Lowe, Gladys L. NP 여 청주
1929 1977 Malsbary, Dwight R. 마두원 NP 남 평양/부산/서울
1929 1982 Malsbary, Pauline S. NP 여 평양/부산/서울
1929 1969 Pritchard, Margaret Frances 변마지 SP 여 광주/전주 
1929 1949 Swicord, Virginia Mays SP 여 전주
1929 1940 Thomas, Mary K. 도마리 NP 남 평양
1929 1931 Thumm, Thelma Barbara SP 여 순천
1929 1938 Vail, Ebba Dell Parker SP 여 군산 
1929 1938 Vail, John Benjamin 배요한 SP 남 군산 
1929 1967 Voelkel, Gertrude Swallen 옥귀철 NP 여 안동/서울
1929 1967 Voelkel, Harold 옥호열 NP 남 안동/서울
1929 1932 Walker, Sarah Nannette SP 여 순천
1929 1939 Wilkins, Aurine 위길순 SP 여 순천
1930 1931 Butt, Emily SP 여 광주
1930 1970 Kinsler, Dorothy W. NP 여 평양/대구/안동
1931 1942 Anderson, Homie Lewis NP 여 서울
1931 1941 Baugh, Emma Walker NP 여 안동
1931 1941 Baugh, Harold T. 부화일 NP 남 안동
1931 1940 Boyce, Flora McNeil 포보라 SP 여 광주
1931 1941 Handrix, Daisy F. 현도익 NP 여 안동
1931 1939 McIlwain, Aurine Wilkins NP 여 광주
1932 1959 Adams, George Jacob 안두조 NP 남 대구/안동/대전
1932 1959 Adams, Margaret Lorraine Roberts NP 여 안동/대구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23 1955 Chrisholm, William H. 최의손 NP/OP 남 선천/부산
1923 1959 Fontain, Lena Royster 반리라 SP 여 전주/군산 
1923 1927 Gibson, Nellie NP 여 평양
1923 1924 Hall, Bess McCalla SP 여
1923 1929 Kinsler, Helen C. 권수량 NP 여 대구
1923 1959 Levie, Ruth Henrietta Miller 엄너릇 SP 여 광주/순천
1923 1941 Livesay, Joseph B. 리부서 NP 남 대구/재령
1923 1953 Lyon, Lorene Jones NP 여 대구
1923 1953 Lyon, William B. 라의온 NP 남 대구
1923 1927 Macomber, Theodora NP 남 대구
1923 1928 Mohenderson, Jean NP 여 선천
1923 1927 Parker, M. A. NP 여 평양
1923 1926 Purdy, Emily Montgomery NP 여 청주
1923 1926 Purdy, Jason G. 부례선 NP 남 청주
1924 1926 Adams, Dorothy D. NP 여 평양
1924 1934 Bercovitz, Nina B. NP 여 안동/평양
1924 1934 Bercovitz, Zacharias 복거위 NP 남 안동/평양
1924 1949 Boggs, Lloyd Kennedy 박수로 SP 남 전주
1924 1940 Boggs, Margaret Blair Patterson SP 여 전주
1924 1938 Brand, Louis Christian 부란도 SP 남 군산/전주/광주  
1924 1938 Brand, Mary Alberta Dudley SP 여 군산/전주/광주  
1924 1949 Kennedy, Boggs Lloyd 박수로 SP 남 전주
1924 1949 Kennedy, Margaret Blair Patterson SP 여 전주
1924 1927 McQueen, Flora Jane 박노라 SP 여 광주
1925 1939 Avison, Gordon W. SP 남 광주 
1925 1950 Chamness, Helen Magaret Mitchell NP 여 대구
1925 1949 Chamness, O. Vaughan 차미수 NP 남 대구
1925 1930 Clark, Bessie SP 여 광주
1925 1958 Cumming, Bruce Alexander 김아열 SP 남 목포/광주/서울
1925 Jaquat, E. NP 남 평양
1925 Kildoyle, E. A. NP 여 서울
1925 1926 Sharrocks, H. F. NP 여 서울
1926 1942 Baird, Anna Landie Reist NP 여 재령/평양
1926 1928 Bell, Margaret Kent 배부인 SP 여 순천
1926 1941 Livesay, Muriel S. NP 여 재령
1926 1929 Radcliff, Amy I. NP 여 평양
1926 1964 Root, Florence Elizabeth 유화례 SP 여 광주/목포 
1926 1983 Ross, Lilian 노일련 NP 여 재령/강계/대구
1926 1952 Sharrocks, Ella J. 사은라 NP 여 안동/서울/대구
1927 1939 Avison, Frances Goheen SP 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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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64 Daniel, Eugene Lewis 단이열 SP 남 순천
