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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
(한자, 예명)

문준경
文俊卿 지역 신 안

사 진

분 야 종교 출생
~사망 1891~1950 

개요 “섬 선교의 어머니” , 순교자, 성결교회 전도사 

연보

§ 1891년 2월 2일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출생
§ 1908년 정근택과 결혼
§ 1931년 경성성서학교 입학,
§ 1937년 증도로 돌아와 복음 전파, 교회 개척. 
§ 1950년 목포 분주소로 옮김
§ 1950년 증도로 돌아와 순교

생애 
및 

활동

1891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17살 때인 1908년 
3월 결혼했지만 남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20여 년을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목포 북교동성결교회에서 기독교에 가입하고 경성성서학원에서 공부
하면서 개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며 증
동리교회를 중심으로 진리교회와 대초리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했다. 그는 
지역을 순회하는 도중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의 역할도 했고, 여러 섬들을 
왕래하느라 1년에 아홉 켤레나 고무신을 바꾸어 신었다고 한다. 1943년 일제의 
종교탄압이 증동리교회에도 진행되었을 때,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목포경찰서
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지만 저항하였다고 한다.
해방 후 신안군 도서 지역은 좌익들의 활동이 강했고, 6·25전쟁 중에는 섬 전체
를 인민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목포인민위원회에 끌려갔던 문준경은 이성봉 목
사 등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증도로 돌아왔는데, 이는 자신이 돌보고 있던 교
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익들이 교인들
을 처형하기 시작했고, 문준경 역시 1950년 10월 5일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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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준경의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신안군 증도면사무소 옆 증동리교회
에 문 전도사의 추모비가 있다. 원래 그의 무덤도 이 증동리 교회 뒤 편 산에 
있었지만, 2005년 증동리 교회 앞바다 즉 문 전도사의 순교 현장으로 이전했다. 
2013년 문준경의 순교기념관이 신안군 증도면에서 개관하였다.
문준경이 설립한 전남 신안군 섬들의 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김준건 이만신 정태기 이만
성 이봉성 목사 등 30여명)을 배출하는 믿음의 산실이었다. 그녀의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사역은 섬을 중심으로 한 호남선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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