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는 천연기념물 7점, 명승 1점, 향토유적 2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천연기념물에
는 대청도 동백나무 북한자생지, 신도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백령 사곶사빈, 콩돌
해안, 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 백령 습곡구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가 있고, 주
요 문화재로는 명승인 백령도 두무진과 향토유적인 충민사와 진촌리 패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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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면>
김경식(金敬植 생몰년 미상)

어부로서 1915년 경 김문재, 이원선 등과 함께 만도(晩島) 해역을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여 어획고
를 증가시키는 등 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

김문재(金文在 생몰년 미상)

어부로서 1915년 경 정배영, 이원선, 김경식 등과 만도(晩島) 해역을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여 어획
고를 증가시키는 등 수산업 발전에 크게 공로가 크다.

김연산(金連山 1884~1967)

장봉 출신이다. 무의촌인 장봉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고
명한 한의를 찾아가 침술과 한방을 배워 고향 장봉으로 돌아와 일생을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는 것
을 보람으로 삼았다. 그가 죽자 도민들이 크게 애도하면서 장봉도민장으로 안장하였다.

김옥현(金玉賢 1844~?)

한말의 무인. 1875년 강화 초지진 포대 초관(哨官)으로 초지진 해안을 불법 침범한 일본 보트에 사격
을 가해 운요호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결국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직한 후 부하 김영옥·채명준·남은
순·남은옥 등과 신도 고남리에 정착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용감한 애국정신을 가상히 여겨 통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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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通政大夫)의 증직(贈職)을 내렸다.

김유니스(金유니스 1877~1959)

본명은 김윤의로 장봉도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 감리교 신학대학 장종철 명예교수의 조모이다.

노연태(魯淵泰 생몰년 미상)

장봉도 옹암에서 진촌, 평촌 간 10km의 좁은 고갯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 비용 일체
를 희사하여 장봉도의 대동맥 격인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노윤태(魯潤泰 생몰년 미상)

1964년 장봉도에 정착하여 무의도서(無醫島嶼)임을 안타깝게 여겨 미국인 슈벨즈의 협조를 얻어 도
민 의료 사업에 크게 공헌하였다.

서창식(徐昌植 생몰년 미상)

북도면 출신이다. 3·1 운동 시위에 참가한 항일운동의 선각자로 향리인 북도민 교화에 크게 공헌하
였다. 1935년 북도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 평생을 후세 교육에 바쳤다. 그의 공적을 기려 1958년 교
육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송두용(宋斗用 생몰년 미상)

1967년 경제난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장봉도의 아동들을 위하여 중등과정인‘푸른학원’
을 설립하였다. 2년 만인 1969년 운영난에 봉착하자 서울 집을 팔아 자금을 대는 등 1981년 13회 졸업
생을 배출할 때까지 많은 애를 썼다. 지속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부득이 폐교를 하면서 주민
복지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푸른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학교 잔여 재산을 모두 이 신협에 이양하였다.

윤기영(尹基永 생몰년 미상)

1923년 장봉에 아동 교육기관인 장명신숙(長明新塾) 설립을 발기하고 20여 명의 아동을 교육하였다.

이건창(李建昌 1852～1898)

강화 출신으로 조선 말기의 문신, 대문장가로 알려졌다.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松
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이다. 저서로는『명미당집(明美堂集)』
『당의통략』등이 있
다. 1885년 모도에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458·제6편 인물과 문화유산

제1장 옹진군 인물

이동응(李東應 생몰년 미상)

장봉도 최초로 감리교가 들어온 옹암에 미국인 여선교사 혜시가 설립한 옹암교회 초대 목사로 시무
하였다.

이승훈(李昇薰 생몰년 미상)

고종 21년(1884) 한양에서 장봉도로 이주해 왔다. 그는 구한말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시
국이 어지러워지자 관직 생활을 단념하고 향리로 돌아와 장봉도 교화에 헌신하였다. 1901년 대흉작에
는 도민(島民) 구제를 위해 사재(私財)를 기울였다. 이를 기려 주민들이 은공비(恩功碑)를 세웠다.

이원선(李元先 생몰년 미상)

어부로서 1915년경 정배영, 김문재, 김경식 등과 만도(晩島) 해역을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여 어획
고를 증가시키는 등 수산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

이정훈(李鼎薰 생몰년 미상)

진사로서 1894년에 장봉에 들어와 살면서 서당을 설립하여 후세 교육에 힘썼으며, 신축년 대흉년을
당하자 조용교와 함께 사재를 털어 주민들을 구제하였다. 묘지는 장봉4리 싸리골 산기슭에 있다. 뒤에
주민들이 그 둘의 공적을 기려‘전참봉조공용교구황시혜불망비(前參奉趙公鏞敎救荒施惠不忘碑) 진
사이공정훈구황시혜불망비(進仕李公鼎薰救荒施惠不忘碑)’를 세웠다.

이호승(李浩承 1878. 7. 8~1939. 7. 20)

북도면 신도리 출신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맹,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23년 1월 하순 대
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윤응념(尹應念) 등과 함께 경기 부천군 계남면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
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임병덕(林炳德 생몰년 미상)

옹진 용천장로교회와 대청도 장로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다. 1985년 장봉리 105번지 큰논꼴 마을 위쪽
에 장봉혜림재활원을 개원하고 이듬해 3월 장봉혜림학교 6학급을 개교하였다. 장애 아동들의 공동생
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기초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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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영(鄭培永 생몰년 미상)

어부로서 1915년 경 김문재, 이원선, 김경식 등과 만도(晩島) 해역을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여 어획
고를 증가시키는 등 수산업 발전에 크게 공로가 크다.

정수용(鄭壽鎔 생몰년 미상)

1910년 장봉도 안산 중턱에 장흥학교(長興學校)를 설립하고 보통학교 과정과 고등과를 두어 보통학
교 과정을 수료하면 고등과로 진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1921년에 다시 5년제 영흥학교(永興學校)를 설
립하여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북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

조동섭(趙東燮 1914. 9. 8~1985. 3. 9)

시도 출신으로 별정우체국을 시도에 설치하는 등 육지와 도서간의 통신 업무를 개척한 선각자이다.

조용교(趙鏞敎 생몰년 미상)

고종 초 과거에 응시해서 참봉(參奉)이 되었으나, 어지러운 시국을 피해 관직을 단념하였다. 그 후 장
봉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주해 와 살았다. 진사 이정훈(李鼎薰)과 함께 장봉도민 교화와 지역 발전
을 위해 기여했으며, 1901년 대흉작 때에 이정훈과 함께 사재을 털어 주민을 구제하는 데 크게 공헌했
다. 뒤에 주민들이 그 둘의 공적을 기려‘전참봉조공용교구황시혜불망비(前參奉趙公鏞敎救荒施惠不
忘碑) 진사이공정훈구황시혜불망비(進仕李公鼎薰救荒施惠不忘碑)’를 세웠다.

최승달(崔承達 생몰년 미상)

1930년 11월 1일 북도면 801의 2,479㎡에 금은 광업권을 설정하였다.

최와달(崔臥達 생몰년 미상)

장봉도 최창준의 아들로 영조 15년(1730) 가선대부(嘉善大夫) 용양위부호군(龍讓衛副護軍)의 직을
받았다.

최의식(崔義植 생몰년 미상)

신도3리에 천주교회를 건축하였고 방죽 사업 등 많은 지역 봉사를 하였다.

최창준(崔昌俊 1682~?)

장봉도에서 출생했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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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묘지가 장봉리 산 90번지에 있으며, 정조 9년(1779)에 세운 묘비가 있다.

한기동(韓基東 생몰년 미상)

1935년 4월 북도면민 대표로 면 당국에 북도면 교통 요지에 보통학교 설립을 진정하였다.

한춘택(생몰년 미상)

1905년 인천 내리교회 전도사로 신도에 처음 복음의 씨를 퍼뜨렸다.

황도문(黃道文 생몰년 미상)

강화도 달오리 출신으로 1920년 신도에 신흥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로 재직하며 신앙과 민족 사상과
신학문을 교육하였다.

혜시(惠施, Margaret Isabell Hess 1890~1947)

미국인 여선교사로 1913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26년 6개월 동안 제물포지방에 주재하면서
도서지방 선교를 펼쳤다. 장봉도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선교 활동을 폈으며 옹암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연평면>
기형도(奇亨度 1960~1989)

연평도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문
화부·편집부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89년 시집 출간을 위해 준비하던 중, 종로
의 한 극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다. 대학 재학 시절 윤동주문학상 등 교내 주
최 문학상을 받았고,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안개」가 당선되면서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
기 시작하였다.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주로
유년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담은 독창적이면서 개성이 강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고 시집인『입 속의 검은 잎』(1989), 산문집『짧은 여행의 기록』(1990),『기형
도 전집』(1999) 등이 있다.

박만업(朴萬業 1909. 10. 9~1951)

연평도에서 출생하여 연평도 반공청년으로 1950년 9월 8일 아군 함대에 태극기를 몸에 간직한 채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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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쳐 가서 함포사격을 막은 주인공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방위특공대를 조직하고 작전과장이 되어
해주시를 경비하기도 하였다. 북진 당시 신천·은율지구인 구월산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1·4
후퇴 때 실종되었다.

송기훈(宋基勳 생몰년 미상)

1937년 연평장로교회 집사 안수를 받고, 1947년 장로가 되었다. 1948년 교회 병설 연복중학교를 설
립하여 이사를 맡았다. 6·25 전쟁 중 80여 명의 전쟁고아를 모아 연평성육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미국
선교사 하마련의 도움으로 전답 약 33,000㎡를 구입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이관수(李寬洙 1940. 8. 12~1998. 1. 12)

연평도 출신. 조선일보 마산지국에 근무할 당시 상해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으로 활동하다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근수(李根秀 ?~1909)

의병장으로 부하 50여 명과 함께 연평도에서 전사하였다. 광무 11년 창의(倡義) 이래 평산·해주 간
에서 정병 500여 명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30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연말에 연평도에 들어와 과세(過
歲)하던 중 일본군에게 탐지되어 사살되었다.

이은찬(李殷瓚 생몰년 미상)

의병으로 연평에 주둔한 일본군 파견대를 기습하고 물러났다.

임경업(林慶業 1594～1646)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白), 호는 고송(孤松),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충북 충주 달천촌(達
川村) 출생했다(평안도 개천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다). 판서 정(整)의 7대 손으로, 황( )의 아들이다.
광해군 10년(1618) 무과에 급제, 1620년 소농보권관(小農堡權管), 1622년 중추부첨지사를 거쳐 인조
2년(1624) 정충신(鄭忠信) 휘하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
功臣) 1등이 되었다. 그 후 우림위장(羽林衛將)·방답진첨절제사(防踏鎭僉節制使) 등을 지내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좌영장(左營將)으로 강화에 갔으나 화의가 성립된 후였다. 1630년 평양중군(平壤中軍)으
로 검산성(劒山城)과 용골성(龍骨城)을 수축하는 한편 가도( 島)에 주둔한 명나라 도독(都督) 유흥치
(劉興治)의 군사를 감시, 그 준동을 막았다.
1633년 청북방어사 겸 영변부사로 백마산성(白馬山城)과 의주성(義州城)을 수축했으며, 명나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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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총병(總兵) 벼슬을 받았다. 1634년 의주부윤으로 청북방어사를 겸임할 때 포로를 석방했다는 모함
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1636년 무혐의로 복직되었다. 같은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백마산성에서 청나
라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 원병을 청했으나 김자점(金自點)의 방해로 결국 남한산성(南漢山城)까지
포위되었다. 그 후 청나라가 명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 병력을 요청하자 수군장(水軍將)으로 참전했으
나 명나라와 내통, 피해를 줄이게 했다.
1640년 안주목사(安州牧使) 때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주사상장(舟師上將)으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 다시 명군과 내통하여 청군에 대항하려다가 이 사실이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나 금교역(金郊
驛)에서 탈출했다. 1643년 명나라에 망명, 명군의 총병(總兵)이 되어 청나라를 공격하다가 포로가 되었
다. 이때 국내에서 좌의정 심기원(沈器遠)의 모반에 연루설이 나돌아 1646년 인조의 요청으로 청나라
에서 송환되었다. 친국(親鞫)을 받다가 김자점의 밀명을 받은 형리(刑吏)에게 장살(杖殺)되었다. 숙종
23년(1697) 복관(復官), 연평도 충민사, 충주 충렬사(忠烈祠) 등에 배향되었다.
당섬 선착장 남쪽에 안목 선착장이 있는데 그 건너 쪽에 보이는 작은 바위섬이 모이도이다. 임경업
(林慶業)장군이 이 모이도와 안목 선착장 사이의 갯골에다 가시나무를 베어다 세우고 썰물에 나가보니
가시마다 많은 조기가 걸렸다는 일화가 전해 오는데, 이곳이 안목살터(안목어장)이다. 이 섬이 안목어
장의 제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기들의 서식처가 된 것이다.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섬이라 하여 모이
도라 부르게 되었다.
임경업 장군은 조기잡이신, 어업 수호신으로 평안도 철산 앞 바다에서 전남 흑산도에 이르는 곳곳에
서 풍어제에 등장한다. 그가 처음으로 조기잡이를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임경업
장군을 수호신으로 모신 사당을 충민사라고 일컬으며, 해마다 조기 철에 충민사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를 올리고 대동굿을 치른다.
과거에는 대청도와 소청도, 영종도, 용유도, 덕적도 등지에서도 그를 수호신으로 삼아 동제를 올렸
다. 또한 인천 북서부 해안 포구인 왕길동의 안동포에서도 당집에 임장군의 위패를 모셔 두고 제례를
올린다.

전덕규(全德奎 생몰년 미상)

서울 혜화동 성 베네딕트수도회 부설 숭공학교(崇工學校) 목공과를 나왔다. 1920년 미국 유학 인사
차 먼저 입도한 부친 전응택을 찾아왔다가 낙도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자극받아 연평도민 교화에 헌
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성당을 짓고 천주교를 널리 포교하였으며, 1922년 4년제 사립 초등교육기
관인 해성강습소(海星講習所)를 설치하여 신학문 보급에도 힘쓰는 한편 초등학교 설립에도 큰 공을 세
웠다. 또 한편으로 어업조합을 만들어 어업 현대화에도 공헌하였으며, 1923년 물산조합을 설립하여 주
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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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택(全應澤 생몰년 미상)

1917년경 해주에서 유력한 신자인 김영석(金永錫)의 소유 연평도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입도하여 복
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1919년 공소를 세우고 공소회장을 맡았다. 전덕규는 그의 장남이다.

최경희(崔敬熙 1934. 12. 19~1998. 9. 18)

연평도 출신으로 강령종합학교 졸업하였다. 연평면 예비군 중대장, 옹진농협 연평분소장, 옹진군정
자문위원, 제1·2기 통일주체대의원과 옹진군의회 1기 의장을 역임하였다.

최분도(1932~2001)

미국 출생으로 1959년 사제서품과 동시에 한국 교회 소속을 자원하였다. 1962년 연평도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주민 진료를 위해 연평도천주교병원을 개설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을 벌였다.

최성준(생몰년 미상)

1936년 연평도에 개척 전도사로 파견되어 연평장로교회를 창립하였다.

한용녀(韓龍女 1898～1982)

연평리 출신인 이상순(李相順)의 아내로 25세 때 과부(寡婦)가 되어 태화(泰和)와 태현(泰鉉) 두 형제
를 홀로 키웠다. 6·25전쟁 때 연평도를 탈환하려는 한국 해군 함정이 확성기로 함포사격 개시를 알리
고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경고하는 소리를 듣자, 연평도에 공산군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 박만업에게 태
극기를 쥐어주고 함정에 다가가게 했다. 젊은이의 전언을 들은 한국 함정이 함포사격을 하지 않아 연
평도는 초토화를 모면하고 무사할 수 있었다.