1948 1964 Daniel, Nancy Ward Hayter SP 여 순천
1948 1986 Hopper, Dorothy Anne Longenecker 조달영 SP 여 전주 
1948 1951 Miller, Maynard Millard 민명화 SP 남 광주
1948 1951 Miller, Virginia Ann Collins SP 여 광주
1948 1992 Moffett, Howard F. 마포화열 NP 남 대구
1948 1983 Moffett, Margaret NP 여 대구
1948 1966 Provost, Mariella Talmage NP 여 대구/경주
1948 1966 Provost, Raymond C. 부례몬 NP 남 서울/대구
1949 1951 Blaine, Floyd Hiram Jr. NP 남 서울
1949 1951 Blaine, Helen Hartong NP 여 서울
1949 1973 Brown, George Thompson 부명광 SP 남 광주/목포  
1949 1973 Brown, Mary Alexander Hopper SP 여 광주/목포/서울 
1949 1953 Bush, Florence Callahan SP 여 전주
1949 1953 Bush, Ovid Bern SP 남 전주
1949 1954 Lindler, Gene Nisbet SP 여 전주
1949 1951 McNeill, Elizabeth Gillespie SP 여 순천
1949 1985 Mitchell, Herbert Petrie 미철 SP 남 광주/순천
1949 1985 Mitchell, Mary Belle Keith Maddin SP 여 서울/광주/대전/순천 
1949 1950 Phillips, James M. NP 남 서울
1949 1981 Robinson, Elizabeth Eleanor Ruhmann 라엘리사벳 SP 여 목포/대전 
1949 1985 Shaw, Marion Alice 서마련 NP/SP 여 서울/부산
1949 1982 Smith, Katherine Edith 서미애 SP 여 광주/마산
1949 1954 Smith, Howard Basil SP 남 전주
1949 1976 Van Lierop, Eleanor 반애란 UP 여 안동/서울
1949 1976 Van Lierop, Peter 반피득 UP 남 안동/서울
1949 1958 Woodberry, Ada Pierce NP 여 대구
1949 1958 Woodberry, Earle J. NP 남 대구
1950 1950 Bercovitz, Mary Isabell NP 여 서울
1950 1950 Bercovitz, Nathaniel NP 남 서울
1950 1954 Holland, Beverly Orrell Myers NP 여 서울
1950 1954 Holland, Ira Howard NP 남 서울
1950 1965 Rice, Alice Venable NP 여 대구
1950 1965 Rice, Robert Franklin NP 남 대구
1950 1954 Smith, Agnes Allison Hibbs SP 여 전주
1950 1952 Underwood, Carol M. Lutz UP 여 서울
1950 1952 Underwood, Grace 원은혜 NP 여
1951 1992 Grubb, William Albert 구의령 UP 남 대구
1951 1953 Harnich, Thomas Isaac NP 남 서울
1952 1954 Creswell, Mary Louise NP 여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32 1940 Blair, Lois 방라이 NP 여 평양
1932 1970 Davie, Minnie C. 도희민 NP 여 청주
1932 1936 Hunt, Katherine Blair NP 여 청주
1932 1954 Myers, Edith G. 매의덕 NP 여 평양/서울
1933 1973 Clark, Allen Degray 곽안전 NP 남 만주/청주/서울
1933 1973 Clark, Eugenia Roberts NP 여 만주/청주/서울
1934 1966 Cumming, Annie Shannon Preston 변애례 SP 여 목포
1934 1934 McAfee, Lapsley A. NP 남 평양
1934 1940 Mrs. Power SP 여 운산 
1934 1941 Pieters, Anne Cooper NP 여 서울
1934 1940 Power, E. L. SP 남 운산 
1934 1935 Preston, Florence Stuphen SP 여 순천
1935 1984 Kim, Agnes NP/UP 여 서울
1935 1984 Kim, David NP/UP 남 서울
1936 1977 Talmage, John Edward 타요한 SP 남 군산/목포/대전/전주/서울 
1937 1976 DeCamp, E. Otto 감의도 NP 남 청주/서울
1937 1940 Genso, Abigail NP 여 서울
1937 1938 Genso, Barbara NP 여 서울
1937 1977 Talmage, Roslyn Thorne Arnold SP 여 군산/목포/대전/전주/서울 
1937 1940 Woods, Elizabeth Brown 임혜인 SP/NP 여 군산/청주/서울
1938 1947 Preston, Imogen Bird SP 여 전주/광주 
1938 1947 Preston, John Fairman Jr. 프레스톤 SP 남 광주 
1938 1941 Southall, Lillian Hedleston Crane 사우솔 SP 여 순천
1938 1941 Southall, Thompson Brown 서도열 SP 남 순천
