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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 것이다. 현재까지 언양 지역 천주교와 관련하여
수합한 각종 기록물들을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려는 구도에서 이 연구
는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언양과 그 일원인 밀양, 동래 지역의 천주교
관련기록물의 1차 정리 작업인 자료집 간행을 기반으로 이것을 디지
털 아카이브로 전환하려는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언양 지역 천주교 기록물이 조사 수집
보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고문서와 고문헌 등 각종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기록물들이 언양 지역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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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용 시기와 수용형태 등과 관련한 구전 내용의 비정과 이 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수용자들의 모습과 형태를 밝힐 수 있는 소중한 기록
물임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오프 라인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이러한 기
록물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기본이 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인력보충에 대한 문제도 제언하였다.
이러한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단지 천주교 신앙인의 역
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근대를 보여주는 ‘공공기록물(public

records)’로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따라서 이미 간행된 종이 인쇄본 형
태의 자료집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
어야 한다.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전통시대와 근현대의
기존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천주교 관련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한국 천주교
회사 연구자를 비롯한 ‘언양성당’, 그리고 언양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
기를 바란다.
주제어 : 언양, 천주교, 기록물, 천주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
이브 구축, 공공기록물

Ⅰ. 머리말
언양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속한다. 조선시대 언양현은 경상
도에 소속된 독립된 군현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갑오경
장과 더불어 1895년(고종 32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군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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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일제시대 이후 울산에 병합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언양
은 19세기 이후 천주교 박해기에 각지에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산속
에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대표적인 피난처의 하나로 꼽혀 왔다. 그리하
여 이 지역의 신앙공동체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는 많은 신앙공동체가 생겨난 것은 단순히 언
양을 둘러싼 험준한 지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 초기에 이미 언양 일원에도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존재
했고 바로 이들이 신앙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
한 사실이 밝혀졌다.1)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종식된 이후에도 언양에 천주교 신앙공동체 조직이 확고하게 정착하는
데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28년에 ‘언양지방천주공교협
회’가 결성된 것도 이러한 유산의 한 결실이라 믿어진다. 각 공소 회장
과 평신도 대표들이 평신도 활동을 조직화하고, 교회의 재산 관리를 맡
은 이 조직은 신자들의 자발성을 촉진하여 전교 활동에 큰 역할을 하
였던 것이다.
언양의 천주교회가 일찍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조사하여 출간하고 기
념관을 마련하는 등 다른 교회들에서 보기 힘든 활동을 펼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유산과 관련이 있다.2) 나아가 울산시 공공박물관인 대곡
박물관에서 언양 지역과 천주교와의 밀접한 연관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기획하여 천주교 관련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
1)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언양 지
역의 사례 연구-｣, 역사와 경계 24, 부산경남사학회, 1998.
2) 언양 지역의 경우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천주교와 관련한 구전자
료, 문헌자료, 신앙공동체의 흔적, 순교자의 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양 성당 내 기념관을 만들어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이와
함께 언양 성당 천주교 수용 200년을 기념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본당
사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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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받았던 것도 이 덕분이다.3) 특히 大都會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히 주목
할 만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에서 천주교회는 교적 등을 치밀하게 기록
하여 보전하는 등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오랜 기록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기에 공적 기록물들을 보전하거
나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언양도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신자 개인의 것들이 주로 전승될 수
밖에 없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이들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
도 마찬가지로서 이들의 행적도 교회가 아닌 후손들을 대상으로 조사
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오랜 박해로 인하여 천주교를 주
로 하층 계급들이 믿었던 만큼 이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언양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에 대하여 새롭게 밝힌 일련의 사실들
도4) 장기간에 걸쳐 수합한 매우 단편적인 정보나 기록에 기초한 것이
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력이 들어갔으나 아직도 천주교회나 신자, 그
리고 신앙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인 구도 위에서 접근하는 수준에는 이
르지 못했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관심이 박해기에 집중되면서 근현대
이후의 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
다.
언양 지역의 천주교의 역사에 대한 조사 연구는 필자를 포함한 소수
연구자들만이 참여하여 왔고 이것은 이 지역의 천주교 역사의 지표가
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이훈상, ｢언양의 울산대곡박물관의 천주
교회사 전시 기획 구도와 그 반향 : 천주교회사와 공공 역사 사이의 창의적
긴장을 위하여｣, 교회사학 10권 10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4) 손숙경, 앞의 논문, 1998.
손숙경․이훈상, 조선후기 언양의 향반 창녕 성씨 가문과 천주교 수용자
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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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만이 아니라
그 동안 수합한 자료들에 손쉽게 접근하여 새로운 시각 아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필자 등이 수합한 각종 기록물들을 보다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구도 아래 먼저 필자는 그 동안 축적된 각종 기록물들을 개
관하고 이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제언하려 한다.5) 고문헌과 고문
서 등 각종 기록물 중 상당수를 필자는 이미 책들로 출간하였는데, 이
제는 이것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사안이지만 관련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도 재론하려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록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하고 연구자의 접
근성과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장 기