<백령면>
곽현진(郭賢進 1934. 3. 9~2009. 4. 30)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남호리 314 출생. 백령면 주민자치위원장, 재단법인 옹진군 장학재단 이사, 바
르게 살기운동 옹진군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

김경손(金慶孫 ?~1251)

본관 경주, 초명은 운래(雲來)다. 고종 18년(1231)에 정주분도장군(靜州分道將軍)이 되었다. 몽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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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격퇴시키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1233년 대장군, 어사대지사(御史臺知事)를 거쳤다. 1237년 전라도
지휘사(指揮使)가 되어 나주성(羅州城)에 있을 때, 세력을 떨치던 이연년(李延年)에게 포위되었다가
그를 죽이고 그 군대를 패주시켰다. 뒤에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가 되어 더욱 민심을 얻게 되자, 권세
를 잡은 최항(崔沆)의 시기를 받아 1249년 백령도로 유배되었다. 2년 후 최항이 계모와 계모의 아들 오
승적(吳承績) 등을 죽일 때, 그들과 인척관계라고 트집 잡아 바다에 던져 죽임을 당하였다.

김문선(金文善 1912~2003)

가을 장로교회 장로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교 직전의 공성학
당(共成學堂)을 살려낸 주인공이다. 공성학당은 1935년 가을리 공성학원으로 정식인가를 받고 후에 백
령국민학교 가을분교로 되었다가 1956년 북포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김산철(생몰년 미상)

1891년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의 관계(官階)에 오위장겸첨지중추부사(五衛將兼僉知中
樞付使)의 무관직을 지냈다. 중화동교회 설립에 공헌하였다.

김성진(金聲振 생몰년 미상)

광무 2년(1898) 8월에 작성된 각도배수안(各道配囚案)에 의하면 충남 공주 태생으로 갑신정변 때 애
국지사들의 충언을 상소하다가 백령도로 귀양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유배 시 중화동에서 도내 중견 인
물인 허득(許得 )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하면서, 서양 각국의 흥성과 기독교 발전사를 논하고 선진국 문
화를 수입하여 문화 계몽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개신교 신자는 아니나 개화사상을 가진
인물로 짐작된다.

김흔(金炘 1251~1309)

김방경(金方慶)의 아들이다. 음서(蔭敍)로 등용되어 판관을 거쳐 정4품 장군에 올랐다. 삼별초 토벌
때 전투를 소홀히 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인심을 잃었으며 아버지 김방경이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으로 방경은 대청도로 아들 흔은 백령도로 유배당했다가 무고로 판명이 나서 풀려났다.

박보재(朴普材 생몰년 미상)

최충헌의 생질이다. 국권을 장악하기 위해 최충헌을 제거하려다가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명
종 26년(1207) 백령도로 유배를 당했다가 얼마 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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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발(傅永發 Moffett 생몰년 미상)

천주교 신부. 부영발이란 한글 이름을 지닌 그는 1959년 3월부터 1973년 6월까지 14년간 백령도 천
주교회 주임신부로 봉사하였다.‘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앓는 자에게 간호를, 집 잃은 자에게 안식처를
준다’는 신념으로 전쟁 속의 외로운 섬 백령도를 사랑하였다. 재임기간 중 고아원, 양로원, 자선병원,
구라회, 기생충통제소, 자살예방센터, 외래 자선치료실 등 많은 사회 활동을 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백령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가난에 허덕이던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을 위하여 수
많은 구호양곡과 의류를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아 고루 분배하여 생활고를 덜어줌으로써 크게 칭송받
았다. 한창 천주교의 교세가 높았을 때는 백령, 대청, 소청 3개 섬의 신자수가 무려 5천여 명에 이르기
도 했었다.
병원이 없는 이들 섬에 93병상을 갖춘‘복자 김안드레아 병원’을 설립하여 도민들을 병마로부터 구
제하는가 하면, 대건호라는 배를 마련, 선교 활동은 물론 이웃 섬에 발생한 환자를 수송하기도 하였다.

손치호(孫致浩 생몰년 미상)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사로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여수 염광 중·고등학교 이사장 역임하였다. 1960
년 7·29선거에서 국회의원(옹진군)에 당선되었으나, 1960년 12월 16일 대법원의 일부 무효판결로 당
선 무효되었다.

시령후 의(始寧侯

생몰년 미상)

고려 희종(熙宗)의 5남이다. 희종 8년(1212) 12월 최충헌이 희종을 폐하고 강화도로 옮겼다가 다시
자연도(현 영종도)로 옮길 때 시령후도 백령으로 쫓아냈다.

오문환(吳文煥 1903～1962)

장로교 장로. 호는 남파(南坡). 평양 출생으로 어려서 선교사 마펫(Maffet, S. A.)으로부터 영어를 배워
1925년 숭실대학을 졸업한 뒤 숭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8년 신사 참배 문제로 폐교가 되면서
교사에서 해임되었다.
1927년 아버지의 후원으로 설립한 삼혜학교(三惠學校)의 이사장으로 8·15광복 때까지 인재 양성에
헌신하는 한편, 저술 활동과 선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23년『조선 기독교사의 분수령인 평양 양란(平壤洋亂)』이란 저술을 통해 토머스(Thomas, R. J.) 목
사를 연구하였고, 1926년 토머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을 승동교회에서 거행하는 동시, 토머스목사
기념전도회를 창설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1928년에『토머스목사전』을 저술하는 한편, 토머스목사순교기념교회당을 그의 묘지 부근 조양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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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하였고, 1935년에는 토머스호(號)라는 배를 건조하여 대동강 하류와 연평도에 이르는 해상 전도에
사용하였으나, 치안유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검속되어 전도 사업이 중단되었다.
1938～1940년에『장로회보』의 편집장, 1940～1944년 조선기독교서회의 총무로 선교사업과 서회 재
산 관리에 전념하였다.
1945년 봄 월남하여 토머스목사기념전도회를 재건하여 옹진, 연안, 백령도 일대에서 전도 사업을 전
개하는 동시에 인천 제1, 제2, 제3교회를 설립하였고, 언론사업과 교육 사업에도 투신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경성일보의 초대 사장에 취임하였고, 1946년 조선일보가 복간되자 상임고문이 되고,
1948년에는 기독공보를 맡아 운영하였으며, 1949년에는 한국일보를 인수하였다.
한편, 1946년 서도에 숭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54년 서울수복 후에는 광신상업고등학교를
재건, 1958년에 학교법인 계명의숙을 설립하여 장안중학교와 남산고등학교를 재건하였다.
1951년 150급의 제2복음선 토머스호를 건조하여 도서지방의 전도에 주력함으로써 그의 전도 사업으
로 71개 처에 교회가 설립되는 등 각 방면에 걸쳐 그가 남긴 업적은 매우 컸다.
저서로『사적탐방교회순례기』,『윌리엄스 박사전』등 다수가 있다.

오수기(吳壽祺 ?~1223)

고려 중기의 장군으로 고종 5년(1218)에 거란군의 재침을 물리치고, 의주에서 한순(韓恂) 등이 일으
킨 반란을 진압하였으나 문신들의 제거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1223년 백령진장으로 좌천된 후 살해
되었다.

유금필(庾黔弼 ?~941)

평산 유씨(平山庾氏)의 시조로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태조 6년(923) 마군장군(馬軍將軍)으로 골암
진( 岩鎭)에 침입한 북번(北蕃)들을 평정했다. 925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때 연산진(燕山鎭)에 침
입한 후백제 장군 길환(吉奐)을 죽이고 임존군(任存郡)을 공격, 전공을 세웠다. 태조를 도와 조물군(曹
物郡)에서 견훤(甄萱)을 무찌르고 청주(淸州)에서 김훤(金萱)·애식(哀式) 등의 후백제군을 격파, 대승
을 거두었다.
태조14년(931)에 무고를 받아 백령도 유배되었다. 후에 견훤이 대우도(大牛島)를 침범해 전세가 위
태로워지자 유배 중임에도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군사를 일으켜 패주시켰다. 936년 도통대장군(都統大
將軍)이 되었다. 성종 즉위 후 태사(太師)로 추증,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유영준(兪英濬 1920~?)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였다. 제일은행 행원을 거쳐, 대강산업사(大江産業社) 사장, 한도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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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都運輸) 회장, 서해수산개발(西海水産開發) 회장, 한국중석광업(韓國重石鑛業) 이사 등을 역임하
고, 동명통신(東明通信)을 경영하였다. 경기도 옹진지역구 제4대 국호의원에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
었다. 옹진군지구당위원장과 자유당 중앙위원과 국회 국방위원을 역임하였다.
사교성이 풍부하여 여야 의원들과 곧잘 어울리며 재담(才談) 또한 구수한 편이라는 세간의 인물평이
다. 백령면 진촌리 735번지에 사무실을 두었다.

이대기(李大期 1551～1628)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임중(任重), 호는 설학(雪壑)이다. 경상남도 초계
(합천 지역) 출신으로 조식(曺植)을 사사하였다. 임진왜란 때 고향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창의장(倡義
將) 정인홍(鄭仁弘) 휘하에서 공을 세워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가 되었다. 선조 32년(1599년) 형조정
랑, 이듬해 영덕현령, 선조 41년(1608) 청풍군수, 함양군수 등을 지냈다. 문명(文名)이 있었다.
광해군 12년(1620) 정월에 70세의 고령으로 백령도에 유배되어 4년간의 유배 생활을 겪으며 백령도
의 역사와 자연, 민속을 담은『백령도지』를 저술하였다. 인조반정(1623년)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이대
기는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다가 인조 5년(1628)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숙종 28년(1702) 초계의 청계서원에 제향되었다.
그의 문집은 사후 바로 간행되지 않다가 9대손 이정노(李政魯) 등에 의해 1934년『설학선생문집』이
3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그밖에 그의 저서로『백령지(白翎志)』
『설학소문(雪壑 聞)』이 있다.

이분희(李汾禧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 4년(1278) 몽고의 앞잡이 홍다구(洪茶丘)와 연결되어 무고한 김방경(金方慶)을 혹독하
게 고문했다가 무죄임이 거꾸로 밝혀지자 백령도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물에 던져져 죽었다.

이세화(李世華 ?~1238)

고려 고종 7년(1220) 백령진장(白翎鎭將)으로 진촌에 향교를 설립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중부(李仲浮 생몰년 미상)

묘청의 측근이었다. 인종 13년(1135)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초유(招諭)하기 위해 조서(詔書)
를 가지고 갔으나 두려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역리(驛吏)를 시켜 대신 전달했다가 이를 빌미로 김부식
에 의해 백령진으로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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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형(林芝馨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무과에 급제해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훈련원첨정(行訓鍊院僉正)에 이르렀
다. 철종 12년(1861)에는 대청도(大靑島)의 중요한 사료인『대청도진장선생안창설서(大靑島鎭將先生
案 說書)』를 저술하였다.

장윤의(張允義 1942. 4. 2~1998. 8. 6)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출생. 백령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옹진군 방위협의회위원, 제1·2회 인천광
역시 의원 당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장익현(張翼鉉 1918~2000)

용호도수산학교(龍湖島水産學校)를 졸업하였다. 옹진군 내무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백령면장을
지냈다. 백령중학교를 설립하였고 해서양재학사(海西養材學舍) 이사장을 지냈다.
1960년 7·29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후, 대법원의 일부선거무효판결로 실시한 재선거에서 무소속
으로 경기도 옹진 지역구 5대 국회의원에 당선하였다.

장준필(張俊必 ?~1687)

백령도에서 대대로 살아온 나주 장씨(羅州張氏) 후손이다. 훈련원(訓練院) 봉사(奉司)로 재직해 오다
향리에서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되었으나 낙향해 고장을 지키며 변방 방위에 공헌하였다.

전광훈(田光勳 1722~1776)

조선 후기 무신이다. 자는 양경(楊卿)이다. 전운상의 셋째 아들이다. 175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3년에는 무과에 합격하였다. 1754년 선전관에 제수되고 다시 통정대부 내금장으로 승진되었다가
1755년에 이천부사(伊川府使)가 되었다. 그 해 흉년이 들었는데 고을 백성들을 잘 구휼한 공으로 조정
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1756년에 백령첨사 되었다. 백령도는 중국 선박에 의한 피해가 많아 도민들
은 늘 마음을 놓지 못했는데 광훈이 부임한 후 방비를 튼튼히 하여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도요록(島
擾錄)』을 저술하여 조정에 올려 왕의 명으로 정원기주(政院記註)에 기록되었다. 1758년에 선천방어사
(宣川防禦使)가 되고 1762년에 창원부사(昌原府使)가 되었다.

정순우(丁純祐 생몰년 미상)

고려 고종 14년(1227)에 왜구에게 참패를 당한 책임으로 백령도에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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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鄭晏 생몰년 미상)

고려 권신 최우(崔瑀)의 생질이다. 최우의 아들 최항(崔沆) 등에 아부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술
자리에서 최항이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고 비방한 것이 알려져 고종 38년(1251) 백령도에 유배되었다가
훗날 살해당했다.

조상현(趙象鉉 생몰년 미상)

백령도 출생, 백령면장 역임, 1910년대 백령도에 처음 천주교를 전파하여 실질적인 선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최경림(崔京琳 1921～1970)

백령도 진촌리 출신이다. 공정하고 근면하며 언변이 정확하고 뛰어난데다가 공사가 분명해서 면민
들의 존경을 받은 백령도의 진실한 일꾼으로 평판이 나 있다.
6·25전쟁 당시 백령면장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들자 280정보의 부지 개간 사업을 펼쳐 피난민
300 가구의 정착지를 마련했다. 또한 오늘의 백령중학교의 전신인 백령고등공민학교를 세우는 데 앞
장섰다. 뿐만 아니라, 최 면장은 그의 아내 김양겸(金良謙)과 함께 백령도에 천주교를 보급, 전도하는
데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탑야속(塔也速 생몰년 미상)

원나라 중신이다. 적당(賊黨)으로 몰려 부하인 도길출( 吉出), 첩역속(帖亦速) 등과 고려 땅으로 유
배되었다. 주모자인 탑야속은 백령도에 도길출은 대청도로 첩역속은 조야도로 각각 유배되었다.

허간(許侃 1885~1972)

백령면 연화리 중화동 출생이다. 호는 백석(白石)으로 한문을 배운 후, 13살 때 언더우드(H.G.
Underwood)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백령도의 첫 세례자였다. 1903년 백령도 중화동 교회에서 초
대 집사로 봉사하다가, 1905년 장연군 서해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하였다.
1907년에 해서제일백령학교를 창설하여 교장 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였고, 1909년 10월부터 1911
년 2월까지 사곶학교에서 2년 동안 교원을 지냈다.
허간 목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백령도 토지권 민영화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후 도민들에게 일방적인 소작증을 주고 지세를 6배나 인상하여 강탈하려고 할 때 백령도 도민 대표로
5년간 투쟁하여 백령도 내 토지 전부를 민영화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916년 3월에 조선야소교장로회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39세 때인 1923년 재령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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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예배당에서 백령도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목사가 된 후 미생촌교회, 상거동교회, 강동촌교
회 등을 겸임 시무했다.
재령 서부교회를 거쳐서 장연 태탄교회와 이도교회를 겸임하기도 했다. 1929년에는 조선 야소교장
로회 평양신학교 신학연구과에 입학하여 1931년에 졸업하였다.
1937년 부인 장은애와 사별 후, 1940년 평북 선천군 동림면 원동 홍승조 장로의 2녀 홍석호(洪錫浩)
와 재혼하였다.
1949년 5월부터는 중화동, 연지동 양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고 시무하면서 백령도 내 타 교회의 당
회장을 맡았다. 인천노회의 전신인 황남노회를 창설하고, 백령성경학교 교장 직을 맡았으며, 화동교회
와 장촌교회, 그리고 중화동교회를 두루 시무했다. 1970년 원로 목사에 추대되고 황남노회장을 수차
역임하였다. 백령도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오늘날에도 도민으로부터 추앙받고 있으며, 연표식으로
쓴 그의『백령약지(白翎略誌)』가 전해 온다.