1938 1966 Weems, Ruth Coblentz NP 여 서울
1939 2002 Underwood, Horace Grant Ⅱ 원일한 NP/UP 남 서울
1939 1982 Weems, Benjamin NP 남 서울
1939 1945 Wilson, Edna Mae Newton SP 여 군산 
1939 1945 Wilson, James Stevenson SP 남 군산
1940 1976 DeCamp, Elizabeth B. 임혜인 SP/NP 여 군산/청주/서울
1946 1986 Hopper, Joseph Barron 조요섭 SP 남 전주/김제
1946 1976 Underwood, Joan Davison NP/UP 여 서울
1946 1989 Underwood, John Thomas 원요한 UP 여 청주/광주
1947 1968 Clark, Katherine E. 곽가전 NP 여 안동/대구
1947 1974 Codington, Herbert Augustus 고허번 SP 남 목포/광주
1947 1974 Codington, Mary Littlepage Lancaster 고베지 SP 여 목포/광주
1947 1969 Crane, Paul Shields 구바울 SP 남 순천/전주  
1947 1969 Crane, Sophie Earle Montgomery SP 여 순천/전주 
1947 1976 Keller, Janet Crane Talmage 타자애 SP 여 목포/전주
1947 1952 Talmage, Mariella 타마리아 SP 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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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1965 Sheldon, Amy Irene Te Selle NP 여 서울/안동
1954 1971 Smith, Robert Lee 심득인 SP 남 전주/목포 
1954 1959 Taylor, June Ruth Michaelson 태윤 SP 여 전주
1954 1959 Taylor, Thomas Wayne 태도마 SP 남 전주
1954 Underwood, Jean Welch 원진희 UP 여 청주/광주
1954 1972 Urquhart, Robert C. 어라복 UP 남 안동/대구
1954 1972 Urquhart, Jean Vinson UP 여 안동/대구
1954 1957 Voelkel, Sarah Louise 옥사라 NP 여 서울
1954 1980 Wayland, Cora Antrim 고인애 SP 여 목포/전주  
1954 1984 Worth, George Clarkson 오천혜 NP/SP 남 대구/서울/전주
1954 1975 Worth, Louise Maxwell NP/SP 여 대구/서울/전주
1955 1975 Barry, Sarah 배사라 SP 여 광주/서울
1955 1995 Boyer, Elizabeth Ann 보배희 SP 여 광주/전주/대전
1955 1973 Dudson, Sara Miriam 선미령 SP 여 서울/대전/순천 
1955 1991 Folta, John Wesley 보요한 SP 남 광주/전주/제주
1955 1991 Folta, Ruth Clauss Humes 보유덕 SP 여 광주/전주 
1955 1976 Hoffman, Marilyn Jane Veith SP 여 목포/광주/서울
1955 1976 Hoffman, Robert Edwin 함부만 SP 남 목포/광주/서울
1955 1964 Huneycutt, Melicent 한미성/안미선 SP 여 전주/대전 
1955 1967 Keller, Frank Goulding 계일락 SP 남 전주 
1955 1957 McInnes, Elizabeth NP 여 서울
1955 1957 McInnes, John V. NP 남 서울
1955 1981 Moffett, Samuel Hugh 마포삼락 UP 남 안동/서울
1955 1991 Moore, John Venable 모요한 SP 남 순천/전주/대전/서울 
1955 1991 Moore, Katherine Ellen Boyer 모가연 SP 여 순천/전주/대전/서울 
1956 1959 Gould, Robert Simpson 구로법 SP 남 대전
1956 1968 Hudson, Gilbert G. UP 남 대구
1956 1988 Melrose, Marie 왕마려 UP 여 대구/서울
1956 1981 Moffett, Eileen Flower 마애린 UP 여 안동/서울
1956 1965 Nesbit, Mary A. NP 여 서울
1956 1967 Parks, Anna Rue Asteen SP 여 전주/서울
1956 1967 Parks, David Lewis 박대의 SP 남 전주/서울
1956 1960 Phillips, Robert Derrick 백빌익 SP 남 전주
1956 1959 Wenrich, Jean Margaret Smith NP 여 서울
1957 1960 Alampay, Norma B. NP 여 서울
1957 1979 Boyer, Kenneth Elmer 보계선 SP 남 대전/목포/광주/제주  
1957 1960 Heilig, Patricia Mae SP 여 전주
1957 1960 Phillips, Frances Dana Fulcher SP 여 전주
1957 1984 Prince, Clarence Elmer 박인성 SP 남 대전/서울 
1957 1984 Prince, Moneta May Speaker 서명숙 SP 여 대전/서울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52 1966 Crim, Evelyn Arley Richie 김애리 SP 여 순천/대전  