5) 한국천주교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천
주교 사료목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에는 이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천주교 사료 관리의 현황과 분류체계, 통합관리방안, 아카이브시스템의 전
망 등이 논의됨으로써 한국천주교 사료목록화사업은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이렇듯 각 교구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연계 방법, 사료의 정보화
와 시스템관리, 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은
앞으로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논의
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천주교 관련 아카이브 구축에 대
해 제언하려는 것이다. 원주교구의 배론성지에 ‘천주교원주교구기록관’
(2010년)을 교구차원에서 건립하여 원주교구 자료를 보관한 것은 교회자료
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며 지역사회 천주교 공동
체가 지향해야 할 벤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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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records)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6) 언양 지역의 그곳을 대상으로 한 이 시도는 매우 늦은 편이
다.7) 다만 조사 연구 성과가 충실하게 축적되었으므로 디지털 아카이
브 구축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도 있다. 한편 이 연구가 언양을 대상
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접한 경주와 양산, 밀양, 동래 그리고 김해 등
도 모두 포괄하려 하는데,8) 이것은 천주교 신앙의 발전에서 지역들 사
6)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The Archives of Korean History)과 왕실도
서관 장서각의 디지털 아카이브(Jansogak Royal Archives)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7) 천주교 관련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
되었다. 대전교구, 인천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제언은 다음이 참고 된다. 하종희, ｢천
주교 대전교구의 기록관리: 개선안 및 기록물 정리방안｣,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2001 ; 한아랑, 오효정, 안승권, 김용, ｢카톨릭 역사기록물 디
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한국
도서관․정보학회, 2016 ; 김선미, ｢가톨릭 교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교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2004. 한편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초점을 둔 기존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것의 오프라인․온라인 상에서 활용방안을 외국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비교하여 연구한 최상희의 최근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최상희,
｢카톨릭기록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7(4),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또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
권의 문제를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도 피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정윤정의 연구도 소중하다. 정윤정, ｢한국 교회문화유산 확장
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저작권 관리를 중심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교회문화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그리고 최근
에는 김대건 신부와 같은 천주교 수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그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
길태, ｢김대건 신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2017.
8)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언양 지역을 배후
로 이산되어 천주교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했던 밀양, 동래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언양 일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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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연망을 고려한 것이다.

Ⅱ. 관련 기록물 조사와 수집
현재 지역사회의 기록물들을 수집-정리하여 영인하는 작업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작업은 주로 수집한 고문서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해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고문서 기록물의 내용을 이
해하여 이와 관련된 역사적 논의를 심화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기록물의 수집 과정과 기록물의 보존상태 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
는 사항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즉 기록물의 수집 경위 및 과정
에 대해 ‘기록’하는 전통 및 지식이 의외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집 이후에 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
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비전문가인 소장자가 기록물을 보관할 경우 자
료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노정되어 있다 하겠다.9) 천주교 기록
국의 초기 천주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순교자 김범우와 관련된 천
주교 기록물이 동래와 밀양지역에서 발굴되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책자로 이미 출판되었다(손숙경, 중인 김범우 가문과
그들의 문서, 부산교구순교자현양위원회, 1992 ; 손숙경, 천주교 수용자
중인 김범우의 밀양 유배와 역관 현덕윤 가계의 밀양 이주 그리고 관련 고
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이렇듯 언양 지역은 김범우라는 천주
교 인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 더하여, 천주교
신자들의 이산과 확산을 말해주는 배후지역 동래와 밀양의 소중한 고문서
기록물이 발굴․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언하면,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단계 작업이 완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9) 다음의 책은 일본의 각 지역에 산재한 고문서와 같은 기록물을 어떻게 수집
정리하고 이를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
러 고문서의 수집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점도 시사점
을 준다. 埼玉縣地域史料 保存活用連絡協議會 編, 라창호 옮김, 諸家文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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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단계로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조사와 수집 경위 및 과정 등을 소개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천주교 수용과 관련하여 오랜 연원을 가진 언양 지역은 천주교 수용
자와 관련한 구전이 광범위하게 수합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언양 성당
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공동체인 공소를 조사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곳 뿐 아니라 없어진 곳에 대해서도 그 흔적을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언양 지역에 퍼져 있는 천주교 관련 구전을
비롯하여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전과 유물자료,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았던 공소의 위치와 존재를 파악하여 새
롭게 발굴-복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언양 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언양 지역에서 처음 천주교
를 수용했다고 전해지는 인물들과 그 가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그
와 관련한 구전 자료를 수합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행적을 알려주는
문서기록 자료들의 존재는 발굴되지 못하여 1801년 이전에 이들이 천
주교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남겨진 상태였다.
이에 비해 언양 성당에서 전승되는 기록물들은 언양 성당의 유물과
유적 정리 과정에서 조사 수집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식민지기 이후 언
양 지역 공소 및 공소회장과 대표들의 조직인 공교협회 자료, 그리고
公所錢과 관련한 재정기록물 등이다. 이 기록물들은 언양 지역에 천주

교가 수용된 이후 박해시대를 거쳐 신앙 공동체가 지속되는 모습을 구
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언양 성당의 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록들은 현재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적인 기
록이 아닌, 교회 공적인 기록물로써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유물, 유적, 그리고 문서 자료들이 발

