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91호

지정(등록)일 1997. 12. 30.

소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외

바다가 만든 세계의 천연비행장,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백령도(白翎島)라 

이름이 붙여진 이 섬은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22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옹진군에서 

가장 큰 섬이다. 본래 황해도에 속했던 섬은 광복 이후 대청도, 소청도와 함께 38선 

이남의 인근 옹진군에 편입되면서 경기도 옹진군으로 재편됐다가 1995년 인천광역시

로 편입됐다.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운 백령도는 군사·문화적 

요충지다. 

하지만 백령도가 군사·역사적으로만 중요한 공간은 아니다. 시간과 자연이 빚어

낸 신비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중 백령도 용기포 부두의 남서

쪽과 남동쪽의 해안을 따라 자리한 사곶 사빈은 끝없이 펼쳐진 고운 모래가 저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백령도 사곶 사빈에서 나타나는 지형 현상은 이탈리아 나폴리 해안과 더불어 전 세

계적으로 단 두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지

질학적 가치와 해안경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기에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질 9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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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곶	사빈의	아주	고운	모래

백령도 사곶의 사빈은 용기포 부두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

며, 썰물 때에는 길이 약 4km, 폭 약 300m로 넓게 드러난다. 햇살이라

도 내려앉으면 드넓게 펼쳐진 반짝이는 모래더미에 단번에 눈길이 빼

앗긴다. 

이 같은 백령도의 사곶 사빈은 백령도를 이루는 규암이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을 받아 부서져 만들어진 고운 모래들로, 파도의 힘이 약한 

해안의 오목한 조간대(潮間帶)로 이동되어 쌓인 것이다. 사곶 해안은 

썰물보다는 밀물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모래는 계속적으로 운반되

어와 쌓이게 된다. 

사곶 사빈의 가는 모래들은 주기적인 조류(潮流)의 영향을 받아 치

밀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자동차의 통행은 물론 천연비행장으로 이용

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 때 천연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유엔군 작

전 전초기지로서의 비행장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군 작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사빈이란 강에서 운반된 모래 또는 

해안 침식으로 생긴 모래가 넓고 평평

하게 퇴적되어 만들어지는 모래해안

이다. 

•사빈 모래의 크기는 평균 0.245~ 

0.278mm로서 전체의 75~95%를 차

지하며, 이보다 굵은 모래는 5~25%

이다. 모래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석영 약 60%, 장석 약 40%이며 장석

은 대체로 신선한 정장석과 사장석이 

고루 나타난다. 

▼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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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받는	사곶	사빈

사곶 사빈은 원래 육지 쪽으로 모래 구릉이 여러 개 있고 그 사이에

는 해당화가 피어있는 아름다운 해안이었으나 1975년 국방상의 이유

로 약 3km의 거리에 시멘트 방벽을 쌓아 자연경관이 파괴되었다. 

만일 시멘트 방벽을 제거하여 자연 해변으로 복원된다면 이 지역은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모래사장, 모래언덕, 해당화, 솔밭이 있는 그

야말로 황해의 명사십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다.

백령도 사곶 사빈은 예전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규암가

루가 평평하게 깔렸던 해변은 곳곳이 울퉁불퉁하다. 일부 해변의 모

래는 손으로도 쉽게 파였다. 모래의 밀집도 등이 약해진 탓에 벌어진 

현상인데 이 때문에 예전과 같은 천연비행장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

이곳 주민들은 공통되게 사곶 사빈이 망가진 원인으로 인근의 담수

호를 지목했다. 서해 5도에서도 식량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취지로 농

▲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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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를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주변에 둑을 쌓고 담수호를 만들

었는데, 그 뒤부터 이곳 해변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담수호에도 바닷물이 들어와 염도가 높은 탓에 농업용수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백령도의 소중한 보물을 망쳐놓고 농수마저 확

보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사곶 사빈의 한쪽에서는 포클레인이 해변의 모래를 퍼서 한 

곳에 쌓고 있다. 사곶 사빈에 어둠이 내릴지, 다시 햇살 아래 반짝이

는 모래를 볼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우리들의 관심에 달렸다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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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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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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외 (연화리) 
- 2011.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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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11-8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

- 강화 동종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50-4, 강화역사박물관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1258번길 142 

(화도면)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등사 (온수리) 
조선시대 1963. 01. 21.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삼국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 일원 고려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관청리) 
고려시대 1964. 06. 10.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 1964. 0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