허득(許得 1828~1902)

중화동 출생으로 부 허금철(許今哲)과 어머니 전주 이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원래 경
기도 김포에 속한 양천현(陽川, 지금의 서울 양천구)에서 살던 사대부 집안이었다. 1786년에 그의 증조
부 허종(許鍾)이 백령진 첨사의 책실이 되어 따라 들어온 것이 백령도에서 살게 된 연유이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했고 대인 관계가 원만했다. 가문의 족보에 그의 인격이 초월했다고 기록되
어 있다. 유년시절 중화동 서당에서 공부한 실력으로 내로라하는 선비들과 시세를 논함에 부족함이 없
었다고 한다. 후에 당상관의 관직에까지 올라 4대째 내려오는 가세를 일으켜 세웠다. 1891년에는 왕으
로부터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관직을 받기도 했다.
백령 주민들은 늦게나마 그의 아호를 영기(翎起)라 정하고 이를 전체 주민의 이름으로 그에게 올렸
다. 영기란 백령도를 일으켜 소생시켰다는 의미이다.
허간(許侃) 목사와 허응숙(許應淑) 목사는 그의 친손자이며,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국민장을 추서
받은 허성묵(許聖默)도 그의 친손자이다. 중화동교회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유배자 김성진으로부터 성경책을 전달받고 서구 문명 수입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청면>
김경득(金庚得 생몰년 미상)

대청면 옥죽동 출신이다. 백령면 대청출장소에 근무했다. 6·25 동란 때 난민구호에 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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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경(金方慶 1212～1300)

고려 후기의 무장(武將)이며 정치가. 본관은 안동. 자는 본연(本然). 충렬왕 4년(1278) 모반을 꾀했다
는 모함을 받아 대청도에 유배되고 아들 흔(炘)은 백령도에 유배되었다.

김려선(金麗善 생몰년 미상)

대청면 고주동 출신이다. 일생을 봉사 정신으로 일관하였다. 대청구장직을 수십 년 간 맡아 왔다.
6·25전쟁 때는 밀어닥친 피난민과 함께 수천 명의 군인들 거소와 식량을 공급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한 대청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김순철(金順哲 생몰년 미상)

대청면 사탄동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마을의 동장을 맡아 봉사하면서 불우 이웃 돕기와 산림
조성에 힘썼다. 특히 마을에 금주단연(禁酒斷煙), 도박근절(賭博根絶)의 운동을 일으켰다.

김신웅(金信雄 생몰년 미상)

대청면 옥죽동에 거주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에 이어 1875년 운요호사건 등 외세
침입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수군(水軍)에 자원하여 훈련을 받던 중, 침입한 운요호를 퇴치시키기 위해
운요호 배 밑을 뚫어 침몰시키는 계책을 세웠는데 이를 자원한 사람이 수영과 잠수에 능한 김신웅이었
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감지한 듯 운요호가 불시에 강화도를 탈출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전공이 김
신웅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파총(把摠, 각 군영의 종4품) 벼슬이었다고 한다.<이 이야기는 기록은 없
고 구전되고 있음>

김영승(金永承 생몰년 미상)

대청면 고주동 출신이다. 한학을 전수하고 안경춘과 더불어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고향에서 동지들과 같이 생활 개선에 힘썼으며, 대청 청년들을 규합하여 식산회(殖産會)를 조직하고
저축 장려 운동을 벌였다.

김은석(金銀錫 1918~2008)

소청리 김주경의 아들로 용호도수산학교(龍湖島水産學校)를 중퇴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창명서당을
재건하여 최창준(崔昌樽), 최종현(崔宗賢), 김주숙(金周淑) 등과 함께 교편을 잡았다. 1936년 이 서당을
황해도 학무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아 아동 교육에 종사하였다. 후에『소청도향지(小靑島鄕
誌)』를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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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金晶玉 1913~2008)

대청면 사탄동 태생으로 용호도수산학교(龍湖島水産學校)를 나온 수산인(水産人)이다. 옹진군 노인
회장을 역임하였으며,『대청면지(大靑面誌)』발간에 진력하였다.

김정호(金正浩 생몰년 미상)

대청면 옥죽동 출신으로 한학을 전수하고 평양숭실중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하다가 동지인 안경춘과
뜻을 모아 대청 사숙에서 아동 교육에 힘썼다. 백령면 제6대 면장을 역임하였다. 소청도 분바위 대리석
광을 발견함으로써 건축자재 보급에도 공을 세웠다.

김주경(金周京 1893~1934)

소청리 출신이다. 1913년 일제가 백령도에 어업기지를 만들면서 소청도 어업권마저 침탈하려 할 때
그가 주도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였다. 그는 갖은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 공동어장으로 끝끝
내 소청도 어업권을 지켜 낸 인물로 알려졌다. 1923년 사재를 털어 소청창명서당(小靑昌明書堂)을 창
립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학선(金學善 1864~?)

황해도 서패궐에서 출생하여 중년 이후 대청도에서 보냈다. 1909년에 당국에 진정하여 대청도민에
게 포패채조전용어업권(捕貝採藻專用漁業權) 및 각종 어업 면허를 획득케 하여 생활 안정을 기하게 했
다. 1913년 토지조사 때 대청, 소청 산야 전부가 국유지로 편입되자 이에 불복, 대청도 대표로서 당국에
진정하여 1919년에 마침내 민유지로 환원되게 하였다. 1921년에는 후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비
로 대청사숙을 설립하여 숙장(塾長)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1923년에 대청도어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장에 취임, 어촌진흥계발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기타 교통 운수 사업과 도민 생활 개선에 공적
이 커 수차에 걸쳐 공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대청도의 은인으로 불린다.

문정윤(文正胤 생몰년 미상)

대청면 동내동 출신이다. 한학을 전수하시고 김학선을 도와 아동교육에 공적이 큰 대청도의 대표적
인 교육자였다.

문형암(文亨

생몰년 미상)

대청면 내동 출신이다. 한문을 전수하고 청소년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풍수지리에 능
숙하였으며 대청도 최고 한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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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학(朴京學 1911~?)

대청면 고주동 출신으로 용호도수산학교(龍湖島水産學校)를 나와 대청도어업조합 창립 당시 조합
서기에서부터 이사까지 역임하며 대청도 어업 발전과 어민의 복리 증진에 공헌하였다. 서해운수조합
(西海運輸組合) 상무이사를 지내고 후에 백령면 대청 출장소장으로 발탁되었다. 6·25동란 때는 난민
구호와 치안 유지에 공을 세웠다.

박능수(朴能秀 생몰년 미상)

대청면 서내동 출신이다. 청소년 선도에 힘써온 대청도의 지도자적인 인물이다.

박도수(朴道守 생몰년 미상)

대청면 조주동 출신이다. 소년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대청도의 특산물인 홍어 어업 발전과 어장
개척에 기여한 바가 크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가정과 이웃 간의 화목과 동지 간의 우정을 돈독
히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백하룡(白河龍 1833~1893)

대청도 출신이다. 충훈부도사(忠勳都府事)로 대청도 행정관이었다. 정조 23년(1799)에 대청도와 소
청도가 수원부로 편입되고 각각에 진을 설치하였으나, 소속이 수원부여서 교통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 불편함이 컸다. 그것을 조정에 건의하여 본래의 장연현으로 환원하기 위해 수차 수원부를 왕래하다
가 1893년 장연 불타산(佛陀山) 부리기고개에서 도적의 칼에 찔려 순직하였다.

신홍우(申鴻雨 1893～1964)

청산학원 수산강습소를 졸업하고 용호도수산학교장으로 재직 중 전쟁으로 인천에 피난하여 경기수
산고등학교를 설립케 했다. 뒤에 부산수산대학장을 역임했다.

심대연(沈大連 생몰년 미상)

동내동 출신이다. 농업에 종사했다. 대청 이장 직을 맡아 방사림(防沙林) 조성과 농수로 관리에 전념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농경지 정리의 모범을 발휘하였다.

심익연(沈益淵 생몰년 미상)

대청면 사탄동 출신으로 한학을 전수하고 아동교육, 청년 운동에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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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춘(安京春 생몰년 미상)

대청면 고주동 출신으로 일찍이 한학을 수학하고 평양 숭실중학에서 공부했다. 김학선과 내동에 있
던 진청사에 사숙을 설립하고 자신이 교편을 잡고, 1923년 사립 보통학교로 인가되기까지 초등 교육
사업에 공헌했다. 백령면 대청리 이장으로서 다년간 이(里) 행정에도 봉사하였다.

애아역(愛牙亦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 6년 원나라 황태자로 대청도에 유배되었다.

임원석(林元錫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으로 백령, 대청에 도장제(島長制)가 실시될 때, 대청도
장(大靑島長)으로 임명되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도민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 공적을 기려 주민들
이 임원석 도장 공적비(功績碑)를 건립하였다.

정의권(鄭義權 1916~?)

대청면 사탄동 출신으로 한학을 전수였다. 또한 용호수산학교(龍湖島水産學校)를 졸업하고 대청도
어업조합 서기로 출발하여 이사직까지 30년 간 어민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정희숙(鄭熙淑 생몰년 미상)

대청면 사탄동 출신이다. 홍어 어업을 주업으로 어장 개척에 많은 공을 세웠다. 말년에는 동장으로
애림녹화, 방사림 조성에 헌신하였다.

정치순(鄭致淳 생몰년 미상)

대청면 서내동 출신. 한학을 전수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대청도 각 동리의 대상예절(大喪禮節)
을 전담하는 등 봉사자로서 이름이 높다.

조명암(趙明岩 생몰년 미상)

대청면 양지동 출신으로 한학을 전수했다. 청소년 선도 활동에 공로가 크다.

조순희(趙淳熙 생몰년 미상)

대청면 내동 출신으로 한문을 수학하였다. 자녀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특히 강조하였다. 어업조합
총대(總代)를 역임하는 동안 조합 발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에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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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유(崔尙兪 생몰년 미상)

1947년 소청리에 단독 어업조합을 설치하고 초대 이사를 지냈다.

최유엄(崔有

1239~1331)

본관은 해주(海州), 시호 충헌(忠憲)이다. 충령왕이 즉위하던 1274년 감찰잡단(監察雜端)이 되었고,
1279년 감찰시승(監察侍丞)으로 시사(時事)를 직언하다가 왕에 뜻에 저촉되어 대청도에 유배되었다.
1287년 전법총랑 우부승지(典法摠郞右副承旨)에 복직되었다.

최원유(崔元瑜 생몰년 미상)

장로교 집사로서 1948년 소청리 예동(禮洞)에 황남노회(黃南老會) 산하 장로교회를 최초로 전도하
였다.

타환첩목이(妥歡帖睦爾 1320~1370)

원(元)나라 명종 태자이다. 충혜왕 원년(1330) 대청도에 유배되었다.“유배 당시의 궁궐터가 내동초
등학교 터였다고 하며 내동(內洞) 지명을 고쳐 장안(長安)으로, 그리고 대청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삼
각산(三角山)이라 불러 이곳을 자기의 도읍지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기록이 옹진군
향리지에 전한다. 후일 순제(順帝)이다. 대청도 신향이 전설로 남아 있다.

<덕적면>
권동철(權東哲 1916~?)

경북 의성군(義城郡) 출신이다. 일본 경도(京都)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1942
년 백아도에서 사립학교인 의성학원(義城學院) 원장을 지냈다. 청송군수, 의성군수, 달성군수를 거쳐,
제5대 국회 참의원 의원을 지냈다.

김광우(金光祐 1906～1990)

덕적면 북리 능동 출생이다. 안동 김씨의 후손으로 증조부 때 대원군의 박해를 받아 덕적도로 옮겨
오게 되었다. 명신학교(明信學校)와 당시 덕적도 최초의 사립학교인 명덕학교(明德學校)를 다녔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학교가 문을 닫자 항일운동을 하다 거주 제한을 당해 덕적에 거주하
게 된 여운형(呂運亨)의 족제 여운일(呂運一)로부터 일본어와 산수를 배웠다. 이후 다시 거주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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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에 오게 된 김사민(金思民)에 주선에 의해 서울 중동중학교를 나오게 된다.
졸업 후 고향의 명덕학교 교사를 2년간 하다가 1927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로 유학을 떠났으나 병을
얻어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명덕학교에 복귀하였다. 25세 때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폐가 약하
여 1년을 쉬면서 피터스(V.W. Peters) 선교사의 도움으로 소야도에 조그만 개척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들을 지도하였다. 1937년 3월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강원도 철원 월정리교회로 파송을 받아 농촌목회를 하였다. 이후 8·15 광복까지 자월도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며 자월교회에서 자원 목회를 필두로 1947년 청파교회, 그리고 배화학교 이사장,
이화여고, 이화여대, 연세대학의 이사, 국제대학 학장을 거쳐, 자교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58년부터 서울북지방 감리사직을 수행하였다. 파주교회, 문산교회 등을 복구하고 신축하였으며,
감리교공동묘지를 고양군 금촌면에 창설하고 묘지관리위원장을 맡았다.
1963년에는 정동제일교회 담임, 1972년 5월 25일 65세로 자원 은퇴하기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시무
하였다. 1967년 중부연회 연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듬해 연회장직 및 연합기관, 학교, 총리원 이사
직 등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났다.
은퇴 후 한강중앙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다가 동생인 김광덕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은퇴하였
다. 1979년 미국 이민 길에 올라 우드랜드 지역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연하(金演河 생몰년 미상)

인조(仁祖) 때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낸 뒤, 덕적도로 낙향한 김홍수(金洪壽)의 후예이다. 소야도
에서 살았다. 널리 알려진 한학자로 시문집(詩文集)이 전해지고 있다.

김현호(金顯鎬 생몰년 미상)

덕적도 태생으로 1900년대 덕적에 예수교가 들어오자 이에 감화되어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권사 박
현일(朴賢一)과 함께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설립하여 신식 교육에 힘썼다. 또한 3대 덕적면장이 되어
면 행정의 체계를 확립시켰고, 흉년이 들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기민(饑民) 구호에 헌신하였다. 후에
목사, 감리사가 되어 한국 종교계의 큰 일꾼이 되었다.

문홍근(文洪根 생몰년 미상)

덕적도 출신으로 개화 문명을 일찍이 수용한 선각자였다.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1910년 동지인 서
주(徐疇)와 함께 덕적 북리(北里)에 합일학교(合一學校)를 설립하고 경영하다가 1914년 초등학교가 설
치됨에 따라 폐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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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朴信愛 생몰년 미상)

1931년 인천교회 덕적 구역 전도부인으로 파송되어 전교 활동을 벌였다.

박정수(생몰년 미상)

평양 출신으로 이화학당을 졸업했다. 의학 공부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다가 덕적 출신 은행원 송재봉
을 만나 결혼, 덕적에서 명덕학교(明德學校) 교사를 지냈다. 덕적중앙교회, 인천내리교회, 창영교회 전
도부인으로 있으면서 1930년대 인천 지역의 전도 활동에 진력했다. 전형적인 한국 여인상에 신여성의
교양을 갖춘 인물로 칭송받았다.

배기주(裵基周 생몰년 미상)

충청도 논산에서 10세대 이전에 소야도에 이주해 온 배씨의 자손으로 조선 말엽에 대동미를 운반하
던 도중 파선(破船)을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으나 한양 사는 대관(大官) 윤대선(尹大善)의 도움
으로 당시 무인도이던 울릉도로 탈출하여 이 섬을 개척하였다.
그는 3년째 되던 해 일본인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과 담판하여 울릉도를 우리 소유라 주장하고 일인
들이 수목을 벌목치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육지와의 연락이 되어 수백 가구를 이 섬으로 이주시키고 일본
에까지 건너가서 이 섬의 소유가 우리나라임을 공인케 했다. 그 공로로 배기주는 이 섬의 군주가 되어
울릉도 초기 개척에 진력하였다. 그는 그 후 덕적도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다가 100세에 사망하였다.

송명헌(宋明憲 생몰년 미상)

진리 출신이다. 정수창(鄭壽昌)에 이어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자기 집 사랑채에서 운영하였다. 1912
년 임용우를 교사로 초빙하여 신학문을 가르쳤다.