收集과 整理, 한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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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되면서 언양 성당에서는 자료들을 수합 정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언양 성당 내에 유물전시관을 만들어 이들 자료
들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언양 성
당의 본당사를 발간하여 1차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10)
한편 언양 성당의 조사연구와는 별도로 언양 지역의 천주교 수용자
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언양의 천주교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 계
기는 단순한데, 이 지역의 씨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관련 사실
들이 밝혀져 시작된 것이다.11)
평소 고문서에 관심을 가진 분이 언양에서 흘러나온 고문서를 사들
였고 언양에 거주한 창녕 성씨 가문의 고문서도 이 중 하나였다. 창녕
성씨 가문 고문서는 호구단자와 토지문기 등 그 내용이 풍부하여 논문
자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래서 언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
는 후손들이나 방손들을 수소문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광범위하게 찾
아 다녔다.
이 과정에서 창녕 성씨 가문의 종손을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종손은
이 집안과 관련된 얼마간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종손
은 이 고문서에 집안과 관련된 일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
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고문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대신 논문
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면 그 부분만 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수십 차례 종손을 찾아가서 유대관계를 쌓으며 인터뷰를 계속
하였다. 그러던 중 이 가문 각 종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종족과 연관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그 자료의 내용 가운데 한
종족이 천주교로 인해 절손된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10) 언양천주교회, 신앙전래이백년사, 분도출판사, 1993.
11) 언양의 천주교 수용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손숙경․이훈상,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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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주교 관련 자료가 찾아졌다. 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지역의
천주교 수용은 박해로 인해 각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천주교를 수용한 초기 단계에 이미 언양 지역에서
천주교를 믿은 인물들이 성씨 종족 내 다른 분파에서 배출되었다는 놀
라운 사실이 수록된 고문서를 발굴한 것이다. 사들인 고문서들이 언양
의 창녕 성씨 종족 내 三派의 것인 반면 천주교 관련 사적이 수록된 것
은 바로 宗派의 고문서였다.
이들 고문서는 천주교 신앙을 옹호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천주교로 인하여 같은 성씨 종족 내 특정 분파가 단절되었다는 비판적
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처음부터 작성 의도가 달랐던 이 고문서는
이제까지 잊혀진 한국천주교회사의 발전의 주요한 측면을 밝혀주는 값
진 문헌 자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언양 지역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인터뷰 자료․족보․가문 소장 고문서
등과 같은 사적 기록물의 수집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도 언양 성당 교우들을 중심으로 언양
지역의 천주교 순교자와 관련한 조사가 있었지만, 천주교 수용자나 수
용시기, 그리고 천주교 신앙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구전들 상호간에 어
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
운데 성씨 가문에서 발굴된 새로운 자료는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할 필
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나아가 다른 자료와 연관시켜 이에 대한 면밀
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고증하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고행이었다.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마을들
을 하나하나 뒤지는 작업은 물론, 언양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 다른 지
역을 조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언양 어음리의 경주 김씨 가문 전승
고문서 자료의 발굴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사-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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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문 및 촌락에서 또 다른 고문서도 수합하게 되어 천주교를
수용한 가문의 언양 지역사회에서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천주교 수용 초기 단계에서 한문서학서를 읽고 천주
교를 수용했다는 구전의 내용을 뒷받침할 방증 자료를 발굴하여 흩어
져 있던 언양 지역 천주교 수용 등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가문의 자료 뿐 아니라 호적대장과 같은 공공기록물도 발굴
되어 천주교 수용자들의 존재형태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형
태 및 모습을 기존에 발굴 간행된 언양현 호적대장과의 연계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관련 기록물
1. 조선후기 관련 기록물들과 그 내용- 門中資料, 戶籍大帳,
그리고 口傳
언양의 천주교 수용 및 그 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
었다. 각 가문에서 전승되는 문중자료와 구전자료, 그리고 공공기록물
이라 할 수 있는 호적대장 등은 한국천주교회사와 관련하여 가치가 높
은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언양 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그 모습을 직접적
으로 보여주는 관련 기록물과 그 특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조선후기 지역사회 천주교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박해를 피해 온 신
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전제를 기본
으로 관련 기록물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그렇지만 언양에서 조사 발
굴한 자료는 이 지역에서 이미 학문으로 천주교를 수용한 사실을 뒷받
침해 준다. 이런 점에서 언양 향반인 창녕 성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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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료의 경우 특히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다.
창녕 성씨 가문의 문중 자료는 門事錄, 宗門契錄, 痛恨의 宣敎
郞派宗家, 두고 정한, 그리고 門事追錄 등으로 가문의 종족원들

이 기록한 것이다.12) 먼저 문사록은 이 가문의 성쇠와 중요한 행적
에 대한 내용을 1651년에서 1882년까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거
의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가문의 행적에 대해 한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宗門契錄도 門事
錄과 마찬가지로 1651년에서 1882년까지의 가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

이다. 이 기록물은 門事錄과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종족 내부의 일을
좀 더 소상하게 적어두어 門事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門事追錄은 이 가문의 종족원들의 행적에 대해 추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의 내용은 1890년에 종손 가계원의 한사람이 사망하
였을 때 쓰여진 祭文을 집성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창녕 성씨 가문에서는 여성들이 기록한 문서들이 전승되고 있
다. 痛恨의 宣敎郞派宗家와 두고 정한이 이것인데, 이 가문의 여
성들이 가문에서 겪은 사건과 인물들에 대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이 중
전자는 1835년에 종손 가계 宗婦인 恩津 宋氏가 기록한 것이다. 두고
 정한은 1862년에 만든 것이다. 이것은 痛恨의 宣敎郞派宗家 및
先代의 敎旨, 田畓文書, 그리고 門中契錄 등의 문건과 서간을 바탕으

로 가문의 중요 행적에 대해 쓴 가문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
대의 상용어법이 다소 보이므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윤색되어 재정리
되었던 것으로 추론되어 엄격한 사료비판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여성
들이 기록한 이들 痛恨의 宣敎郞派宗家와 두고 정한은 신뢰성이
높으며 보기 드문 소중한 것이다.