1952 1966 Crim, Keith Renn 김기수 SP 남 순천/대전/서울
1952 Grubb, Louise Susan 서수복 UP 여 대구
1952 1983 Kingsbury, Paul A. 김숭배 NP/UP 남 서울/대전/황기
1952 1984 Linton, Hugh Maclntyre 인휴 SP 남 대전/순천 
1952 1955 Moffett, Elizabeth B. Tarrant UP 여 안동/서울
1952 1967 Pettis, Dollie Elizabeth Walker SP 여 전주/순천 
1952 1967 Pettis, Ernest Wardlaw 배지수 SP 남 전주/순천 
1952 1953 Scott, Anna V. NP 여
1952 1957 Scott, Jack Brown 서고덕/수고대 SP 남 순천
1952 1990 Seel, David John 설대위 SP 남 전주
1952 1990 Seel, Mary Lavinia Batchelor 설매리 SP 여 전주
1952 1981 Wilson, Stanton R. 우열성 NP/UP 남 서울/안동
1953 1968 Cowan, Kathleen 고가련 NP 여 대구
1953 1983 Kingsbury, Barbara B. 김혜복 NP/UP 여 서울/대전/황기
1953 1960 Kraakenes, Astrid 고락주 SP 여 전주/광주 
1953 1978 Linton, Marjory Ann Potter 인마서 SP 여 광주 
1953 1978 Linton, Thomas Dwight 인도아 SP 남 광주 
1953 1955 Myarer, Corey SP 남 전주
1953 1957 Scott, Eleanor Lier Caslick 계월미 SP 여 광주/순천 
1953 1963 Scott, Kenneth M. 사미화 NP 남 대구/서울
1953 1965 Sheldon, Benjamin Erastus 설의돈 NP 남 서울/안동
1953 1994 Somerville, John Nottingham 서의필 SP 남 목포/서울/대전 
1953 1994 Somerville, Virginia Bell 서진주 SP 여 목포/서울/대전 
1953 1987 Spencer, Kelmore Wallace 서길모 NP 남 청주/대구
1953 1987 Spencer, Vonita Ann Klammer NP 여 청주/대구
1953 1959 Torrey, Janet Malley NP 여 서울/대전
1953 1959 Torrey, Reuben A.Jr NP 남 서울/대전
1953 1959 Wenrich, Kenneth Neal 원익권 NP 남 서울
1953 Wilson, Marion Stout NP 여 안동
1954 1955 Eversole, Enda Earle Pratt SP 여 청주/서울 
1954 1956 Faucette, Ann 박애인 SP 여 전주
1954 1965 Foreman, Kenneth J. 부성도 NP 남 서울
1954 1965 Foreman, Mary Frances Ogden NP 여 서울
1954 1957 Kraege, Elfrieda 구례희 NP 여 서울
1954 1992 Linton, Lois Elizabeth Flowers 인애자 SP 여 순천
1954 1968 McClain, Helen B. 매개란 NP 여 대구/서울
1954 1957 Moles, Claribel Marie 모은수 SP 여 순천
1954 1964 Respess, Ocie 오시혜 SP 여 전주
1954 1963 Scott, Anna Bicksler NP 여 대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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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1 Robinson, James Courtland 로고덕 NP/UP 남 서울
1960 1971 Robinson, Sally Shoemaker NP 여 서울
1960 1976 Sibley, Jean Lee Butler 손진희 NP 여 대구/거제
1960 1976 Sibley, John Rawson 손요한 NP 남 대구/거제
1960 1982 Underwood, Dorothy Constance 원성희 NP 여 서울
1961 1970 Coyer, Junita Nan 고영화 SP 여 서울/광주
1961 1992 Grubbs, Alma Lee Lancaster 권애순 SP 여 서울/전주 
1961 1992 Grubbs, Merrill Howard 권익수 SP 남 서울/전주 
1961 1986 Nieusma, Dick H. 유수만 SP 남 서울/광주
1961 1986 Nieusma, Ruth Joan Slotsma 유애진 SP 여 서울/광주
1961 1980 Ross, David Earl 오대원 SP 남 서울 
1961 1980 Ross, Ellen Fraser 오성혜 SP 여 서울 
1961 1964 Stanley, Joseph Daniel UP 남 서울
1961 1964 Stanley, Myrna E. UP 여 서울
1961 1969 Strallen, Pamela R. UP 여 대구
1961 Van Cleve, Rebecca Sylvia UP 여 대구
1961 Van Cleve, William UP 남 대구
1961 1966 Whitener, Caryl Riseborough UP 여 서울
1961 1966 Whitener, George Pierson 백세진 UP 남 서울
1962 1968 Aukeman, Hilda  SP 여 대전