송재붕(宋在鵬 생몰년 미상)

덕적 태생으로 인천상업학교을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었다. 향리에 돌아와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덕적면장으로 향리 발전에 헌신하였다. 부천군 대표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부천군 관
내 도서(島嶼)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여운일(呂運一 1980~?)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수청리 출신이다. 여운형(呂運亨)의 종제(從弟)로 1909년 경성 사립 보광학교
중등과를 졸업하였다. 1916년 동경에 유학하여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 및 일본대학 법과 정과에
입학하였다가 1919년 2월 퇴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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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9월부터 1916년 3월까지 청진 신흥학교, 강릉 신리학교(新里學校), 경성 보영학교, 흥인학교,
배재학교, 동대문여학교 등 각 사립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동경 유학중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숙업을 했으며, 상해에 사는 이른바‘불령선인’과 연락을 유지
하며 학생들 사이에 불온사상을 고취하는 등 항상 배일적 언동을 한다 하여 일제에 감시를 받았다.
1919년 만세사건 당시 배후에서 소요를 선동했던 인물로 특히 지목을 받았다. 1919년 8월 이래 1년간
덕적도 내에 거주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동응(李東應 생몰년 미상)

이재관의 숙부이며 목사로서 덕적도에 감리교의 씨앗을 뿌렸다. 1919년 독립만세 여파로 휴학하고
귀향하는 길에 버선에 독립선언서 한 장을 숨겨 와 조카인 이재관에게 읽은 후 소각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고 이재관이 만세 시위를 일으켰다.

이재관(李載寬 1897~1989)

덕적 출신으로 명덕학교(明德學校)를 나와 합일학교(合一學校) 교사를 지냈다. 1919년, 숙부이자 성
경학원(聖經學院) 학생이었던 이동응이 보여준 독립선언문을 읽고, 명덕학교 교사인 임용우(林容雨)
와 함께 4월 9일에 있을 이 학교 운동회를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차경창(車敬
昌) 등과 함께 이날 모인 다수의 군중 앞에서 함께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덕적면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06년 건국 포장이
추서되었다.

인기선(印基善 생몰년 미상)

서포2리 벗개 마을 출신으로 해안매립농지개발조합 대료를 지냈다. 1960년 벗개 간척사업을 시작하
여 13년 동안 공사를 벌여온 간척사업의 선구자이다. 비록 개인의 힘으로 간척사업을 완결 짓지는 못
했으나 최초로 서포2리 벗개 간척 공사를 구상하고 계획하여 착공한 인물이다.

임용우(林容雨 1884~1919)

김포군 월곶면(月串面) 출신으로 통진(通津) 창신학교(昌信學校) 4년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3년간
창신학교(昌信學校) 교사로 있다가 덕적면 진리의 사립 명덕학교(明德學校) 교사로 옮겨 와 8년간 재
직하였다.
명덕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19년 2월 말에 천도교(天道敎) 측의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같은 달 29일에는 윤영규(尹寧圭), 최복석(崔復錫)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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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면 갈산리(葛山里), 조강리(祖江里)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어 군하리(郡下里) 향교와
공립보통학교, 면사무소를 차례로 행진하면서 항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덕적으로 돌아와 이재관(李載寬), 이동응(李東應), 차경창(車敬昌)과 주동하여 4월 9일 진리 해
변에서 명덕학교 운동회를 개최하고 만세운동을 벌였다.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1년 6개월의 실형
을 받고 복역 중 고문과 악형으로 인해 옥중 순국(殉國)하였다. 1991년 애국장이 추서되었으며 덕적도
에 순국비가 있다.

정수창(鄭壽昌 생몰년 미상)

덕적 출신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각자였다. 1907년 초대 덕적도 면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
하였으며 1908년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어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명덕학교는
1932년 공립학교가 설립되어 병합될 때까지 약 35년 간 운영되었다.

정흥두(鄭興頭 생몰년 미상)

덕적군도(德績群島)의 하나인 울도(蔚島) 출신이다. 울도 이장(里長) 재임 중인 고종 31년(1894) 7월
25일 서해 풍도(楓島, 豊島) 앞바다에서 청일 함대가 교전(交戰)하여 청나라 함정이 침몰되었다. 이때
침몰 함정에 타고 있던 청나라 병사가 구사일생으로 울도에 상륙하여 구원을 요청하자 정흥두 이장은
그들을 긴급 구호하고 덕적 첨사(僉使)에게 넘겨주었다.

차경창(車敬昌 1900~1964)

덕적면 서포2리 출신이다. 임용우의 제자로 명덕학교(明德學校)를 나와 합일학교(合一學校) 교사로
있었다. 1919년 4월 9일 명덕학교 운동회에서 임용우(林容雨) 등과 함께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논의, 이날 모인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복역하였다. 2006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허광모(許光模 생몰년 미상)

덕적 출신으로 자월도 절우물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08년 7월 장은식(張殷植)과 명덕학
교(明德學校) 설립을 발기하였다.

황세윤(黃世潤 생몰년 미상)

오랜 동안 백아도 이장을 지냈다. 주민 공복으로 헌신하였으며 섬의 어려운 사정을 관계 요로에 알
려 행정선(行政船) 건조 등 많은 공적을 쌓았다. 백아도 제1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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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면>
강경모(姜敬模 생몰년 미상)

자월면 유지로 1920년 강윤익, 김수길 등과 힘을 합해 4년제 진명학교(進明學校) 설립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였다.

강윤익(姜允益 생몰년 미상)

자월면 유지로 1920년 강경모, 김수길 등과 힘을 합해 4년제 진명학교(進明學校) 설립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였다.

김수길(金守吉 생몰년 미상)

자월면 유지로 1920년 4년제 진명학교(進明學校)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5년 면협의원
에 당선되었다.

배익현(裵益絃 생몰년 미상)

구한말 무과에 급제하여 황실 호위처에 근무하였으나 1907년 일제의 구 한국군 강제 해산 때 해직되
어 의병이 되었다.

이습(李褶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 4년(1278) 몽고의 앞잡이 홍다구(洪茶丘)와 연결되어 무고한 김방경(金方慶)을 혹독하
게 고문했다가 무고가 발각 나 형 이분희는 백령도로 아우인 이습은 자월도에 유배되었다.

전미카엘(全미카엘 ?~1989)

인천 연안천주교회 신부였다. 1980년대 초 승봉도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에일레해수욕장
위쪽에 개발 공사비 850만 원을 들여 지하수 개발을 하였다. 주민들이 전 신부의 은덕을 기려 공덕비를
천주교 공소 앞에 세웠다.

한희유(韓希愈 생몰년 미상)

평북 박천 출신으로 삼별초의 난과 일본 정벌 때 공을 세워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에 올랐으나
충렬왕 4년(1278) 김신보(金臣甫)의 참소로 자월도에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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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
강진희(姜震熙 1835～?)

영흥에서 출생했으며, 증(贈) 정3품 벼슬인 종사랑승통정대부(從仕郞承通政大夫)에 올랐다. 고종 41
년(1903)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였다. 그가 살던 동네를 지금도 서정동(書亭洞)이라 부르
고 있다. 그의 묘지는 외리(外里) 다돌(多突)에 있다.

강재희(姜載熙 1857~?)

본관은 진주, 한문을 수학하였다. 영흥면 외동(外洞)에 거주했다. 1904년 5월 중추원 의관(中樞院議
官)을 역임하였으며 이장을 지냈다.

김상순(金相淳 1858~?)

한문을 수학하고 1885년 6월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영흥면 외동(外洞)에 거주하였다.

김성호(金成鎬 1939. 1. 19~2004. 12. 5)

영흥면 내리 출생, 인천공고 졸업, 영흥면 부면장, 옹진군행정계장, 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2·3회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 인천광역시 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춘경(金春京 1864~?)

내동 출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한문을 수학하였다. 익문원(謚文元) 사계(沙溪) 김장생(金長
生)의 8세손으로 1882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대왕(大王 생몰년 미상)

원나라 합단(哈丹)의 부하로 고려 충렬왕 18년(1292) 영흥도에 유배되었다.

박윤삼(朴允三 1878~?)

영흥면 날평(捺坪) 출신으로 한문을 수학하였다. 본관 밀양이며 밀성군(密城君) 박준(朴浚)의 후손이
다. 1893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성품이 명민하였고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버이 섬기는 예절이 증자(曾子)에 비할 만하였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는 옛 현인(賢人)에 비할 만하였다고 한다. 특히 문장이 훌륭하여 청년들을 교도하여 명
성이 온 경내에 소문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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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현(裵益鉉 생몰년 미상)

영흥 출신으로 구한말에 무과(武科)에 합격해서 관직에 올라 고종(高宗) 황제의 호위군관이 되었으
나, 1907년 8월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할 때 해직되었다. 이후 의병 활동을 벌이다 기진하여 향리로 돌
아왔다.

백원항(白元恒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환관 이숙(李淑)의 처형이라는 것을 빌미로 은폐대(銀幣帶) 등을 훔쳐낸 전
영보(全英甫)가 자신의 비행을 사찰하고 문책한 백원항을 왕에게 참소하여 영흥도로 유배당하게 하였다.

왕기(王琦 생몰년 미상)

고려 종실로 호는 익령공(翼靈公)이다. 고려 망국 직전 친족과 측근 임씨, 채씨 일문 등과 함께 영흥
도에 잠입하여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이규홍(李奎弘 1853~?)

면외동 어평(漁坪)에 살았다. 본관 전주로 수도군(壽都君)의 15세손이다. 한문을 수학하였고, 1887년
통훈(通訓)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

이득우(李得雨 생몰년 미상)

임동수 등과 함께 1936년 4월, 영흥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
여 활동을 편 교육 선구자이다.

이장용(李藏用 1201~1272)

본관은 인주(인천)로 자 현보(顯甫), 초명 인기(仁祺), 시호는 문진(文眞)이다.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 서경사록(西京司錄), 교서랑겸직사관(校書郞兼直史館),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정당문학(政堂
文學), 참지정사(參知政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냈다. 원종 5년(1264) 왕을 따라 몽
골에 가서 해동현인(海東賢人) 칭호를 받고,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가 되었고 경원군개국백(慶源郡開國伯)에 봉해졌다.
원종 8년(1267) 일본의 원나라에 대한 조공 문제에 대해 원나라 병부시랑 흑적(黑的)에게 글을 보내
자 원종이 자신에게 먼저 고하지 않았다 하여 흑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 영흥도에 유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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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수(林東洙 생몰년 미상)

이득우 등과 함께 1936년 무렵 영흥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
여 활동을 편 교육 선구자이다.

임병래(林炳來 1922~1950)

평남 용강 출신으로 평양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첩보부대의 창설 요원이 되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특수공작대의 조장으로 선발되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인천,
서울지역으로 잠입하여 북한군의 상황 등 기밀을 탐지해 우리 해군본부와 미군사령부에 제공하여 인
천상륙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9·15 인천상륙작전 개시 전날 영흥도를 점령한 인민군 1개 대대
의 공격에 맞서 10여 명의 대원들과 맞서 싸우다가 포위당하자 스스로 자결, 전사하였다. 생전의 혁혁
한 전공을 기려 중위로의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되었고, 미국 정부에서도 은성무공
훈장을 추서했다.

임세재(林世載 1724～?)

영흥도 내리 태생으로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고려 말 영흥도에 이주한 임익보(林翼補)의 후손이며,
임영운(林榮運)의 아들이다. 무예가 뛰어나 무과에 급제하였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등의 벼
슬을 지내고 변방 수비를 맡았으며, 수신사(修信使) 무관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낙안군수(樂安郡守) 등
여러 고을 관리를 지내고 보성군수(寶城郡守)로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 후에 정1품 숭록대부(崇祿大
夫)에 추증되었다.

임원배(林元培 1891~?)

영흥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다. 내동 개와집 주인으로 알려졌다. 조선 총독 사이토(齋藤
實)와 친분이 깊었다고 하며 영흥도 최고의 권력과 금력을 거머쥐었다.
영흥 진두와 본섬을 연결하는 간척사업을 벌여 수천 석의 농토를 소유하는 거부가 되었다. 그 때문
에 이 지역에서 염벗과 갯벌에 의해 살던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잃기도 했다.
가잣골에 서당을 설치하고, 내동사립보통학교(內洞私立普通學校) 설립을 지원하였다. 영흥제렴조
합(靈興製鹽組合) 대표, 1936년 영흥면장과 이어 1937년‘토목 및 건축용 석재 사리(砂利) 및 토관, 연
와(煉瓦) 등의 물품의 해륙 운반 및 금융업’을 하는 인천사리판매주식회사(仁川砂利販賣株式會社) 대
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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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仁揆 생몰년 미상)

고려 원종 때 몽고어 통역관 우선(于璇)의 부친으로 우선이 몽고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가족까지 몽고로 불러들였다가 고려로 돌아와 반몽정책을 견지하던 임유인(林惟姻)의 처 채씨를 아내
로 맞자 이를 죄에 붙여 목을 베고, 아비인 인규를 영흥도로 유배하였다.

임규선(林奎璇 1875~?)

한문을 수학하였고, 영흥면 내동 출신이다. 통정음군수(通政蔭郡守) 영은(靈隱) 임지손(林至孫)의
14세손, 군수 임세재(林世載)의 5세손, 그리고 안의방어사(安義防禦使) 임희춘(林喜春)의 4세손이다.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로써 청년들을 가르쳐 명성이 높았으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
두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임현규(林顯圭 1865~1937)

영흥면 내리 기자골 기와집 임씨 문중의 효자로 1885년 효자 정문이 내려져 지금도 전해온다.

장윤화(張允和 생몰년 미상)

고려 충숙왕 5년(1318) 제주부사로 있다가 민란의 책임으로 영흥도로 유배당하였다.

조득래(趙得來 생몰년 미상)

선왕 충선왕의 측근으로 사리사욕에 빠져 충숙왕 6년(1319) 영흥도로 유배되었다.

한관성(韓寬性 1857~?)

영흥면 외동에 거주하였다. 본관은 청주로 한문을 수학하였다. 영의정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한혜
(韓惠)의 후손이다. 가선중추부사(嘉善中樞府事)를 지냈다.

함정애(생몰년 미상)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인천교회 영흥구역 전도부인으로 파송되었다.

홍시욱(洪時旭 1927~1950)

6·25 전쟁의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당시 첩보 수집을 위한 특수공작 요원으로
선발되어 북한군 치하에 있던 인천·서울·수원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영흥도 작전에 참여했
다가 임병래 중위와 함께 9월 14일 인민군 1개 대대에 포위당하자, 적에게 체포될 경우 작전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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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소총으로 6명의 적을 사살한 뒤 마지막 한 발의 총탄으로 자결, 전
사하였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이등병조에서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다. 미
국 정부도 은성훈장을 수여했다.

황예도(1909~?)

인천 신화수리 출생으로 영화여자소학교를 나와 협성여자신학교를 졸업했다. 1930년 21세 때 영흥
도 임태선 전도사의 장남 임세영과 결혼하여 영흥 내동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1933년 영흥구역
전도부인을 파송 받았다. 광복 후 남편 임세영이 영흥공립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하면서 영흥, 대부
구역을 전도하는 전도사로 활동했다.

홍승하(洪承河 1863～1918)

감리교 목사. 경기도 영흥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일본에 건너가 무관학교에 다녔다.
귀국 후 국권수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인천에서 미 감리회 선교사 존스(Jones, G. H. 趙元時)
를 만나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그 후 교역자 양성기관인 신학반 과정을 마치고 1902년 남양교회(南陽敎會)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
였다. 같은 해 12월 존스 선교사가 적극 추진한 미국 이민단이 조직되어 하와이로 떠날 때 선교사 자격
으로 참여, 1903년 1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1903년 8월 교포의 지위 향상·권익 옹호·항일 독립 운동의 목적으로 윤병구(尹炳求)·문홍식 등
과 신민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1월 안정수·우병길 등 교인들과 한인선교회를 창
설하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1905년 정식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 뒤 하와이 각 지역에 교회 건립 활동을 계속하다가 1907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충남북 지역의
순회 목사로 활약하였고, 1912년 수원읍 교회 담임목사와 수원지역 순회 목사로서 전도하다가 지병의
악화로 은퇴하였다.

클라크(Eugene F. Clark ?~1998)

미 해군 대위로 한국 해군정보부대 KLO-8240 부대를 이끌고 팔미도 등대의 불을 밝혀 1950년 9월 15
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큰 공을 세웠다.
이들은 영흥도를 거점으로 활동했는데 최후까지 살아남아 팔미도 등대를 확보한 대원은 유진 F. 클
라크 해군대위, 한국군 최규봉(崔奎峰) 분견대장, 계인주(桂仁柱) 대령, 연 정(延禎) 소령, 존 포스터 미
육군중위, 클라크 혼 미 육군소령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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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재선(太在善 1875~?)