12) 언양의 창녕 성씨 가문의 천주교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바탕
으로 정리하였다. 손숙경, 앞의 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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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씨 가문의 문서들에는 문중의 특정 계파가 천주교와 연루되
어 몰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천주교와 관련되어 한 계파가 몰락한
것은 이 가문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가문의 문
중 자료에는 천주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다. 여기에는 천주교
의 입교 배경 및 활동상황이 보인다. 이들 자료에 기록된 천주교와 연
관된 인물들은 황사영 백서사건, 조선교구독립, 기해박해 등 한국천주
교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관변 사료에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거주한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에 관한 자료가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도 및 충청도
일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다른 지역의 천주교 관련 행적은 대부
분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언양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언양 지역 가문 자료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천주교를 수용하였던 가계가 모두 절손되어 혼동이 생겨 문서
마다 천주교와 관련된 사실에 다소간의 착종이 있다. 차이가 있는 부분
들은 다행스럽게도 慶尙道 彦陽縣 戶籍大帳 및 기타 각종 족보 등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을 복원할 수 있다.
이미 영인-출간된 호적대장 외에 새로 찾아낸 1777년의 彦陽縣 丁
酉式 戶籍大帳은 이 지역 천주교 수용 초기 단계의 인물들을 비정하

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가계에 대한 사
항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기록물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공기록물인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門事錄, 宗門契錄, 痛恨의 宣敎郞派宗家, 두
고 정한, 門事追錄은 문중에서 혹은 개인이 작성한 언양 지역 천
주교 관련 사적 기록물이다. 반면 慶尙道 彦陽縣 戶籍大帳 은 조선시
대 관아에서 작성한 공공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또 경상도 언양현 호
적대장은 천주교 관련 직접적 기록물이 아닌, 천주교 관련 사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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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말해주는 ‘기록(record)’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이다.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빙할 경우 ‘천주교’의 기록물 주제 분류에
는 정확히 포함되지 않지만, 천주교 관련 기록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 공공기록물 혹은 사적 기록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口傳’ 기록물을 채록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이 갖는 특징이다. 언양의 吏族 집안인
경주 김씨와 해주 오씨의 천주교 수용에 대해서는 구전이 다양하게 전
해진다. 근현대 자료로 구전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전통사회를 추체
험하고 복원하는데 있어서 구전이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은 그 집안 또는 지역사회에 구전으로
만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중앙의 관변사료를 제외하고는 천주
교와 관련 있는 자들은 사학죄인으로 처벌을 받아 가문과 지역사회에
서 배척당하여 관련한 문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전들은 문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풍요롭게 전해
준다.
언양의 吏族 가문들의 경우에도 천주교 수용에 대한 구전내용은 이
지역 향리 가계들의 천주교 수용형태를 잘 보여주는 값진 것이다. 그럼
에도 구전을 뒷받침할 문서 기록들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주
교 수용 초기 吏族 가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창
녕 성씨 가문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됨으로써 吏族 가문들의 역할
에 대한 구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종래
채록된 구전 자료들 역시 언양현 호적대장 및 각 가문의 족보 등과
비교 분석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것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어 사실의
복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은 전통시대 생산
된 기록물이며, 특히 구전 기록물은 기록이 생산된 시점이 기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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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구전 기록물은 전통시대로부터 유통
된 기록의 파편들을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매체로 채록한 데에서 출발
되었다. 이 같은 구술 기록물을 아카이빙하는 데에는 아날로그 매체로
기록화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지털하고 또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식민지기 관련 기록물들과 그 내용-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
기록, 재정기록, 公所
현재 언양 성당에 전승되는 식민지기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언양지
방천주공교협회회록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이 기록
물이 전승된 내력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단지 언양 성당 소장 유물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
다.13) 현재 언양 성당에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로는 彦陽地方天主公敎
協會會錄(1928년～1947년), 前協會費日記, 義捐金都錄謄寫, 義捐
金日記(1917년～1927년), 現金出納簿(1928년), 天主敎公敎彦陽靑年
會書類綴, 공소회장의 문부 2책(1915년․1924년), 嵋湖公所家寶․
家籍 등이 있다. 이 기록물들은 식민지기 천주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특히 언양지방천주공교협
회회록은 이 시기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公所錢을 통한 천주교 재정운
영과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회록은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의 회의 내용
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이 수록하고 있는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의 재
정보고 및 처리, 그리고 임원 선출 등에 대한 내용은 언양 성당이 설립
13) 언양성당 홈페이지에 언양성당 소장 기록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언양성당 eonyang.pbcbs.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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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근대의 변화에 따른 각 공소의 회장들과 대표들의 조직인 공교
협회의 제반활동과 경제적 出自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할 것이다. 특히 각 공소에서 거두어들인 공소전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회
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산의 부산진성당에서 경상도 동남부지역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으
므로 언양 지역은 부산진본당에 속해 있었다. 이후 1927년에 언양 성당
이 분할 독립되었던 것이다.14) 부산진본당 지역의 언양과 양산 일대,
즉 월평, 대석, 범실, 양산읍, 금산, 가천, 언양읍, 송대, 순정, 살티, 상선
필, 석길, 하선필, 탑곡, 율동, 굴화, 초정 등의 17개 지역 공소들이 다시
언양 성당의 관할이 되었다. 이렇게 언양 성당이 부산진성당의 관할에
서 분리 독립된 것에는 초기 천주교 수용에서부터 이후 이어지는 언양
지역 천주교의 기반과 교세확장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언양 성당 설립 후 1928년 1월 6일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에서 분리
되어 1928년 3월 3일에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가 조직되었다. 언양공
교협회는 교회가 자립하는데 목적을 둠과 동시에 성당 분리 이후 앞으
로의 전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협회는 재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기
록문화의 채록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언양 성당
에는 공교협회의 경제와 관련한 기록물들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언양 지역의 신앙공동체인 공소와 관련하여 공소에 속한 사람
들의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嵋湖公所家寶․家籍은 이 시기 공소 구
성원들의 형태를 보여주며, 이것은 현재의 교적과 연속성을 가진 기록
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天主敎公敎彦陽靑年會書
類綴은 언양 성당의 청년회, 부인회 등의 조직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14) 언양천주교회, 위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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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듯이 기독교 청년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청
년회와 부인회와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
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천주교의 청년운동 특히 지역에서 청년회와 부
인회 조직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기
록물은 앞으로 천주교 청년운동의 전개와 관련한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물들이다.
이같이 언양 성당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한 가문의 사적인
기록물이 아니라, 식민지기 언양 성당 조직과 관련한 기록물로서 천주
교 신앙 전파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양 성
당 보존 기록물의 사례로 볼 때,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빙할 경
우 천주교 수용자인 개인의 사적 기록물과는 별도로 천주교 조직과 관
련한 주제를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천주교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최근 한국학 고문헌 디지털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문서 등의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천주교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부진한 상
황이다.15) 특히 지역사회에서 조사․수집한 기록물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은 주제별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기록물들과 함께 정리되고 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주교 관련 기록물이 단편적이며 그 자
15)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천주교 관련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회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천주
교사료목록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도하에 한국천
주교회가 설립된 1784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계 제도를 갖춘 1962년까지의
교회 사료들을 목록화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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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분량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언양 지역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한국 천주교 수용 단계에서부
터 이후 확산-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이들 기록물들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은 천주교회사 연구 뿐 아니
라 전근대와 근대의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양성당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1928
년～1947년), 前協會費日記, 義捐金都錄謄寫, 義捐金日記(1917년
～1927년), 現金出納簿(1928년), 天主敎公敎彦陽靑年會書類綴, 공