1962 1964 Clark, Kathleen M. 곽가순 UP 여 서울/대구
1962 1963 McCaa, Marian NP 여 서울
1962 1965 McColl, Barbara B. UP 여 대구
1962 1965 McColl, William F. UP 남 대구
1962 1992 Poe, T. Joanne UP 여 대구
1962 1965 Pritts, Patricia A. NP 여 서울
1962 1980 Rickabaugh, Natalie Ross Abbott 나타리 SP 여 서울/전주 
1962 1968 Steading, Alma Davis 서옥수 SP 남 대전
1962 1966 Whitener, Patricia Anne SP 여 전주
1963 1964 Anderson, Elsie UP 남 대구
1963 1967 Cochrane, Louella Carvell SP 여 순천
1963 1966 Dawson, John Hamilton UP 남 대구
1963 1966 Dawson, Mary Ann Hansen UP 여
1963 1964 Grotenhuis, Joan Elizabeth SP 여 대전
1963 1966 Joanne, Smith T. SP 여 전주/베트남 
1963 1964 McGill, Barbara Carroll SP 여 대전
1963 1966 Smith, T. Joanne SP 여 전주
1963 1966 Tillman, Ruby Theresa 유순애 SP 여 서울/전주/순천 
1963 1964 Wooders, Marie UP 남 대구
1964 1975 Burton, Suzanne Marion 박선희 SP 여 서울/대전/목포/광주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57 1980 Rickabaugh, Homer Tyndale 이거보 SP 남 서울/전주 
1957 1959 Thomason, J. Claude UP 남 서울
1957 1959 Thomason, Margaret C. UP 여 서울
1957 1961 Underwood, Richard Folsom 원득한 UP 남 서울
1958 1968 Cherry, A. V. UP 여 대구
1958 1968 Cherry, Althea V. UP 남 대구
1958 1987 Dietrick, Bessie Valeria Brothers 이경자 SP 여 전주/광주 
1958 1985 Dietrick, Ronald Burton 이철원 SP 남 전주/광주 
1958 1961 Hindman, Bertha Wigman UP 여 서울
1958 1961 Hindman, Lloyd S. 하인덕 UP 남 서울
1958 1966 Kirkpatrick, Ruth Kehrer SP 남 대전 
1958 1989 Neil, Marjorie SP 여 전주/부산/서울/대전 
1958 1972 Shearer, Loris Eda Loree UP 여 서울/안동
1958 1972 Shearer, Roy Edward 서명원 UP 남 서울/안동
1958 1967 Simpson, Margaret Spicer SP 여 광주/서울 
1958 1967 Simpson, Wilfred Lawrence 심부선 SP 남 광주
1959 1979 Boyer, Sylvia Elizabeth Haley 현은희 SP 여 서울/광주/목포/전주/대전/제주 
1959 1963 Cameron, Helen Clark O’Brien SP 여 서울/대전
1959 1963 Cameron, Joseph Price 감요섭 SP 남 서울/대전
1959 1981 Craig, Topple Stanley 도성내 SP 남 서울/순천 
1959 1962 Groschelle, Chalotte Ann Craig SP 여 대전
1959 1962 Groschelle, Frank Joseph 고세열 SP 남 대전
1959 1969 McBryde, John Malcolm 마요한 SP 남 광주/서울 
1959 1969 McBryde, Sally Jim Wilhoit SP 여 광주
1959 1966 Radcliffe, Dorothy Polhemus NP 여 대구
1959 1966 Radcliffe, William Worth 라기업 NP 남 대구
1959 1963 Robb, Arlene Jay NP 여 서울
1959 1963 Robb, Dale Willard 노대일 NP 남 서울
1959 1981 Topple, Ane Marie Amundsen 안미량 SP 여 순천
1959 1981 Topple, Stanley Craig 도성래 SP 남 순천
1960 1981 Craig, Ane Marie Amundson 안미량 SP 여 서울/순천
1960 1985 Durham, Clarence Gunn 노우암 SP 남 서울/광주/순천 
1960 1985 Durham, Helen Ruth Keeble 노혜련 SP 여 서울/광주/순천 
1960 1962 Frei, Alice Winifred UP 여 서울
1960 1962 Frei, Earnest J. UP 남 서울
1960 1987 Geotte, Emily Townsend Smith SP 여 서울/대전
1960 1987 Geotte, Robert Louis 계의돈 SP 남 서울/대전
1960 1962 Matheson, Sarah Hamilton SP 여 순천 
1960 1963 May, Nancy J. UP 여 서울
1960 1989 Neil, Desmond John SP 남 전주/부산/서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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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1974 Lewis, Emily Dewald SP 남 전주