영흥면 외동에 거주하였다. 본관은 영순(永順)으로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전라도 암행어사와 상주목
사(尙州牧使)를 지낸 태두남(太斗南)의 16세손이다. 190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

(김윤식, 인천문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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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문화재
1) 천연기념물
(1) 대청도(大靑島) 동백나무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
대청도는 우리나라에서 동백나무가 자연적으
로 생장할 수 있는 최북단(最北端) 한계 지역이
다. 지리적 여건과 동백나무의 자생 환경 등에 대
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267-1 지정면적 76.812㎡를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66호‘동백나무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로 지정,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백나무 자생지

동백나무는 난대림(暖帶林)의 대표적인 상록
활엽수종(常綠闊葉樹種)으로 전 세계의 식물구계(植物區系)를 설정하는 표식종(標識種)으로 쓰이고
있다. 높이 15m, 직경 50㎝까지 자라는데 줄기는 평활하고 잎은 타원형이며 표면은 진한 녹색에 광택
이 있다. 2～4월에 붉은 꽃이 피는데 꽃잎은 오무려져 있다. 열매는 둥글며 9～11월에 익는다. 동백나
무가 생장하는 도서지역으로는 울릉도·오동도·홍도·완도·외연도·대청도 등이 있고, 내륙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와 구례(求禮) 화엄사 부근에서까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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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도(信島)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지구상에 약 2,000마리 내외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랑부
리백로는 동부 아시아의 우수리지방, 중국의 동북 만주지방과 동부
지방, 북한 등지에 분포하였는데, 현재는 한반도와 홍콩에서만 번
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1988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 297 신도(信島) 지정면적 5,945㎡를 노랑부리백로 및 괭
이갈매기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제360호로 지정하여 옹진군에서 관
리하고 있다.
1988년과 1989년 6회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노랑부리백로 약
50마리와 새끼 약 350마리 등 모두 400마리의 대번식 집단이 발견
된 신도의 노랑부리백로 서식지는 주로 섬의 남북 양 사면(斜面) 8

노랑부리백로

부 능선에서 정상까지의 약 200m 범위이나, 괭이갈매기는 대부분
섬의 8부 능선 아래의 급경사 또는 바위 절벽이 주 서식지이다.

(3) 백령도(白翎島) 사곶(沙串) 사빈(砂濱)
백령도 사곶의 사빈은 해안 1㎞ 이내 해역
207.245㎡를 특수한 지형 및 지질과 그 형성 과정
의 학술적 가치 때문에 1997년 12월 30일 천연기
념물 제391호로 지정하여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사곶 사빈 해수욕장
은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천연 해수욕장이기도
하다.
석영 성분의 모래가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사

사곶사빈

빈(沙濱)은 썰물 때면 길이 2km 폭 200m의 비행
기 활주로 같은 모래벌판이 나타난다. 사빈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여 자동차의 통행은 물론이고
천연 비행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6?25전쟁 당시에는 UN군이 비행장으로 활용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4) 백령도(白翎島) 남포리(南浦里) 콩돌 해안(海岸)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 해안은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의 특색이 잘 나타나는 곳으로 지질학 연구의 자
료로서 가치가 높아 사곶 사빈과 함께 해안 500m 이내 해역 43.294㎡를 1997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하여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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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돌은 백령도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
암(硅巖)이 부서져 오랜 세월 해안의 파도에 깎
기고 닳아 콩처럼 작고 매끈매끈하게 된 자갈이
다. 콩돌 자갈은 길이 800m, 폭 30m의 해안을 덮
고 있는데 썰물 때 잘 드러나며 육지 쪽으로부터
알맹이가 가장 굵은 조립질(粗粒質) 자갈대, 가
장 작은 세립질(細粒質) 자갈대와 중간 크기의
중립질(中粒質) 자갈대 순으로 해안선에 평행하

백령도 콩돌해안

게 발달해 있다. 북한 함경남도 이원(利原) 해안
에도 콩돌 해안이 형성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다.

(5) 백령도(白翎島) 진촌리(鎭村里) 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橄欖岩捕獲玄武岩分布地)
백령도 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는 진촌리를
중심으로 주변의 해안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위
치한다. 현무암 중에 포획되어 있는 감람암은 지
각 아래쪽에 있는 맨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 마
그마가 상승할 때 함께 상승하여 분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의 상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
하다. 이 같은 감람암포획현무암은 세계적으로
도 산출이 흔치 않으며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6.307㎡에 걸쳐 1997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93호로 지정,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남한에서 알칼리 감람석 현무암류가 분포하는 곳은 전곡·철원 일대와 울릉도 및 제주도에 국한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에 분포하는 이 현무암류는 분포 면적은 좁으나 제3기말의 알칼리
현무암류로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현무암류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및 추
가령 열곡대에 있는 것과는 달리 l00m 이상이나 되는 초염기성 포획암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맨틀물
질을 추정하고 알칼리감람석 현무암질 마그마의 생성 원인 및 분포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6) 백령도 습곡구조
습곡구조는 지층이 물결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변형 구조로 변형 구조 가운데 산 모양으로 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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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배사(背斜), 골짜기로 된 부분을 향사(向斜)
라고 한다.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282-1,
79,998㎡(육지 61.219/ 해양 18,779)에 걸친 습곡
구조는 2009년 11월 10일 천연기념물 507호로 지
정되어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습곡구조
는 높이 50ｍ, 길이 80ｍ 규모로 고생대 말-중생
대 초의 지각변동으로 형성됐다. 내륙지방에서
는 보기 드물게 큰 규모로 한반도 지각 발달사를

습곡구조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7)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바다나 호수
등에 서식하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에 의
해 생성되는 화석이며 석회암의 일종이다. 옹진
군 대청면 소청리 산 55-3, 29,686㎡(육지 21,793/
해양 7,893)에 걸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
바위는 2009년 11월 10일 천연기념물 508호로 지
정되어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는 국내 최초로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박테리아 화석이 보고되어 국내에서는 가장 오
래된 화석(원생대 후기 : 약 6억 내지 10억년 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
달한 석회암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수십년 전까지 건축재료용으로 많이 채석되어 남아 있는 양이 적
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도 아름다워 무단채취의 위험성이 높아 지정·보존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분
바위라고 부르고 있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대리암)이 해식작용으로 노출되어 있어 주변 해안의 경관
이 매우 수려하다.

2) 명승
백령도 두무진
두무진은‘뾰족한 바위들이 많고 그 생김새가 사람 머리털 같이 생겼다’하여‘두모진(頭毛鎭)’으로
불리다가 후에‘장군의 머리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하여‘두무진(頭武津)’이라고 개칭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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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금강산 만물상과 닮았다
하여‘서해의 해금강’이라고도 불린다.
코끼리바위·장군바위·신선대·선대암·형
제바위 등 온갖 모양의 바위가 바다를 향해 늘어
서 있고, 30～40m 높이 암벽에는 해국(海菊)이
분포하며 해안에는 염생식물(鹽生植物)인 도깨
비고비·갯방풍·땅채송화·갯질경이, 큰 바위
틈에선 범부채가 자란다. 이 같은 뛰어난 경치를

백령도 두무진

보존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0일 옹진군 백령
면 연화리 255-1 일대 318.544㎡를 국가에서 명승 제8호로 지정하였다.

3) 향토유적
(1) 충민사(忠愍祠)
충민사(忠愍祠)는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9-1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건물이다. 본래 임장군당은 굿당
이었으나 충민사라는 현판을 달고 유교식 제당
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 연평도에서는 임장군 사
당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풍
어제는 1년에 한 번 꽃게잡이가 시작할 즈음에
약식으로 행하는 정도이다. 과거 연평도에서는

충민사

풍어제를 크게 올렸지만, 현재의 풍어제는 10년
전에 새로 시작한 것이다.
과거 연평도는 조기철이 되면 파시로 유명했었는데, 이 때 연평도 주민들은 배의 선장이나 선원 등
을 대상으로 물과 음식 등을 내다 팔았다. 연평도를 찾은 외지의 조기잡이배 선장들은 임장군 사당을
찾아 풍어와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2) 말등패총
진촌리 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진촌리 154-1 해안가에 위치한다. 패각층의 두께
는 약 30~50cm이며 길이는 30여m 가량 이어져 있다. 1973년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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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ㆍ대청도에 대한 조사에서 최초로 보고된
유적으로 1981년 11월부터 1982년 2월까지 2차
에 걸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횡
주어골문토기와 완형의 무문토기 등이 수습되어
신석기 시대 후기로 편년되었고, 이후 국립문화
재연구소(2000)와 한양대학교박물관(2001), 인천
광역시립박물관(2003) 등에 의해 재확인된 곳
이다.

진촌리 패총

2. 비지정문화재
1) 패총
(1) 용기패총(龍機貝塚)
용기포 선착장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지나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35번지 민가가 1채 있는데 이 집
뒤편의 구릉 단면에 패각층이 노출되어 있다. 패각층은 두께 20cm, 길이 60cm 정도가 확인되었다. 당
시 조사에서 횡주어골문편과 단사선, 무문양 토기편, 석기 1점을 수습하였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한양대학교박물관(2001)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 재확인된 곳이다.

(2) 연평도패총1(延坪島貝塚1)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장로교회 옆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연평
도 연평리 472, 우체국 뒤 패총에서 능선위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측 전화국 송전탑 서쪽 밭에
패각이 확인되었다. 패각의 밀집도는 높지 않으나 토기편 4점이 수습되었다.

(3) 연평도패총2(延坪島貝塚2)
연평리 488-1 연평우체국 뒤편의 능선에 위치한다. 패각의 두께는 40~50cm 정도이고 암반층 위에 퇴
적되어 있다. 토기편 3점도 함께 수습되었다. 2001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우체국 뒤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으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4) 연평도패총3(延坪島貝塚3)
까치산 패총 2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10여m 지점, 연평면 연평리 187-3번지 부근 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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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탱크 뒤편 밭에서 토기편 2점과 함께 확인되었다. 2001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
‘유류창고 뒤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하여 재확인되었다.

(5) 연평도패총4(延坪島貝塚4)
유류창고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약 200여m 지점에 연평도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 못 미쳐 연평면
연평리 3-52번지 일대 산을 개간해서 만든 밭이 있는데 이곳에서 토기편 1점과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발전소 옆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6) 연평도패총5(延坪島貝塚5)
연평도 발전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여m 지점에 해병대‘충민회관’이 있고 이 충민회관 못 미쳐
연평면 연평리 115-1, 2, 3 일대 농로 우측의 능선 사면 밭에서 토기편 5점과 함께 패각이 혼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었다.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충민회관 앞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7) 연평도패총6(延坪島貝塚6)
연평도 충민회관 뒤편 연평면 연평리 3-51, 해안가로 뻗은 능선 절개면에서 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
인되었다. 패각은 회관의 동쪽 도로 건너편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에 의하여‘충민회관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한양대학교박물관(2001)과 인천광역시립
박물관(2003)에 의하여‘충민회관 패총’과‘충민회관 뒤 패총’으로 재확인되었다.

(8) 연평도패총7(延坪島貝塚7)
해안도로를 따라 70년대 조성된 마을의 능선 끝자락 연평리 107, 산 3-1일원이다. 당시에 패각층이
확인되었으나 근래에 복토되었다.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새마을 패총’으로 처
음 보고된 유적이다.

(9) 까치산패총1(까치산貝塚1)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 서쪽 끝 연평면 연평리
186-4·5·6 일원 능선에 토기편과 석기편 각각
1점씩과 두께 1~1.2m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1982년 조사(최몽룡외, 1982)에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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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박물관(2001),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까치산 패총 1’유적으로 재확인되었다.

(10) 까치산패총2(까치산貝塚2)
까치산 패총 1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100여m지점 연평면 연평리 산 3-52 일원 능선의
밭에서 토기편 10점과 패각층이 확인되었으며 서편 능선은 까치산패총 1과 연결된다. 1982년 조사(최
몽룡 외, 1982)에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한양대학교박물관(2001), 인
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까치산 패총 2’유적으로 재확인되었다.

(11) 당도패총1(堂島貝塚1)
대연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섬인 당도 북쪽, 연평면 연평리 산16-1, 연평해전 전
승비 뒤편의 구릉부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어망추와 함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1982년 조사(최몽룡
외, 1982)에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한양대학교박물관(2001), 인천광
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대연평도 당도패총 Ⅰ’,‘당도 북 패총’,‘당도패총 1’유적으로 재확인
되었다.

(12) 당도패총2(堂島貝塚2)
당도 남쪽 끝, 연평면 연평리 산16 일대, 높이 8~9m의 절벽에 위치한 유적이다.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당도 남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하여‘당도패
총 2’로 재확인되었다.

(13) 모이도패총(毛伊島貝塚)
모이도 북서쪽 연평면 연평리 산15 지점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패각의 두께는 4~5m 정도이고
길이가 10m 정도이다. 1982년 조사(최몽룡 외, 1982)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의하여‘대연평도 모이도 패총’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2001)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
‘모이도 패총’으로 재확인되었다.

(14) 소연평도패총1(小延坪島貝塚1)
소연평도 경찰관출장소 뒤편, 광산노동자 숙소 부근인 연평면 연평리 130, 131 일대에 토기편 2점과
함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소연평도 광산노동자 패총’으
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하여‘소연평도 패총 1’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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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연평도패총2(小延坪島貝塚2)
폐교가 된 연평초등학교 소연평 분교 뒤편 연평면 연평리 81, 82 일대 밭에서 토기편 7점과 함께 패
각층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소연평도 소연평분교 뒤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소연평도 패총 2’로 재확인되었다.

(16) 소연평도패총3(小延坪島貝塚3)
옛 광산 화물선착장 가는 길, 연평면 연평리 488-1 일대 단애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패각층의
두께는 1~2m 정도이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소연평도 광산내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3)에 의하여‘소연평도 패총 3’으로 재확인되었다.

(17) 시도패총1(矢島貝塚1)
시도 수기 해수욕장일대 북도면 시도리 47, 산46에 위치한 것으로 1970년 국립박물관에 의해‘시도
패총’으로 보고된 이후 김석훈(1999)과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의해‘시도 수기 조개더미’,‘시도
패총 제1·2지구’로 재확인되었다.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8) 시도패총2(矢島貝塚2)
북도면 산176-1 지점에서 패각이 확인되었다.
잔존하는 패각은 50cm 정도이며 대부분이 훼손
된 상태이다. 과거 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편, 고려시대 자기편, 회청색 타날문 토
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1970년 국립박물관에 의
해‘시도 패총 제3지구’로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
재연구소에 의하여‘시도 패총 제3지구-Ⅰ’로 재
확인되었다.

시도패총2

(19) 시도패총3(矢島貝塚3)
시도 패총 2에서 신도와 시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방향으로 가다 북도면 시도리 산175, 산172 일대 구
릉 위에 위치한다. 패각은 대부분 조개껍질이며 밀집도가 높지 않다. 1970년 국립박물관에 의해‘시도
패총 제3지구’로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시도 패총 제3지구-Ⅱ’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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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도패총1(信島貝塚1)
신도 시도 간 연육도로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북도면 신도 1리 874번지 일대 밭에서 무문토기
편, 빗살무늬토기편이 패각과 함께 확인되었다. 1999년 김석훈에 의해‘신도 구로지 조개더미’로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의해‘신도1리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21) 신도패총2(信島貝塚2)
북도면 신도4리 산 167, 신도리 남동쪽 해안 매립 공사시 절토과정에서 석촉 1점, 빗살무늬토기편 12
점이 패각과 함께 확인되었다. 1999년 김석훈의 조사에 의해‘신도 알미산 조개더미’로 처음 보고된 이
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의해‘신도 4리 패총’으로 재확인된 유적이다.

(22) 자월도패총1(紫月島貝塚1)
자월1리(큰말) 마을 서쪽 해안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의 우측 자월면 자월1리 1136,
1137 일대 밭에서 토기편, 분청사기, 기와편 등이 패각과 함께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의 조사에 의해‘자월도 큰말패총’
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23) 자월도패총2(紫月島貝塚2)
자월면 자월2리 산163 일대 어류골 마을 뒤쪽,‘C’자형으로 깊게 내만한 해안에 평지가 만나는 곳에
서 패각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 의하여‘자월도 어류골 패총’
으로 처음 보고
된 유적이다.