소회장의 문부 2책(1915년․1924년), 嵋湖公所家寶․家籍 등과 같
은 식민지기 생산된 각종 천주교 관련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언양
지역에서 천주교가 수용된 역사성과 더불어 언양 성당이 보관․관리해
온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언양 성당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논의에 중심에 서야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
그런데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는 데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핵심적
인 사항이며, 온라인 서비스에 앞서 오프라인 서비스의 구축이 선행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양 성당 내에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문서고가 구비된 아카이브 즉 ‘기록보존소’의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언양 성당에 보관된 식민지기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기록매체는 종
이류가 압도적이며, 이외에도 전승되어 온 귀중한 성물이 다수 있다.
기록물은 기록매체에 따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환경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비된 문서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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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디
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선행단계로서 언양 성당 내 문서고를 갖춘
기록보존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언양 성당 내 기록보존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데에는 부산교
구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해 아래, 언
양 성당 내 이것이 구축되는 데 적극적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보존소의 설립 이후 기록보존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을 확
보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기획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보존소가 운영되는 데에는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내
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Archivist, 기록물관리전문가) 1명 이
상과 행정 및 열람과 안내를 담당할 행정 전문 아키비스트 1명 정도
이상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언양 성당 내 기록보존소 설립 요건과 운영은 가장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문서고에 보관․관리된 천
주교 관련 기록물의 상위 분류 및 이에 따른 레벨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 때 언양 성당에서 전승된 천주교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언양 지역 천주교 수용과 관련된 사적 기록물과 공공 기
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전 단계로서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서적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디지털로 된 이미
지 기록물은 이미 확보된 것이 상당하다. 언양 성당 내 기록보존소의
문서고에 이러한 기록물의 원본을 소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이것
은 기록물 소장자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언양 성당에
구축될 기록보존소에서 근무할 아키비스트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에 대
한 수집과 소장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한편 언양 성당 내 구축될 기록보존소에서는 언양 성당의 신자 명부,
성당 운영 자료 등과 같은 천주교 관련 기록물이 현재도 끊임없이 생

