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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남한 최전방에 당당히 피어나다,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國花)이다. 높이 2∼4m이고 꽃은 지름 7.5cm 정도로 색

깔은 흰색·분홍·빨강·보라 등 다양하며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핀다. 꽃이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간 계속 피므로 정원·학교·도로변·공원 등의 조경용과 

분재용 및 생울타리로 널리 이용된다.

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8∼3세기 춘

추전국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전해지는 『산해경(山海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君子之國 有薰花草朝

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군자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

인천 백령도 연화리에 있는 무궁화는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교회인 중화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토의 최전방 나라꽃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

정받아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1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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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교회와	함께	시작한	무궁화

1899년 설립된 중화동교회는 북한 황해남도 장연군 소래교회에서 

재목을 가지고 와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차례 증·개축

이 이뤄졌다. 소래교회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가 중화동교회 

초대 당회장을 맡았다. 주민들이 먼저 설립예배를 한 뒤 선교사인 언

더우드가 초대 당회장으로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직접 세운 자생교

회로 불린다.

이 교회 바로 옆에 천연기념물 제521호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

화가 있다. 수형이 우수하고 높이가 6.3m로 현재 알려진 무궁화 중 큰 

편에 속한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66호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43-1  - 1962. 12. 07.

제360호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 번식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 1988. 08. 23.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외  - 1997. 12. 30.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콩돌해안 

일원 
 - 1997. 12. 30.

제393호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 1997. 12. 30.

제507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 등 
 - 2009. 11. 10.

제508호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등 
 - 2009. 11. 10.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외 
 - 1997. 12. 30.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는 서상

륜과 백홍준을 장로로 세우며 한국 최

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세운

다. 그 외 1886년에는 ‘고아학당’을 여

는데 안창호(安昌浩, 1878~1939) 와 

김규식(金奎植, 1881~1950)이 밀러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언더우드 

학당’ 이후 구세학당으로 바뀌었고 현

재는 경신학교와 연세대학교로 성장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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