(24) 자월도패총3(紫月島貝塚3)
자월면 자월3리 산256일대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절단된 단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
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자월도 사슴개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25) 자월도패총4(紫月島貝塚4)
자월면 자월3리 1316, 1317 일대 동이농장 뒤쪽 밭에서 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
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 의하여‘자월도 자월3리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26) 대이작도패총1(大伊作島貝塚1)
자월면 이작1리 754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다. 패각은 도로공사로 인한 절개면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자기, 기와편 등과 함께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대이작도 패총Ⅰ’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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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고된 유적이다.

(27) 대이작도패총2(大伊作島貝塚2)
자월면 이작1리 757-5, 6, 7, 8번지 일대 이작횟집의 뒤편 구릉에서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
구소의 조사에 의하여‘대이작도 패총 Ⅱ’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28) 대이작도패총3(大伊作島貝塚3)
자월면 이작1리 570-2 일대, 발전소에서 40여m 떨어진 산길 절단면에서 토기편, 기와편, 자기편 등과
함께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대이작도 패총 Ⅲ’으로 처음 보고된 유
적이다.

(29) 대이작도패총4(大伊作島貝塚4)
자월면 이작1리 산262-2, 폐기된 발전소의 뒤편 구릉 밭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옹기, 기와편 등과 함
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대이작도 패총 Ⅳ’로 처음 보고
된 유적이다.

(30) 대이작도패총5(大伊作島貝塚5)
자월면 이작1리 산181 일대, 게넘이 마을이 보이는 섬의 잘록한 고개마루에서 민묘를 조성하는 과정
에 패각이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여‘대이작도 패총Ⅴ’으로 처음 보고
된 유적이다.

(31) 벗아피패총
자월면 승봉리 마을동북쪽 승봉분교를 지나 해안가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논과 사구가 만나는 경계
지점에 패각이 약하게 혼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벗아피 패
총’으로 보고된 유적이다.

(32) 승봉도패총1(昇鳳島貝塚1)
승봉도 선착장에서 남대문바위를 향해 난 작은 도로를 따라가다 자월면 승봉리 산155 일대 구릉을
절개한 곳에서 패각이 확인되었다. 남아있는 패각의 두께는 약 25cm 정도이며 도로공사로 인해 대부
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승봉도 분무패총’으로 처음 보고
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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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승봉도패총2(昇鳳島貝塚2)
이일레해수욕장 내려가는 자월면 승봉리 573 일대 길 좌측 단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검은색
부식토를 중심으로 패각이 두층으로 나뉘어 있고 각 패각의 두께는 20~30cm 정도이다. 2000년 국립문
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 패총Ⅰ’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34) 승봉도패총3(昇鳳島貝塚3)
승봉도 패총 2에서 마을로 올라가면 자월면 승봉리 570 일대 공터를 만들기 위해 절개한 절단면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패각층을 확인하였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승봉도 이일레해
수욕장Ⅱ’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35) 외1리패총1(外1里貝塚1)
영흥면 외리 29-7임 일원에 빗살무늬토기편와 함께 패각이 약하게 혼토되어 있다. 1996년 인하대학
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외1리 패총Ⅰ’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된 유적이다.

(36) 외1리패총2(外1里貝塚2)
외1리 패총Ⅰ에서 서쪽으로 40여미터 떨어진 영흥면 외리 16임 지점 일원에 있으며, 해안에 인접한
구릉 남사면에 위치해 인근의 외1리 패총Ⅰ과 유사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
의 조사에 의해‘외1리 패총 Ⅱ’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
된 유적이다.

(37) 외1리패총3(外1里貝塚3)
영흥면사무소에서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영흥면 외리 29-7임 일원에서 횡단도로의 우회도
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된 유적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외1리 패총 Ⅲ’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3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 보고된 유적이다.

(38) 선재도패총1(仙才島貝塚1)
선재도와 영흥도를 잇는 연육교를 건너기 바로 전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영흥면 선재리 산24-2, 24-4
번지 일대에 있다. 이 길 좌측의 구릉과 절단면에서 패각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1984년 국립중앙박
물관에 의해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 의해‘선재도 버드러지 패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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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된 곳이다.

(39) 선재도패총2(仙才島貝塚2)
영흥면 선재리 산16 일대 완만한 구릉의 사면 끝자락에 위치한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에 의해‘선재도 옛 선착장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40) 선재도패총3(仙才島貝塚3)
선재도 패총 2에서 해안을 따라 딴둥이리섬 부근, 영흥면 선재리 산3-4, 3-45 일대 능선의 절단면에서
패각을 확인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1984)에 의하여‘통우리 조개더미’로 처음 조사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선재도 통우리 패총’으로 재확인되었다.

(41) 선재도패총4(仙才島貝塚4)
선재도 패총 3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200여 m를 가다 영흥면 선재리 513-1, 산311ㆍ3ㆍ7번지 일
대 깊게 내만한 해안과 만나는 구릉의 끝자락에서 패각이 확인되었다. 패각의 두께는 30cm 정도로 두
껍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1984)에 의하여‘사매기 조개더미’로 조사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
구소에 의해‘선재도 사맥이 패총’으로 재확인되었다.

(42) 용담이패총1
영흥도 패총 1에서 용담리 마을로 넘어가는 영흥면 외리 산64-4, 17-3전 일대 포도밭과 주변의 경작
지에서 패각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이
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영흥도 용담이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43) 용담이패총2
용담이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고개 북쪽 영흥면 외리 59-1 임 일원의 절개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
었다. 패각의 두께는 40~100cm 정도이며 길이는 10m 정도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용담이 패총 Ⅱ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된 유적이다.

(44) 용담이패총3
용담이 패총Ⅱ에서 해안을 따라 영흥면 외리 40임 일원 해수욕장의 중간지점 도로에 인접해 패각이
확인되었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용담이 패총 Ⅲ으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
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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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뱃말패총
구름말유물산포지에서 선재 분교방향으로 가다 영흥면 선재리 23, 25전 일원 밭에서 마제석부 1점과
함께 패각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뱃말패총’으로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된 유적이다.

(46) 덕적도북리패총(德積島北里貝塚)
북리 작은쑥개마을에서 능동마을로 넘어가는 덕적면 북리 산88-3, 10전 일대 밭에서 토기편 2점과
함께 소량의 패각이 확인되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
소(2000)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덕적도 북리 쑥개패총’과‘덕적도 북리 패총’으로 재확
인된 유적이다.

(47) 덕적도서포리패총(德積島西浦里貝塚)
덕적면 서포2리 659, 606전 일원 경작지에서 패각이 미약하게 확인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
물관에 의해 처음 조사된 유적이다.

(48) 덕적도진리패총1(德積島鎭里貝塚1)
덕적면 진리 산 21임 일대 기와집 주변에서 빗살무늬 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인되었다. 패각의 분
포는 약 20×40m 정도로 기와집의 동편과 남편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사에
의해‘나루터조개더미’로 처음 보고된 유적으로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도우에 있는 기
와지점’으로 재확인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하여‘도우패
총Ⅰ’과‘덕적도 진리 패총 1’로 보고된 유적이다.

(49) 덕적도진리패총2(德積島鎭里貝塚2)
덕적면 진리 산 14-1 일대에 형성된 단면상에 나무뿌리의 아래로 두께 10cm, 길이 1m 정도의 패각이
확인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덕적도 진리 패총 2’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50) 덕적도진리패총3(德積島鎭里貝塚3)
덕적면 진리 산 3-5 일대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패각은 기반암의 바로 위쪽에 노출되어 있으며
두께 30cm, 길이 8m 정도로 이어져 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북동해안패총Ⅰ’
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덕적도 진리 패총 3’으로 재확인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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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덕적도진리패총4(德積島鎭里貝塚4)
도우마을에서 북리 방향으로 가다 덕적면 진리 200전 일대 대나무 밭 주변에서 빗살무늬편 다수와
유경식 석촉과 함께 패각이 약하게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사에 의해‘교회 앞 유적’으
로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1999)와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
‘이치덕님 밭’,‘덕적도 진리패총’,‘덕적도 진리 패총 4’로 재확인된 유적이다.

(52) 덕적도진리패총5(德積島鎭里貝塚5)
대청면사무소 좌측 대청 중ㆍ고등학교 주변 덕적면 진리 136학 일대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패
각이 확인되었다. 2002년 김석훈에 의해‘진리 진말 조개더미’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53) 소야도나루개패총1(蘇爺島나루개貝塚1)
덕적면 소야리 596, 566번지 일대(나루개)에서 패각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곳으로 조사 당시 빗살무늬토기편 7점과 백제 토기편 10여 점이 수습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1983), 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나루개 지점’,‘소야
도 도우나루개 패총’,‘소야도 나루개 패총 1’로 재확인된 곳이다.

(54) 소야도나루개패총2(蘇爺島나루개貝塚2)
덕적면 소야리 산59, 618전 일대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해‘소야도 나루개 패총 2’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55) 소야도턱골패총1(蘇爺島턱골貝塚1)
덕적면 소야리 산162, 163 일대 밭에서 빗살무늬 토기편과 함께 희미하게 패각이 확인되었다. 1999
년 서울대학교의 조사에 의해‘해안가 혼토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의
조사에 의해‘소야도 턱골 패총 1’로 재확인된 곳이다.

(56) 소야도턱골패총2(蘇爺島턱골貝塚2)
턱골 패총 1에서 제방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덕적면 소야리 544답 일대에서 토기편 5점과 함께 패각
층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소야도 턱골유물산포지’로 처음
보고된 이후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해‘소야도 턱골 패총 2’로 보고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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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야도턱골패총3 (蘇爺島턱골貝塚3)
‘턱골 패총 2’에서 제방 북쪽으로 가다 덕적면 소야리 540전 일대 밭 전체에서 토기편 5점과 함께 패
각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9),
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기동 조종현님 밭’,‘소야도 텃골패총 Ⅱ’,
‘소야도 턱골 패총 3’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58) 소야분교패총(蘇爺分校貝塚)
턱골에서 언덕을 넘어 도로를 따라가다 덕적면 소야리 산170 일대 도로 좌측의 능선에서 토기편 1점
과 함께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하여‘도로변 조개더미’,‘소야도 소
야초등학교 도로변 패총’,‘소야분교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59) 소야도큰말패총1(蘇爺島大村貝塚1)
덕적면 소야리 333 일대 큰말 곳곳에서 가리비 조개장식 1점과 다수의 빗살무늬토기편이 패각층과
함께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9),
국립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선촌 마을 혼토패총’,‘소야도 큰마을 패
총’,‘소야도 큰말 패총 1’로 재확인된 곳이다.

(60) 소야도큰말패총2(蘇爺島大村貝塚2)
덕적면 소야리 201, 203, 209, 210, 211전 일원 밭에서 토기편 5점과 함께 패각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9)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2)에 의해‘구 김재진 님 밭’,‘소야도 큰말 패총 2’로 재확인된 곳이다.

(61) 굴업도패총1(掘業島貝塚1)
덕적면 굴업리 산12임 일대 대나무밭 옆 폐가의 주변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
물관의 조사에 의해‘고현덕 씨 주택 위 조갯더미’로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9), 국립
문화재연구소(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고현덕 님 댁 뒷 구릉’,‘굴업도 패총Ⅱ’,‘굴
업도 패총 2’로 재확인된 곳이다.

(62) 굴업도패총2(掘業島貝塚2)
덕적면 굴업리 산3임 일대에서 길을 가운데 두고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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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작은 길위의 조갯더미’로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언덕 위 도로변 패총’,‘굴업도패총Ⅰ’,‘굴업도 패총 2’로
재확인된 곳이다.

(63) 문갑도패총1(文甲島貝塚 1)
덕적면 문갑리 51번지 일대 폐교가 된 덕적초등학교 문갑분교 뒤편 밭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문갑초등학교 교사 뒤편 실습터’로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의 조사에 의해‘문갑도 문갑
분교 패총’,‘문갑도 패총 1’로 보고된 곳이다.

(64) 문갑도패총2(文甲島貝塚2)
덕적면 문갑리 산94 번지 일대 발전소의 뒤편 사구에서 패각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
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해‘문갑도 패총 2’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65) 백아도패총1(白牙島貝塚1)
덕적면 백아리 56번지 일대 백아도 지서 뒤편 밭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인되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백아 보건소 맞은편 집 뒷담장 아래의 혼토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의 조사에 의해‘백아도 패총 1’로
보고된 곳이다.

(66) 백아도패총2(白牙島貝塚2)
‘백아도 패총 1’에서 북서쪽 방향 덕적면 백아리 60번지 일대 절토된 단면상에서 패각이 확인되었
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백아도 패총Ⅱ’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
관(2002)의 조사에 의해‘백아도 패총 2’로 보고된 곳이다.

(67) 울도패총(蔚島貝塚)
덕적면 울도리 103, 106, 107전 일대 폐교가 된 울도 분교 대나무 밭 아랫부분에서 조가비 긁개 1점과
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인되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국립문화
재연구소(2000)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의 조사에 의해‘울도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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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석문
(1) 첨사 박희덕 청백선정비(僉使 朴熙德 淸白善政碑)
백령진의 마지막 첨사로 알려진 박희덕의 청백선정비이다. 백령
면 진촌리 671-1에 위치해 있는 비석의 건립연대는 1893년(光緖 19
년 5월)이다. 비신의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상태이고, 크기
는 가로 45cm 세로 102cm+α, 두께 16cm이다. 비석의 높이에 α를
표기한 것은 비석 밑부분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에‘行僉使朴公熙德淸白善政碑’라는 명문이 있고 그 좌우로
작은 글자체가 있으나, 풍화로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가 불가능하다.
첨사 박희덕 청백선정비

(2) 진촌리 첨사선정비군 (鎭村里 僉使善政碑群)
백령진을 거쳐간 첨사들의 선정비군이다. 백
령면 진촌2리 1184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1972년에 세운 비석 1기(최경림)를 포함하여 모
두 8기의 비가 있다. 이곳은 원래 1961년 8월 15
일‘반공유적전적비’를 건립하고 주변을 휴식장
소로 조성한 곳이다. 그러다가 1978년 12월 1일
백령도에 흩어져 있던 비석을 이곳으로 옮겨 세
웠다고 한다.

진촌리 첨사선정비군

조만영(1776~1846)은 1813년 문과로 출사하여
지평ㆍ정언ㆍ이조판서ㆍ금위대장ㆍ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영세불망비가 백령도에 세워
진 연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조만영이 암행어사로 백령도에 와서 세금과 역(役)을 감면한 까닭
에 이곳 백성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 임원석은 근대의 인물로 공이 있어 1907년 백
령도민이 그 뜻을 기려 비를 세우게 되었다. 각각의 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비석의 크기는 가로×세로
×두께이고 단위는 cm이다).

■ 권흥준 애민선정비 (行僉節制使權公興駿愛民善政碑, 1733, 54×128×22)
■ 조만영 영세불망비 (提調趙公萬永永世不忘碑, 1827, 43×113×18)
■ 이명석 애민선정비 (行水軍僉節制使李公明錫愛民善政碑,1848, 44×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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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헌 청백선정비 (行僉使李公普憲淸白善政碑, 1872, 48.4×107×18)
■ 정수현 애민선정비 (行僉使鄭公秀鉉愛民善政碑, 1874, 42.3×100×13)
■ 임원석 영세불망비 (行島長林公元錫永世不忘碑, 1907, 40.3×83×16)
■ 박래명 영세불망비 (行水軍僉節制使朴公來命永世不忘碑, 1866, 44×84×18)

(3) 김학선 선생 송덕비(金學善先生頌德碑)
대청면 대청2리 산59-1 일대 대청면 면사무소
북쪽 야산 중턱에 김학선 송덕비와 김학필 기념
비, 망향비가 함께 있다. 3기의 비석은 역‘ㄱ’자
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바다를 등지고 동쪽에
서향하여 망향비가, 북쪽에 동서로‘金學弼翁記
念碑’와‘金學善先生頌德碑’가 남향한 채 배치
되어 있다. 김학선은 1864년 황해도 서패골에서
태어나 80세까지 살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김학선 선생 송덕비

사업과 사회사업을 펼쳤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
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덕비는 전면에 세로로‘김학선선생송덕비’라고
음각하고, 나머지 세면에 선생의 일생과 업적을 적고 있다. 비문은 지영조(池英照)가 짓고 송성봉(宋聖
鳳)이 글씨를 썼으며 안경춘(安京春)이 감역(監役)을 맡아 1933년 8월 9일에 세웠다. 김학필은 김학선
의 친동생으로서 역시 80세까지 장수하면서 형과 마찬가지로 대청도를 위해 헌신하였다.