446 石堂論叢 70집

산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과거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관․관리․
공개에 대한 지침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
여 기록물의 폐기와 영구보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나
아가 과거 언양 성당에서 보관․관리된 흔적은 있지만 현재 폐기된 기
록물에 대한 폐기 목록 작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언양 성당 내 구축될
기록보존소가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관․관리․공개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말하며 미래의 비젼을 그리는 기억의 장소로써 기능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온라인 서비스는 단순히 기록물을 ‘본다’는 사실
을 넘어서, 기록물이 가진 역사성을 ‘읽는다’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언양 지역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기록관리학에서 분류하
는 기준인 기록물의 생산 출처 혹은 기록매체의 성격에 따라 레벨화
작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개인과 가문별 천주교 수용의 역사
성을 가진 기록물이 다수이며 언양 성당에서 소장된 기록물 이외는 개
인과 가문 소장 기록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 개인과 가문이 소장
한 전통시대 천주교 관련 기록물인 경우 기록매체는 종이류가 압도적
으로 많고, 호적류와 같은 공공기록물을 비롯하여 고문서류의 사적 기
록물도 많다. 즉 기록군(record group)과 하위기록군(record subgroup)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양 지역 천주
교 관련 기록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문을 기록군의 단위로 하
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가문별 소장 기록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언양의 천주교 수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확인해준 창녕성씨 가문의 전승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들은 언양의 천주교 수용자와 수용 형태 뿐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천주교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인물, 그리고 한국교회사의 중요
한 사건에 연루된 활동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록물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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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건별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한국천주교회사와의 연결고리를
검토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언양 지역 천주교회사 뿐 아니라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창녕 성씨 가문의 기록물들은 천주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들
자료 외에 이 가문의 사회 지위와 경제 기반 등을 알 수 있는 많은 양
의 기록물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천주교와 관련 있는 인물
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들이므로 아카이브
를 구축할 때 이들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언양 창녕 성씨 향반 가문 천주교 관련 기록물
문서명

연대

내용
가문의 성쇠와 중요한 행적에 관해 적은
필사본

門事錄

1651년～1882년

宗門契錄

1651년～1882년 종족 내부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한 필사본
1835년

종손 가계 宗婦인 恩津 宋氏가 가문에서
격은 내용을 적은 필사본

두고 정한

1862년

痛恨의 宣敎郞派宗家, 先代의 敎旨, 田畓
文書, 門中契錄 등의 문건과 서간을 바탕
으로 가문의 중요 행적에 대해 쓴 가문의
역사서로 필사본

門事追錄

1890년

이 가문의 종족원들의 행적에 대해 추가로
적어 놓은 것으로 필사본

痛恨의 宣敎郞
派宗家

또한 창녕 성씨 가문의 천주교 관련 고문서는 어음리 경주 김씨 가
문의 초기 천주교 수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창녕
성씨 가문의 천주교 관련 고문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양 천주
교 초기 수용과 관련한 구전 자료를 뒷받침해 준다. 이들 기록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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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간행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기반 마련이 조성되어 있
어 이 가문의 기록물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표 2]와 [표 3]은 언양 어음리에 거주한 경주 김씨 김광휘의 직
계 종손 전승 기록물이다. 여기에서 [표 2]는 김광휘 가계의 천주교 및
민간신앙 관련 기록물이다. 이것은 천주교 순교자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가문에서 나온 무속과 천주교의 습합을 보여
주는 기록물은 이 가문의 천주교 수용과 관련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 2] 언양 어음리 경주김씨 향리 가문 천주교 및 신앙관련 기록물16)
명칭

내용

언양 화장산 석굴암
화장산 석굴암에 불상을 봉예하는 취지를 적은 필사본
불상 봉예취지문
啓壇經

각종 경전과 주문을 모아놓은 책. 불경 뿐 아니라 천주
교 기도문까지 포함되어 있는 필사본임. 제명에 경을 붙
여 놓았는데 이 책의 원본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義淨(唐) 等譯;智瑩 洪泰運(朝鮮) 編, 陰陽의 和合에 따
佛說天地八陽神呪經 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正見之法임을 밝힌 經
典, 등사본
覺世眞經

촉한 무장 관우를 신격화해 그의 가르침을 정리한 서적
의 등사본임

過化存神

관우를 중심으로 삼성신앙의 충을 이어받자는 경전으로
관성제군보고, 각세진경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서적
은 등사본임

大運鑑定

사주 관련 서적인데 이것은 등사본임

流年運鑑

평생 사주 관련 책자로서 통상 流年四柱라고 하는 데
그 등사본임

16) 손숙경, 이훈상, 편저, 조선후기 언양 어음리의 경주 김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3, 23쪽 <표 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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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 2]에 소개된 천주교 관련 김광휘 가계의 전승 기록물 이
외에, 이 가계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기록물도 함께 전승되었다. [표
3]은 이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김광휘 가계의 천주교 수용

과 관련하여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천주교 순교자 가계의 사회지
위의 변화 모습 그리고 분파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들
의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사회 宗族과 복잡한 사회 지위의 분화를 보여
주므로 천주교 수용자 가계의 종족 양상만이 아니라 한국사의 논의를
심화 확대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이므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널리 활
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3] 경주 김씨 김광휘 가계 전승 고문서의 종류와 수량17)
문서 종류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표, 등본)
첩
완문
망기
명문
고목
의송
간찰
세계도
제문
만문
임야매도문서

수량

문서 종류

36 시문
37
1
3
7
2
1
3
1
13
3
2

장사택일지
혼인관련문서(혼서지,물목,사주 등)
축문서식
가장록
피난기
상소문 모음
묘허비, 묘갈명
서원배위문
취지문
돈청문
관왕관련서적

수량
2
7
6
1
1
1
1
2
1
1
1
2

다음 [표 4]는 밀양의 경주 김씨 가문의 전승 기록물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金範禹와 그의 순교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이다. [표 4]는 김범우집안의 후손이 소장한 기록물들이다.
17) 위의 책, 15쪽 [표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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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들은 김범우 유배 후 후손들의 밀양 이주후의 생활 양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김범우가 밀양 단장으로 유배 온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마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기록물 중에서 천주교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김동
엽이 安東 金氏 一門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천주교의 발전이나 전개
와 관련하여 벌렬 양반가문의 정치적 향방 및 중인계급 출신과의 관계
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천주교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러한 기록
물의 등재는 천주교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연망 및 전근대 근대의 연속
성과 단절성의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4] 김범우 가문의 천주교 관련 간접 기록물18)
번
호
1
2
3
4
5
6
7