1967 1973 Marvin, Hilma Black SP 여 대전
1967 1973 Marvin, Kellogg SP 남 대전
1967 1974 Nash, Gerald S. 나재영 UP 남 서울
1967 1969 Peterson, Miriam Louise SP 여 전주
1967 1968 Robertson, Frederick S. SP 남 대전
1967 1968 Robertson, Mrs. Frederick S. SP 여 대전
1967 1970 Smith, Eugene Marsters NP 남
1967 1970 Smith, nee Dorothy Beryl Heilman NP 여
1968 1976 Balenger, Rebecca SP 여 전주
1968 1970 Colburn, Dwight P. UP 남 대구
1968 1970 Colburn, Priscilla Dolloff UP 여 대구
1968 1969 Hay, David Mckechnie SP 남 서울 
1968 1969 Hay, Mary Campbell Carmichael SP 여 서울 
1968 1969 Hoffmeister, Jean Louise SP 여 대전
1968 1969 Hornbuckle, Richard Starr SP 남 대전
1968 1970 Hottentot, Robert C. G. 하대신 SP 남 순천/서울 
1968 1970 Hottentot, Theodora Vriens 문덕희 SP 여 순천
1968 1975 Segaar, Eileen Ardis 홍애련 SP 여 광주
1968 1970 White, Herbert UP 남 서울
1968 1970 White, Margaret Blackburn UP 여 서울
1968 1971 Wilson, John Knox 우요한 SP 남 전주
1968 1971 Wilson, Nancy Reid Dupuy SP 여 전주 
1969 1974 Adams, Eugene UP 남 서울
1969 1970 Crockett, Katherine Scott SP 여 대전
1969 1971 Cummings, Robert UP 대구
1969 Haspels, Ann Louise Spotts NP 여 서울
1969 Haspels, Charles Edwin NP 남 서울
1969 1971 Moore, Betty SP 여 순천
1969 1971 Moore, Ralph Eeskine 모허운 SP 남 순천
1969 1984 Urquhart, Betty UP 남 서울
1970 1971 Hopper, Alice Ruth SP 여 광주
1970 1971 Johnson, K. G. UP 남 서울
1970 1972 Woods, Elinor Elizabeth SP 여 전주/대전 
1971 1975 Anderson, Goldah T. UP 남 대구
1971 1973 Burns, Larry J. SP 남 전주
1971 1973 Burns, Royene Hay Shaw SP 여 전주
1971 1972 Campbell, Shirley Ann SP 여 광주
1971 1976 Josh, Kay Dorene SP 여 전주
1971 1973 Kinder, Cledith Bowling SP 여 광주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64 1967 Cumming, Sarah Stokes SP 여 대전
1964 1967 Flower, Elizabeth Ann SP 여 전주/광주 
1964 1967 Jacobs, Margret L. 고배옥 UP 남 서울
1964 1970 Kirkman, Caroline UP 여 서울
1964 1970 Kirkman, William J. 고성만 UP 남 서울
1964 1980 Krauth, Charles Anthony 구창선 SP 남 대전/서울/부여  
1964 1980 Krauth, Frances Louise Nelson 손인화 SP 여 대전/서울/부여  
1964 1970 Miller, Margaret Albright SP 여 대전
1964 1967 Nelson, Elbert LeRoy 나일선 UP 남 서울
1964 1967 Nelson, Joan Graves UP 여 서울
1964 1978 Patton, George Mallory 배종진 SP 남 전주
1964 1966 Richelson, Mark UP 남 서울
1964 1967 Sibley, Nancy Crisler Wilson 심난화 SP 여 대전
1964 1967 Sibley, William Augustus Longstreet 심우렴 SP 남 대전
1965 1966 Fouse, Clarence Duncan SP 남 서울/대전
1965 1970 Hickey, Blair Babcock SP 남 전주
1965 1970 Hickey, Joanne Mallett 문덕희 SP 여 전주
1965 1985 Huntley, Charles Betts 허철선 SP 남 서울/순천/광주 
1965 1985 Huntley, Martha Lanier Williamson 허마르다 SP 여 서울/순천/광주 
1965 1967 Johnson, Jean E. UP 남 대전
1965 1968 Suttie, Lois Jean NP 여 서울
1965 1970 Wilson, Brian 위부연 UP 여 서울
1966 1968 Browning, Marguerite NP 남 서울
1966 1989 Bundrant, Helen Deere 변혜린 SP 여 대전
1966 1989 Bundrant, James Douglas SP 남 대전