‘金學善先生頌德碑’
(4면비)
대좌 높이 87cm, 너비 68cm, 두께 39cm
비신 높이 163cm, 너비 46.8cm, 두께 24.5cm
비갓 높이 45cm, 너비 79.5cm, 두께 62cm
‘金學弼翁記念碑’
(3면비)
대좌 높이 28cm, 너비 56cm, 두께 54cm
비신 높이 120cm, 너비 42cm, 두께 21cm

(4) 장봉주민 구황비(長峰住民 救荒碑)
1901년의 대흉년 당시 기아에 허덕이던 장봉 주민들을 구제한 참
봉 조용교와 진사 이정훈의 은덕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북도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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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2리 1084 현재 장봉출장소 구내에 있다. 전면에는‘前參奉趙公鏞敎救荒施惠不忘碑 進士李公鼎薰救
荒施惠不忘碑’,후면‘光武六年三月 日立’이라 쓰여 있다. 비의 규모는 37×104 ×19cm이다.

(5)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暗行御史 李建昌 永世不忘碑)
조선 말기 모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돌
아간 암행어사 이건창의 영세불망비이다. 비석
은 북도면 모도리 158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건
창은 1852(철종 3)～1898. 조선 말기의 문신·대
문장가로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
(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이
다. 이조판서 시원(是遠)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상학(象學)의 아들이다.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 하단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유수관아에
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忠義)와 문학(文學)을 바
탕으로 한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장성한 뒤에는 모든 공사(公私)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姜瑋)·김택영(金澤榮)·황현(黃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
이 강직하여 부정·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친척·지구(知舊)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
단하였다. 일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이므로
인심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간(忠諫)과
냉철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건창은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와, 모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하고 조세 및 부역을 면제케 해 주
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때 이 곳 주민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세불망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는 시모도연육교를 건너 모도 마을로 직진하다 보면 마을 중간 길 오른쪽에‘모도쉼터’라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다. 비는 두 동강난 것을 최근 보수하고 바로 옆에 새로운 비석을 조성해 둔 상태다. 전면
‘暗行御史李公建昌/永世不忘碑’,후면‘乙酉六月’.‘/
( ’는 비석이 절단된 면을 표시함)

(6) 덕적도 진리 석비군(德積島 鎭里 石碑群)
덕적진지에서 바다쪽으로 200m 정도 거리의 진리 삼거리 솔밭도로 옆 소나무 밭에 위치하고 있으
며, 비석 3기를 모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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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제사김공학성영세불망비(節制使金公鶴聲永世
不忘碑)
크기 : 113×52×24cm 건립시기 : 乙巳 8월

② 절제사이공□□애민선정비(節制使李公□□愛民
善政碑)
크기 : 135×54×30cm 건립시기 : 丙辰 8월

덕적도 진리 석비군
③ 순국열사임용우선생영세불망비(殉國烈士林容雨先生永世不忘碑)
크기 : 122×46×21cm 건립시기 : 1946년 8월 15일

<뒷면>
三一革命 含淚寃死 義重泰山 死輕鴻毛
守節死義 萬古丹忠 立石頌功 永世難忘

3) 고분
(1) 신도 추정 고인돌(信島 推定 支石墓)
추정 지석묘는 북도면 신도리 616 일대 신도교
회의 북서쪽 구릉과 민가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부정형의 개석은 230×190×40cm이
며, 개석의 밑에는 50×30×15cm, 60×70×
20cm의 굄돌 두 개가 놓여 있다. 2005년 인천광
역시립박물관에 의해‘신도 추정 고인돌’로 보
고된 유적이다.
신도 추정 고인돌

(2) 덕적도 진리 추정 지석묘 1(德積島 鎭里 推定 支石墓 1)
덕적면 진리 209전 덕적중앙교회의 북편 경작지 밭둑에서 고인돌의 개석으로 추정되는 화강암 석재
2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민가가 들어서 있어 석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1999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조사에 의해‘중앙교회 앞 고인돌’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덕
적도 진리 추정 지석묘 1’로 재확인 된 곳이다.

508·제6편 인물과 문화유산

제2장 옹진의 문화재와 역사유적

(3) 덕적도 진리 추정 지석묘 2(德積島 鎭里 推定 支石墓 2)
덕적면 진리 499전 일대 언덕길이 시작되는 부
분 서편 능선에서 지석묘의 개석으로 추정되는
화강암 석재 1기가 확인되었다. 석재의 크기는
장축 340cm, 단축 190 cm, 두께 94cm이며 하부
구조는 확인하기 힘들다. 1999년 서울대학교박
물관의 조사에 의해‘김만종님 밭 고인돌’로 처
음 보고된 이후 문화재연구소(2000)와 인천광역
시립박물관(2002)에 의해‘진리 추정고인돌’과

덕적도 진리 추정 지석묘 2

‘덕적도 진리 추정지석묘 2’로 재확인된 곳이다.

(4) 백아도 고인돌(白牙島 支石墓)
덕적면 백아리 산66번지 지금은 폐교가 된 백아분교 부근에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개석은 장타원형
으로 북서면에 채석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개석의 크기는 340×200×85cm이다. 개석의 밑에서
지석으로 보이는 2개의 석재가 확인되었다.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백아도 고인돌’
로 처음 보고된 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백아도 고인돌’로 보고된 곳이다.

(5) 가을리 고분군(加乙里 古墳群)
백령면 가을리 산281임, 산282임, 산289임 일대 소로를 따라 능선 위로 약 150여 m를 올라간 지점에
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인천광역시립박물
관(2003)에 의하여 재확인된 곳이다.

(6) 대청도 고려고분군(大靑島 高麗古墳群)
대청면 대청리 산221-7에 위치하며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유적으로 서내동 상여집의 우측 소로를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密陽孫公相一之墓’가 보이는데, 고
분군은 이 묘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다. 대략 10여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 최준창 묘갈 및 묘역(崔俊昌 墓碣 및 墓域)
북도면 장봉 2리 산 90-1 지점에 최준창 묘역이 있다. 최준창은 장

최준창 묘갈 및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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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에서 출생하여 가선대부·한성부좌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다.
묘역은 3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준창의 봉분은 묘역 가장 상단(1단)에 위치하며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이 있다. 2단에는 봉분 4기와 망주석 2기가 있으며, 3단에는 봉분 1기가 있다. 비의
전면에는‘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崔公俊昌之墓’라 쓰여 있으며, 규모
55×174 ×25cm.

(8) 평택 임씨 묘역(平澤 林氏 墓域)
영흥면 내4리 영은사 주변에 평택 임씨 일가의
묘역이 있다. 묘역은 사당의 북쪽에 있는데, 4기
의 묘와 석물이 있다. 묘지 관리인의 전언에 의하
면 북쪽 묘역은 선대 묘역이고 서쪽 묘역은 임세
재의 묘역이라 한다. 묘역에는 묘표와 문인석, 상
석 등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이는 석물들이 남아
있어 묘역의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쪽 가장 위쪽

평택 임씨 묘역

묘의 묘표는 마모가 심하여 탁본을 통하지 않고
는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비는 폭 46cm, 높이 117cm, 두께 17cm 의 양면비인데, 전면에는“折衝將軍 贈 嘉善大夫 ○○城 林公
之墓 淑夫人 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되어 있고, 후면에는“蔚山後人林貴○ 行訓練院判官○○○⋯”라
각자 되어 있다. 묘역에 있는 4기의 동자석은 작은 규모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
인다.

(9) 임세재 묘(林世載 墓)
영흥도의 내4리 산38-12 버드니 마을에 임세재
의 무덤이 위치해 있다.
묘역에는 3기의 묘와 석물이 있는데, 근래에
새로 단장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 조성한 묘비에는“正一品平澤林公世載 配
貞敬夫人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되어 있다. 임
세재(1724~1783)는 원래 영흥도에 설치된 국영
말목장의 목마군(牧馬軍) 출신이었으나, 영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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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군직(別軍職)에 차임되는 것을 계기로 영조 23년(1747)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보성군수·울진현
령·언양현감·낙안군수 등의 수령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낙안군수 재임시 사망하자, 고향인 영흥도
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4) 관방 및 공해(公 )
(1) 두무진 건물터(頭武津 建物址)
백령면 연화리 산253-1 지점, 두무진 선착장 동
편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정상에 진터가 있으나 진의 흔
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석축이나 토성은 찾을 수가
없다.

(2) 진촌리 진영터(鎭村里 鎭營址)

두무진 건물터

진촌리 동편 구릉 위에 축조된 성으로 북서-남
동방향을 장축으로 길이가 약 100여 m 정도로 추정된다. 성벽 주변과 벽면에서 다량의 어골문 기와편
이 확인되었다. 백령도 천주교회의 현재 자리가 진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다.

(3) 장봉진터(長峰鎭址)
장봉 3리 진촌(鎭村)일대는 1717년(숙종 43)에 설치된 장봉수군진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장봉진의 설치는 강화수로의 방비를 강화하는 숙종대의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
봉진의 설치 문제는 1678년(숙종 4년) 김석주의 건의 이후 그 유효성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으며 설
치가 지체되었다.
1683년(숙종 9년)에 강화유수 이민서(李敏敍)의 건의로 본격적으로 설진이 추진되었으나, 1717년
(숙종 43)에 가서야 진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봉진에는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였는데,『輿地圖書』에 따르면 장
봉진에는 전선(戰船) 5척과 수군 470명을 비롯하여 705명에 이르는 군병이 배치되었다.
조선 말에는 이양선의 출몰과 양요 등으로 말미암아 진의 전력이 증강되기도 하였으나,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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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봉목장 마성터(長峰牧場 馬城址)
북도면 장봉1리 독바위(옹암)일대는 조선 전기
(1454년경)에 설치되어 1895년 경 폐장된 장봉목
장이 있었던 곳이다. 말을 방목하던 목장구역은
국사봉 동쪽 말문고개를 경계로 한 동쪽 전역이
었다. 말문고개를 중심으로 산 중턱과 골짜기에
는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석성을 해안까
지 쌓았었다. 현재는 대부분 유적이 사라지고 일
부 성지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장봉목장 마성터

(5) 신도목장 마성터(信島牧場 馬城址)
북도면 신도 3리에 조성되었던 신도목장의 설치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세종 16년의 기록에 신
도에 이미 말들이 방목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부터 신도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
로 추측된다. 또『世宗實錄』지리지에 의하면 신도목장에는 국마 36필이 방목되고 있었고, 후대에 작성
된『牧場圖』에는 90필이 방목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숙종~정조 연간에 강화 일대의 목장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이어졌는데, 정조 9년(1785) 강화의 길상목장을 폐장하고 그 목마를 신도목장으로 옮겼
던 것으로 보아 신도목장은 조선후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목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도
목장은 강화군이 민간기지결(民間基址結) 등을 원총(元總) 예산에서 감해달라는『各司謄錄』의 건양
(建陽)원년(1896) 3월 27일 문서에“⋯新陞總結內에 所屬케한 諸島中信島舊牧馬場結七結八十負二
束⋯”라 하여 이미‘구 목마장’이라 언급된 것을 보면 1896년 무렵까지 유지되다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도목장의 관리는 사복시에서 직접 담당하였는데, 당시 목장의 위치는 구봉산(九峰山) 북록으로 황
새부리 동쪽인 선창구미 쪽으로부터 숙개지역과 마장(馬場) 지역 일대, 그리고 수천내 마골재, 배주개
북쪽으로부터 왕봉산(王峰山) 북록을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이었다. 현재의‘마장’이라는 지역은 이러한
목마장의 출입구 부분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마장에는 마성이 수축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 구봉산 중턱부터 왕봉산 북록에 걸쳐 쌓았던 마성의 석축이 일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추측케
해주고 있다. 남아있는 마성의 석축은 주로 구봉산 북서록의 신시도 연육교 인접 구릉에서 확인되는
데, 대개는 기저부의 석축만 남아있다. 원래 마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석재들이 주변
과수원과 경작지, 주택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다.

(6) 영흥목장 마성터(靈興牧場 馬城址)
영흥면 외2리 야산 일대에는 조선시대 영흥도에 설치되었던 목장의 경계석으로 보이는 석축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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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석축은 1996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2001년 한양대학교 박
물관의 영흥진 추정지 시굴조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대부분 붕괴되어 그 규모를 정
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폭과 높이가 각각 50~60㎝에 달하는 1열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목장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미
루어 중종대부터는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조대의 기록인『목장도(牧場圖)』에는“국마
119필을 281명의 목자가 방목하였다”고 되어 있어 영흥도에 대규모 목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영
흥도목장은 고종 9년(1872) 화량진을 영흥도로 옮기면서 폐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장의 시설로는 외
2리 뒷산인‘큰산’정상에 동서로 마성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고 업벌 큰산 북쪽지역으로부터 양로봉
(養老峯)너머 신노루와 마경리(馬耕里)쪽과 가두리, 매부리, 화랑골 등지에도 마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7) 덕적진터(德積鎭址)
덕적진 터로 추정되는 진리 서쪽 산록에 첨사가 상주하던 진영청이 있었다고 한다. 약간 언덕에 위
치하고 있는데, 현재 면사무소 직원 숙소로 사용
중이며, 주위에 축성한 흔적들이 보인다.

(8) 소청도등대(小靑島燈臺)
대청면 소청 2리에 위치한 소청도 등대는 백색
원형의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약 10m이다.
1908년에 설치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등대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소청도등대

(9) 장봉도 봉화산 봉수터(長峰島 烽火山 烽燧址)
북도면 장봉4리 산237 해발 130m의 봉화산 정
상에는 서해 연안의 주요 봉수 가운데 하나였던
봉화산 봉수대의 연대(煙臺)였을 것으로 생각되
는 일부 석축이 남아있다. 봉수는 할석을 이용해
원형으로 쌓은 화구부가 남아 있는데, 화구부 바
닥에는 기단석으로 보이는 석렬도 일부 남아있
다. 기단 석렬은 50~70㎝의 할석을 이용해 쌓았
는데 화구부의 규모는 벽면 높이 150㎝, 하부 두

장봉도 봉화산 봉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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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00㎝, 상부 두께 50㎝이고 내부지름은 170~180㎝이다.
장봉도에 봉수대가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만『備邊司謄錄』,숙종 10년 8월 6
일의 기록을 통해 장봉진의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거쳐 숙종 연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자월도 국사봉 봉수터(紫月島 國思峰 烽燧址)
자월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국사봉 정상에는 봉수 터가 있다. 봉수대는 장축 1,050cm, 단축
830cm의 타원형 기단석 위에 장축 280cm, 단축 250cm의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봉수대 벽면에는 높이
90cm 정도에 50×50cm의‘총안’으로 보이는 구명이 세 군데 있으며, 봉수 입구에서 남서벽은 240×
240cm 정도 방형으로 돌을 쌓아 원형에 방형을 붙여 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방형으로 돌을 쌓은
곳에서 북서쪽으로 200(북서방향)×330cm의 기단을 한 단 더 쌓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봉수의 형태
는 아니며, 봉수 이외 다른 기능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대이작도 부아산 봉수터(大伊作島 負兒山 烽燧址)
대이작도의 주봉인 부아산에는 봉수터가 있다.
부아산 정상은 같은 높이의 바위 봉우리 셋이 나
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 셋을 잇는 소형 현수교
와 긴의자, 팔각정 등이 지난 1999년 설치되었다.
봉수터는 팔각정이 위치하는 평평한 지역으로
서 일부 돋우어 약간 봉긋한 곳에 할석을 서로 엇
물려 둥글게 쌓았는데, 이곳이 불을 피우는 화구
이다. 이곳 봉수는 다른 시설이 없이 화구만 시설

대이작도 부아산 봉수터

하였는데, 화구 주위 바닥에 묻혀 있는 돌로 보아
돌을 깔아 기초를 삼고 흙을 덮은 다음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직경 120cm, 최대 높이
30cm로서 최고 3단까지 쌓았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후대에 새로 쌓거나 보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형태라고 하며, 광복 이후
얼마동안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 봉수는 내륙에서 조사되는 장거리 연락체계로서의 봉수와는 다른 듯
하다. 주민들의 설명처럼 어선의 출입과 해적선의 감시 및 출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2) 장봉도 형옥 터(長峰島 刑獄址)
북도면 장봉2리 산75, 장봉도 형옥 터는 공동묘지 동남쪽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릉에 위치한
다. 아직까지도‘옥당머리’라고 부르는 이것에는 조선시대 형옥이 자리했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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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제
(1) 당개 서낭당
백령면 진촌1리 서낭당 앞에 당개라는 해변이
있어서 당개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해병대 군사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닷가를 향해 있다.
서낭당 안에는 서낭, 애기씨, 관장군을 모시는데,
신체를 나타내는 옷을 횃대에 걸어놓았다. 지붕
은 함석이고, 벽면은 회색칠을 하였다. 이 서낭당
은 해안 초소의 좌표로도 쓰이고 있다. 제사는 9
월 9일에 지낸다. 과거에는 소를 잡아 지냈지만,

당개 서낭당

지금은 쇠고기로 대신하고 삼색과일과 나물, 술
등을 차린다.