문서
종류

연도

발급자 수급자

내 용

김동엽을 통정대부에 제수한다는 교
지
김동엽을 折衝將軍行龍驤衛副護軍
교지 1875. 9 국왕 金東曄
에 제수한다는 교지
김기문을 思陵參奉敍判官七等에 제
교지 1905. 9 국왕 金基文
수한다는 교지
承仕郞 司譯院奉事 김적우(31세)에
준호구 1795 한성부 金績禹
게 발급한 준호구
호구
密陽都護
1854 金東曄
將仕郞 김동엽(61세)의 호구단자
단자
府使
호구
밀양도호
1861 김동엽
將仕郞 김동엽(67세)의 호구단자
단자
부사
밀양도호
호구
1864 김동엽
將仕郞 김동엽(70세)의 호구단자
부사
단자
敎旨

1875. 7

국왕

金東曄

18) 손숙경, 천주교 수용자 중인 김범우의 밀양 유배와 역관 현덕윤 가계의
밀양 이주 그리고 관련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7, 31～32쪽 [표 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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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구
단자

1866

김동엽

밀양도호
將仕郞 김동엽(72세)의 호구단자
부사

9

호구
단자

1870

김동엽

밀양도호
將仕郞 김동엽(76세)의 호구단자
부사

1873

김동엽

10
11

호구
단자
호구
단자

12 호적표

13

서간

14

서간

15

서간

16

서간

17

서간

18

서간

19

서간

20

서간

1876

밀양도호
將仕郞 김동엽(79세)의 호구단자
부사
밀양도호
김동엽
將仕郞 김동엽(82세)의 호구단자
부사

1898

金頴凞 성주군수 광무 2년(1898) 김영희의 호적표

1849
5.18

萊府館專差備官인 척제 진계환이 동
래부사에게 김동엽을 비장전령으로
秦繼煥 김동엽
천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알리
고 있다.

정봉조가 김동엽에게 다시 집사를
鄭鳳朝 김동엽 맡게 된 것에 대한 축하인사와 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진계환이 김동엽에게 보낸 간찰로,
1853(?).
진계환 김동엽 김동엽이 부탁하는 일과 선혜청에
12.14
상납할 돈에 관해 적고 있다.
김동엽이 맏아들의 혼례로 인해 선
혜청에 상납할 돈이 부족하여 역관
1856. 玄學魯 김동엽
현학로에게 부탁하였는데 현학로가
4.22
마련하여 보낸다는 내용이다.
1852.
8.2

1856.
4.25

진계환이 선혜청에 상납할 말양 屯稅
진계환 김동엽 錢 200兩을 김동엽에게 기일내에 납
부해 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校洞大監(金左根) 회갑때 사용될 별
진계환 김동엽 품과 연죽을 11월 보름까지 만들어
보내달라고 적고 있다.
진계환이 부탁한 별품과 연죽을 김동
1857(?).
엽이 11월내로 마련을 못하여 보낼
10.26～ 진계환 김동엽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1867년 10월
11.15
26일 이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857.
10.26

1860.
12.11

진계환이 김동엽에게 보낸 간찰로서
진계환 김동엽 부탁한 倭桶과 風爐, 饌盒이 도착하
지 않았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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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간

1866.
8.3

22

서간

1866.
8.2

23

서간

1869.
4.25

24

서간

25

서간

26

서간

1879.
2.7
1879.
3.4
미상

27

小錄

28

가첩

29

忌日
錄

1840년
1869년
사이로
추정
19세기
말
19세기
중반

30

長生
寶錄

1815년
이후

31

忌日
錄

32 考翌

33

寒喧
劄錄

역관 이본수가 김동엽에게 보낸 것
李本修 김동엽 으로 안부인사와 돈에 관해 묻는 내
용이다.
진계환이 김동엽에게 보낸 간찰로,
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같
진계환 김동엽
은 해 8월 20일 편지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진계환이 校洞大監(金左根)에게 김
동엽의 둔감에 대한 일을 주선하는
진계환 김동엽
때에 교동대감이 죽게 되어 일이 어
렵게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원주에 사는 김우일이라는 사람이
金遇鎰 金某
김모씨에게 보낸 婚簡이다.
김우일이 사돈인 김모씨에게 보낸
金遇鎰 金某
답장이다.
진계환이 김동엽에게 보낸 간찰이
진계환 김동엽
다.
미상

김동엽

金東曄
미상

미상

1905년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830년

미상

미상

밀양 둔답의 관리를 김동엽에게 맡
길 것을 주선하는 내용의 小錄
김동엽 가문의 가첩으로, 김동엽이
썼을 것으로 추정됨
國忌와 忌日을 기록해 놓은 문서로,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어 적혀 있다.
이 장생보록은 앞면과 윗면으로 나
뉘어 적혀 있는데, 형태는 병풍처럼
되어 있다. 김동엽의 7대조부터 김
동엽의 어머니까지의 기일을 기록하
고 있다.
김범우부터 김영희까지의 기일을 기
록해 놓은 문서.
왕과 왕후의 誕日과 기일이 적혀 있
으며, 김범우 집안의 기일과 생일도
기록되어 있다
1월부터 12월 까지 월, 일을 기록하
여 국왕의 탄신일과 기일, 김범우 가
계의 기일과 생일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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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동래 현덕윤 역관가계의 후손이 소장한 기록물들인데, 김범