1966 1995 Lee, Kay Antoinette Caillet 이계숙 SP 여 목포/대전 
1966 1995 Lee, Timothy Woo Tag 이디모데 /이우택 SP 남 목포/대전 
1966 1982 Rice, Suzanne Belden UP 여 서울
1966 1982 Rice, Walter Ransom 나의선 UP 남 서울
1966 1970 Santinga, John T. UP 남 서울
1966 1970 Santinga, Reda Ann Rynbrandt UP 여 서울
1966 1970 Sich, Dorothea H.E. 지희 SP 여 서울/전주 
1967 1972 Bateman, Benjamin Haughton 배영호 SP 남 서울/대전 
1967 1972 Bateman, Frances Lynn Davis SP 여 서울/대전 
1967 1970 Birdman, Ann Tansey SP 여 광주
1967 1970 Bridgeman, Albert Henry SP 남 광주
1967 1977 Callahan, Elizabeth UP 여 대구
1967 1988 Chu, David BaoShan 주보선 SP 남 전주
1967 1988 Chu, Gail Cooper SP 여 전주
1967 1970 Engel, Muriel Ann SP 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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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977 Long, Laura Susan Cole SP 여 서울 
1976 1977 Long, Zeb Bradford SP 남 서울 
1976 1977 Parvin, Charles UP 남 서울
1976 1980 Rightmyer, Margaret 마진희 SP 여 전주/서울
1976 1984 Shaw, Sharon Mima Ulrich 서인애 SP 여 전주 
1976 1979 Watson, Cordy Urry SP 남 전주/대전 
1977 1978 Crawford, Jean Lee 구진이 SP 여 전주/대전  
1977 1982 Critchell, Peter UP 남 서울
1977 1978 Hicks, Martha June SP 여 전주
1977 1978 Tisdale, Leonora Muldrow Tubbs SP 여 서울
1977 1978 Tisdale, William Alfred SP 남 서울
1977 1980 Underwood, Peter A. 원한석 UP 남 서울
1977 1980 Underwoood, Gail UP 여 서울
1977 1982 Weems, Yunjui 여
1978 1981 Bosworth, Janet Gail UP 여 서울
1978 1981 Bosworth, Nicholas B. UP 남 서울
1978 Chang, Wilson 장일선 UP 남 서울
1978 1984 Cope, Martha Hadden 고마르다 SP 여 전주 
1978 1979 Witham, Fern SP 여 대전 
1979 1982 Bedell, Nancy E. UP 여 대구
1979 1980 Dudly, David Michael SP 남 광주
1979 1980 Dudly, Katheryn Gilbert Mitchell SP 여 광주
1979 1979 Heimberger, Elizabeth Whitaker SP 여 전주
1979 1979 Heimberger, Robert SP 남 전주
1979 1997 Hill, Charles Lester 한천수 SP 남 대전/서울 
1979 1980 Johnston, Keith Austen SP 남 서울 
1979 1980 Johnston, Sally Naylor SP 여 서울 
1979 1980 Moore, William Lloyd SP 남 서울
1979 1980 Morton, Katherine Rochet SP 여 전주
1979 1983 Ritze, Florella R. UP 여 서울
1979 1983 Ritze, Frederick H. UP 남 서울
1979 Turner, William D. 태우리 UP 남 서울
1980 2010 Adams, Carol Chou 주방란 SP 여 서울/전주  
1980 2010 Adams, Daniel James 하달리 SP 남 서울/전주  
1980 1988 Hudson, David Lindsay SP 남 서울 
1980 1988 Hudson, Susan Margaret Bower SP 여 서울
1980 1981 Leslie, Joe Ward SP 여 광주 
1980 1981 Leslie, Scott Andrew SP 남 광주 
1980 1989 Richie, Megan Knox 나미영 SP/PU 여 서울/광주 
1980 1989 Ritchie, Jefferson Irvine 이재풍 SP/PU 남 서울/광주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71 1973 Kinder, Donald Lee 기인도 SP 남 광주
1971 1977 Pope, Laura Elizabeth SP 여 순천/대전  
1971 1972 Rowan, Martha MacLeod SP 여 전주
1971 1999 Underwood, Horace HortonⅡ 원한광 NP/UP 남 서울
1971 1998 Underwood, Nancy K. 원은혜 UP 여 서울
1971 1972 Willard, Colleen Virginia Pierson SP 여 광주
1971 1972 Willard, Fred Bailey SP 남 광주
1972 1973 Jones, David UP 남 서울