(2) 용기포 서낭당(龍機浦 城隍堂)
백령면 용기포 서낭당에서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거행하고, 대감막에서는 선주나
선원 등 배를 타는 사람들이 풍어와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서낭당과 대감막의 제의는 음력 9월 9일 거
행하는데, 무당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의 이장이 주관하는 경우가 있다.

(3) 선창대감막(船倉大監幕)
백령면 용기포의 방파제에는 선창대감을 모신 대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
으로 주저리를 튼 것이다. 정월 대보름 홍어잡이가 시작되기 전에 주저리를 덧씌우고, 메로 떡을 해서
고사를 지냈다. 화성군, 강화도 등지에서 섬긴 터줏대감과 신체가 같으며, 주저리를 덧씌우는 것은 업
과 같이 재물이 불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옥죽동 서낭당(玉竹洞 城隍堂)
현재 대청면 옥죽동 서낭당에는 몇 사람만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옥죽동에서 마을사람 전체가 제사
를 지낸 것은 1985년 9월 9일로써, 이때 선원들이 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 서낭당 건물도 시멘트
로 새로 단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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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내동 서낭당 (東內洞 城隍堂)
대청면 동내동 서낭당은 예전에 음력 9월 9일이나 1월 15일에 여러 명의 외지 무당들이 와서 임경업
장군을 모셨으며 주로 뱃사람들이 중심이다. 현재에는 없지만 철마조각이나 목마조각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6) 사탄동 장군당 (沙灘洞 將軍堂)
서낭당 제사가 끝나면 사탄동 장군당에서 제를 지내는데, 장군은 임경업 장군이라고 한다. 장군당에
는 장군의 영정과 도포와 갓, 한지가 횃대에 걸려 있다. 제를 지내는 방법은 서낭당 고사와 같다. 장군
당 한쪽 아래에는 부군당이 있다. 부군당은 장군당을 보좌하는 역으로써 특정한 건물이 없고, 땅을 파
서 그 안에 가로목을 대어 한지를 걸어두었다. 평상시에는 함석으로 구멍을 가려두었다.

(7) 사탄동 서낭당(沙灘洞 城隍堂)
사탄동에는 서낭당과 장군당, 부군당이 마을 신앙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40년 전까지만 하더라
도 3년마다 소를 잡는 큰 굿을 벌였다고 한다. 또한 동네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만신(무당)을 불러 굿판
을 벌였다. 소는 백령도에서 가져왔다. 현재 마을 공동 단위의 고사는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
집에 의해 모셔지고 있다.

(8) 선진동 서낭당 (先津洞 城隍堂)
대청면 선진동에는 서낭당이 있는데 뱃고사를 하는 날이면 먼저 서낭당에 와서 비손을 하고 한지를
올린 후 배에서 고사를 지낸다. 굿을 해도 서낭당에서부터 시작한다. 음력 9월 9일이면 사람들은 서낭
당에 찾아와서 음식과 술을 가지고 당제를 지내고, 당제가 끝나면 가족의 수대로 한지를 횃대에 건다.
현재 서낭당 안에는 서낭 이외에 장군당과 부군당이 같이 모셔져 있다. 당집 가운데에는 장군의 영정
이 있고, 영정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부군당, 우측에는 서낭당이 있다.

(9) 소청도 영감당 (小靑島 靈鑑堂)
대청면 소청도에는 임경업 장군을 모신 영감당과 서낭당인 큰당이 있다. 영감당 제사는 정월 대보름
들물 때 지내는데, 대략 오후 12시 정도이다. 영감당 가운데에는 임경업 장군의 영정이 있고 좌우에는
도포와 한지들이 횃대에 걸려 있다. 선주들은 제사가 끝나면 한지를 횃대에 건다. 소청도는 백령도, 대
청도와 달리 오랫동안 영감당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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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청도 큰당 (小靑島 大堂)
대청면 소청리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큰당 제사는 1년 중 날을 잡아서 지낸다. 마을에서 생기복
덕을 보고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돼지를 잡았다. 각 가정에서 일정액을 수렴하여 백령도 등지에서
소나 돼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각 가정에 공평하게 고기를 나누어주고, 마을 잔치를 벌
였다.

(11) 모도 당제(茅島 堂祭)
북도면 모도 지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당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던 터는 현재 감리교회가 들어
선 바로 위쪽이다. 정월 초에 택일하여 지냈으며, 돼지와 떡을 제물로 올렸고, 풍물굿으로 진행되었다.
당제가 끝나면 바로 뱃고사를 지냈다. 이러한 당제는 대략 40년 전에 사라졌다.

(12) 내4리 당제 (內4里 堂祭)
영흥면 내4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당제를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섣달 그믐날 새벽에 치러졌
다. 그러나 지금은 섣달 그믐을 전후하여 날씨가 좋은 날, 새벽이 아닌 대낮에 제사가 진행된다.
당산에는 당집은 없고, 다만 십리포의 서어나무와 같은 종류인 서어나무가 있는데 산꼭대기라 잘 자
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당나무로 지정한 것은 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온 마을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13) 영은사(靈隱祠)
영흥면 내4리 영흥사는 임씨 7대 종손 자부인
황정심이 2002년 음력 8월에 33㎡ 규모의 제실을
66㎡으로 증축한 것이다. 승봉도 출신인 황씨는
영흥도 임씨 가문으로 시집와 남편이 작고한 후
종부로서 조상들을 위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
여 만들었다고 한다. 20년 전부터는 10월 10일 오
후 2시로 날을 정해 제사를 지낸다. 수원, 대부도,
서울, 강화, 내리 임씨 종친회 등지에서 후손들이

영은사

모이며 대략 25~30명에 이른다. 영은사는 못을
쓰지 않는 전통 기법에 의거하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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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2리 당제 터(外2里 堂祭址)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은 원래 지금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있었으나 10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
겨갔다.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제를 지내지 않은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당제
를 지내던 때에는 업벌마을 54세대가 전부 제사에 참여하였으며, 교회에 다니는 집도 빠지지 않고 참
석하였다.

(15) 선재도 당산 (仙才島 堂山)
영흥면 선재리 산213-1 지점은 선재도 어민들이 매년 정월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제당산 또는 당
산이라고도 불린다. 당산나무의 신목은 큰 느티나무이다. 옛날에는 같은 굵기의 쌍둥이 나무가 있었으
나, 한 나무가 쓰러져 없어지고 한 그루만 남아 있다. 1999년 5월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수령은 약
400년이고 높이는 14m, 둘레는 4.2m이다.

(16) 덕적도 국수봉(德積島 國壽峰)
덕적면 산370에 위치한 덕적도 국수봉에는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정월에 시루떡을 해서 국수
봉을 바라보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국수봉은 북리와 서포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312m의 산으로 덕적도 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이 산
위에는 주위가 약 30m, 높이가 약 7~8m의 제천단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소정방이 이 섬에 주
둔하고 있으면서 제천단을 쌓고 이곳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여지승람』에 의하면 임경업 장군이 이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 국수봉에서 하늘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17) 덕적도 서낭당 터(德積島 城隍堂址)
덕적면 북리 산490에 위치한 서낭당 터에는 옛 서낭당나무와 돌무더기 등은 흔적이 없어졌다. 진2리
와 북리의 경계지점이기도 하다. 서낭당은 고기잡는 어부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렸고, 마을 전체가 고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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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1) 모이도 건물터(毛伊島 建物址)
연평면 연평리 산15 모이도 패총 위쪽 구릉 사
면위에 길이 3m 가량의 기단석과 기와편이 확인
되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지가 아닌 소규모
건물지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모이도 조
선시대 건물터’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
립박물관(2003)에 의하여‘모이도 건물지’로 재
확인되었다.

모이도 건물터

(2) 내리 큰우물(內里 큰우물)
영흥면 내4리 700 지점에 마을 전체가 식수로 사용했던 자연 우물이 있다. 마을 처녀들이 더운 여름
에 이 우물에서 목욕을 즐기기도 했다 하여‘처녀물’이라 부르다가 마을사람들이 처녀물이란 말이 좋
지 않다 하여 조선 중엽‘큰 우물’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삼신우물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에는 당고사 때 쓰던 우물이 있다. 새마을사업 때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올리
게 되면서 이웃 마을 사람들도 삼신우물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당들은 삼신우물이 영험하다고
믿어 그 근처에서 굿을 하기도 했다.

(4)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가마 터(大靑島 大靑初等學校 窯址)
대청면 대청7리 1085, 1084, 1139, 1138, 1083 일대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북쪽에 위치한 가마터는 고
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구 상부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깎여 없어지고 벽체 선만 뚜렷하게 남아
있다. 가마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쭉하며, 북쪽이 넓고 끝이 원형이나 남쪽은 좁고 방형으로 전체 형
태는 홀 모양이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유적이다.

(5) 장봉도 절터(長峰島 寺址)
북도면 장봉2리 산74, 전524 일대 공동묘지 동남쪽과 연접한 구릉의 완사면에 장봉도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찰 터가 있다. 현재는 주변이 묘역과 농경지로 사용되어 과거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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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자 임현규 정려문(孝子林顯圭旌閭門)
영흥면 내1리에 조선 고종 22년(1885) 임현규
(林顯圭)에게 내려진 효자정문이 남아있다. 정문
에는“孝子學生顯主之門 光緖十一乙酉年六月命
旌”,“卓絶之孝行命賜旌閭之典表其門”이라 새겨
져 있다.
효자 임현규 정려문

(7) 장봉도 이상규 주택(長峰島 李相奎 住宅)
북도면 장봉2리 1028에 위치한 이상규 주택은 1903년에 건립된 것으로 이씨의 부친이 1938년에 120
원에 사들였다. 본디 초가였던 것을 1978년 함석으로 바꾸어 덮었다. 주인이 한국전쟁 때 비밀실에 숨
어 지낸 덕에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8) 덕적도 최흥련 주택(德積島 崔興蓮住宅)
덕적면 진3리 16번지에 위치한 덕적도 최고 갑
부 최봉도(崔奉道)의 집으로 진리가 한 눈에 내
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다. 1940~1950년대까지 행
정관청의 고위 관리들이 덕적도에 오면 여관처
럼 사용했다고 한다. 마룻대에는 1940년에 만들
었다는 기록이 있고, 행랑채 마룻대에는 1942년
에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덕적도 최흥련 주택

7) 유물산포지
(1) 대청도 유물산포지 1 (大靑島 遺物散布地 1)
대청면 대청7리 1085, 1084, 1139, 1138, 1083, 대청초등학교 교사 주변에서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수
습된 유물 대부분은 어골문이 시문된 기와편으로 고려시대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교사 신
축 등 형질변경으로 유적의 존재가능성은 희박하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대청도 대청7리 유물산포지’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
박물관(2003)에 의하여 재확인된 곳이다.
이곳은 원(元)의 순제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지명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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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이곳 대청초등학교 자리는 태자가 무리를 이끌고 궁궐을 짓고 살았다는 곳으로 전하며 초등
학교 맞은편 산은 삼각산, 동쪽의 산은 남산, 솔99밭은 장안으로 불리운다.

(2) 대청도 유물산포지 2 (大靑島 遺物散布地 2)
대청면 대청6리 791, 789 일대는 대청진의 진청이 있었던 곳으로 구 보건진료소의 주변 밭에서 고려
~조선시대 기와편과 도기편이 수습되었으나 현재 지표상에는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000년 국
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대청도 대청6리 유물산포지’로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
박물관(2003)에 의해 재확인된 곳이다.

(3) 연평도 유물산포지 (延坪島 遺物散布地)
연평면 연평리 414-1전, 420-1 및 3전 일원의 주변 밭에서 고려~조선시대 도기와 자기편 등이 확인되
었다.

(4) 장봉도 유물산포지 1(長峰島 遺物散布地 1)
북도면 장봉리 307-1,2, 308 일대 경작지에서 고려~조선시대 청자류 및 기와편들이 수습되었다. 유물
은 산 하단부에 조성된 서향의 평탄하고 넓은 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
물관에 의해 장봉도 유물산포지Ⅰ로 보고된 유적이다.

(5) 장봉도 유물산포지 2(長峰島 遺物散布地 2)
북도면 장봉리 817 일대 경작지에서 고려~조선시대 청동편과 자기 조각들이 수습되었다. 2005년 인
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장봉도 유물산포지 Ⅱ로 보고된 유적이다.

(6) 신도 유물산포지 1(信島 遺物散布地 1)
북도면 신도리 582과 일대 포도밭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
물관에 의해‘신도 유물산포지 Ⅰ’로 보고된 유적이다.

(7) 신도 유물산포지 2(信島 遺物散布地 2)
북도면 신도리491, 482과 일대 신도분교의 뒷산에서 고려~조선시대 자기 조각들이 확인되었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신도 유물산포지 Ⅱ’로 보고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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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도 유물산포지 3(信島 遺物散布地 3)
북도면 신도리 1009 일원 구릉의 중간에 포도밭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2005년 인
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신도 유물산포지 Ⅲ’으로 보고된 유적이다.

(9) 구름말 유물산포지
영흥면 선재리 68임, 331일원 능선일대에서 고려~조선시대 도자기편이 수습되었다. 2005년 인천광
역시립박물관에 의해‘구름말유물산포지’
로 보고된 유적이다.

(10) 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1(德積島 鎭里 遺物散布地1)
덕적면 진리 726-1전 일대 밭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김석훈(2002)에 의해‘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 1’,‘진그리 이개 유적’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11) 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2(德積島 鎭里 遺物散布地2)
덕적면 진리 504, 503, 461전 일원 골짜기의 오른쪽 능선 위 밭에서 빗살무늬토기편 18점이 수습되었
다.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진리 뒷산 유적’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서울대학교(1999)
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진리 뒷산 지점’과‘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 2’로 재확인된 곳
이다.

(12) 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3(德積島 鎭里 遺物散布地3)
덕적면 진리 383, 385, 386, 389, 412일대 공사장 주변의 지표가 노출된 지점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수
습되었다. 덕적진지(德積鎭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 유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2002년 인천광
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해‘덕적도 진리 유물산포지 3’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13) 소야도 나루개 유물산포지 (蘇爺島 나루개 遺物散布地)
덕적면 소야리 618전 밭에서 빗살무늬 토기편 3점이 패각과 함께 수습되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의
조사에 의해‘변전소 앞 지점’으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2)에 의해‘소야도 나루
개 유물산포지’로 재확인된 곳이다.

(14) 소야도 큰말 유물산포지 1(蘇爺島 大村 遺物散布地 1)
덕적면 소야리 271-1, 2전 일대 밭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 2002년 인천광역시립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소야도 큰말 유물산포지 1’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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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갑도 유물산포지(文甲島 遺物散布地)
덕적면 문갑리 48, 49전 일대 밭에서 고려~조선시대 자기 및 도기편과 함께 패각이 일부 확인되었다.

(16) 백아도 유물산포지 (白牙島 遺物散布地)
덕적면 백아리 174, 175, 176, 177전 일원 연못의 좌우 둑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확인
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백아도 선사유물 출토지’로 처음 보고된 곳이다.

(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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