1972 2011 Kinsler, Arthur Woodruff 권오덕 SP 남 동두천/서울/순천
1972 2011 Kinsler, Young Soon Shin 신영순 SP 여 동두천/서울/순천
1972 1985 Moon, Cyris Hee Suk 문희석 SP 남 서울
1972 1973 Nichol, Barbara L. SP 여 광주
1972 1984 Shaw, John Colton 서요한 SP 남 전주
1972 1978 Stanley, Authur UP 남 서울
1972 1975 Wolbrink, Adrian James 우병규 SP 남 서울/광주 
1972 1975 Wolbrink, Frances Rose Schmidt SP 여 서울/광주 
1973 1980 Basinger, Jean UP 여 서울
1973 1980 Basinger, William UP 남 서울
1973 1976 Creasman, Brenda Hunter SP 여 전주
1973 1976 Creasman, Mark Eugene SP 남 전주
1973 1975 Lydecker, Helen Borgstrom SP 여 서울 
1973 1975 Nelson, Dirk UP 남 서울
1974 1976 Cookey, Esther R. 구애숙 SP 여 전주 
1974 1975 Frist, John Chester SP 남 순천/광주/전주
1974 1975 Frist, Mary Corrine Brothers SP 여 순천
1974 1985 Moon, Rebekah Kim Sang Wha 김상화 SP 여 서울
1974 1978 Patten, Joy Blaney 배희숙 SP 여 광주/거제도 
1974 1978 Patten, Robert Chester 배의돈 SP 남 광주/거제도 
1974 1977 Steele, Barbara SP 여 대전
1974 1977 Steele, Paul D. SP 남 대전
1974 1975 Tyler, Dona K. SP 여 대전 
1974 1975 Tyler, Larry S. SP 남 대전 
1975 1977 Barnhouse, Katherine UP 남 서울
1975 1975 Borden, Jonathan Fairbanks NP 남 서울
1975 1975 Borden, Soon Ok NP 여 서울
1975 1975 Mackeprang, Lois Lee SP 여 전주
1976 1981 Butman, Burton B. 부두만 SP 남 전주
1976 1981 Butman, Eleanor Janet SP 여 전주
1976 1980 Green, Barbara 구미애 SP 여 전주
1976 1978 Kane, Nancy Lynn 계인애 SP 여 광주

 | 총람 내한연도 순 ••• 1976 |

228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229[1884-2020] 미국장로교 내한 선교사 총람



내한 이한 이름 한글이름 소속 성별 활동지역

1981 1983 McDowell, Linda Lee Goette SP 여 대전
1981 1983 McDowell, Scott Dixon SP 남 대전
1982 1983 Koostianti, Sandra SP 남 광주 
1982 1983 McMahon, Patrick W. SP 남 서울
1982 1984 York, Ina Marie SP 여 대전
1982 1984 Zelek, Susan Ellen 전애숙 SP 여 전주
1983 1985 Brown, Melissa SP 여
1984 1985 Donaldson, Eugene Robert SP 남 서울 
1984 1989 Scott, Lynda M SP 서울 
1984 1985 White, Shuford Stantey SP 남 서울 
1985 1985 Huie, Verna Lee Hardy SP 여 서울 
1985 1985 Huie, Wade Prichard SP 남 서울 
1985 1991 Pitts, James Jefferson SP 남 대전
1985 1991 Pitts, Sung Hark You 유성학 SP 여 대전
1986 1988 Dodge, Rebecca Elizabeth SP 여 서울 
1986 1988 McAthur, Shirin Robin SP 남 서울 
1986 1987 Rapp, Neville Sue SP 남 전주
1986 1988 McDaneil, Rebecca Leigh PU 여 서울
1991 현재 Lim, Choon Shik 임춘식 PU 남 도서지역/대만/서울
1991 현재 Lim, Yen Hee 임연희 PU 여 도서지역/대만/서울
1994 1997 Wygant, Linda PU 여 서울
1995 2001 Oeyen, Robert von Jr. 변오현 PU 남 서울
1995 2001 Oeyen, Sherry PU 여 서울
1996 2000 Mayo, Ann Burgess 안미혜 PU 여 대전
1996 1998 Vincent, Elizabeth Crokett PU 여 전주
1996 1998 Vincent, James Everett PU 남 전주
2000 2012 Bae, Sook Hee 배숙희 PU 여 서울
2007 2012 Bae, Kook Jin 배국진 PU 남 서울
2007 2012 Park, Haejung S. 신혜정 PU 여 대전/서울 
2007 2012 Park, Simon 박숭현 PU 남 대전/서울
2013 현재 Esslinger, Kurt 이광원 PU 남 대전/서울
2013 현재 Lee, Hyeyoung 이혜영 PU 여 대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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