우의 밀양 유배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동래 현덕윤 역관가계에서 전승된 기록물 또한 김범우와 관련된 간접
기록물로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선후기 천주교를 수용한 역관들의 연망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왜관이 위치한 동래 지역에 파견된 역관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표 5] 현덕윤 후손 중 밀양 거주 부류들의 전승 기록물19)
문서 종류
호구 자료
(준호구, 호구단자)
碑文 拓本
敎旨

발급자

수급자
고령 신씨(준호구 1점),
동래부
현시복(호구단자 2점)
과녀 현씨(호구단자 1점),
밀양
현영철(호구단자 9점)
한성부
현성손(현시철, 준호구 1점)
현한일(현태순 작성) 및 현덕윤의 묘비 탁본
예조
현한일(1점)
예조
현덕윤(1점)
예조

己丑年七月公作米掌記 동래부사

수량

14

2
4

현태익(2점)
훈도 현태익

1

關文

동래부사

현태익

1

詩文

현태순

현태익

1

司譯院 生徒帖

사역원

현성손(현시철)

1

현재운

1

현희운을 포함한 세 사람의 명단

1

辦出所 발급 문서 *零本 辦出所
名單 *零本

미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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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에 대해 조사-정리한 1차적
인 자료집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용과 인력 등이 필수적으
로 보완되어야만 가능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언양 일
원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이 보존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
이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작업은 언양 지
역과 천주교와의 논의를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콘텐츠 작업의 기반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기록문화의 실용성을 더욱 확대시켜 단지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용
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창출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
방안으로써,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기
전단계로서 언양 지역 기록물이 현재 보존된 경위 및 소장자와 이것의
활용 정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오프 라인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이러한
기록물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기본이 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인력보충에 대한 문제도 제언하였다.
먼저 언양 지역 천주교 기록물이 조사-수집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천주교 수용 및 신앙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전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다행스럽게 그 흔적들의 추적이 가능하여 천주교 신앙과 관련
된 기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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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 성당에서 보관하던 기록물과 언양 지역 각 가문에서 전승되는 귀
중한 고문서 기록물들이 찾아졌다. 그리하여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위
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복원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천주교와 관련
한 유물 등도 발굴되었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초기 한국천주교 수용 시기와 수용 형태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물들이 조사 발굴된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언
양 지역 천주교 관련 구전의 내용을 비정할 수 있는 전거를 마련해 주
었으며, 이 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수용자들의 모습과 형태를 밝혀 주었
다. 특히 근현대 언양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전통시대 이후에도 이어
지는 천주교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천주교회사의 경계
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로 그 논의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언양 일원인 밀양, 동래 지역 천
주교와의 연관성을 논의할 수 있어 한국천주교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밝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언양의 천주교 관련 기록물들을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 같이 소중한 기
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홀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천주
교의 중요한 기록물들의 소실을 방지할 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를 비롯
하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천주교 기록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 편리한 기록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양을 비롯하여 밀양, 동래 지역의 기록물들에 대한 정리의 1
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인쇄본 형태의 자료집 간행은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
행되어야 한다.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전통시대와 근현대
의 기존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천주교 관
련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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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주교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확산시키기를 기대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국사편찬위원회나 장서각에 소장된 개인 고
문서의 경우에도 한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인
지되어 이것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공공 기록물(public records)의 영
역으로 구축되었다. 동일한 의미에서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은
단지 천주교 신앙인의 역사가 아닌 한국의 전통과 근대를 보여주는 ‘공
공기록물’로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언양 지역 천주교 기록물의 소중함과 이에 따른
보존․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를 계기
로 언양 지역 천주교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서 그 소중함을 인
식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자를 비롯
한 ‘언양 성당’ 그리고 언양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천주교 관련 기록물
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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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s for Building Records and
Digital Archives Related to Catholic
Church in Unyang and Vicinity
Son, Suk-Kyung
This study is a suggestion to build up digital archive of Catholic
records, centrically Unyang church, for one way to preserve and use
records about Unyang’ Catholic records. Up to now, this research
launched to make using records related to Unyang’s Catholic easy.
So, we started to discuss works for conversing source book of
Unyang, Milyang and Dongnae’s Catholic researches into digital
archive.
To do such a work, in this study we observed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eserving Unyang Catholic records, and then we
examined means and value of various records, such as old
documents. So, we suggested the needs of building archive by
revealing that this kinds of records are valuable for revealing shape
of this local’s Catholic embrace by comparing records and oral
tradition of shape of Unyang’s Catholic embrace. Furthermore we
suggest budget support and man power supply for building digital
archive, which is base of providing these records through onl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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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atholic records of Unyang is not just important as history
of Catholic believers, but also important for public records which
show tradition and modern of Korea. And we have to make Unyang
Church the place of memory by identifying needs to build archive
related to original records of tradition and modern-comtemporary
era. And we hope spreading other discussions about local Catholic
by using this.
Taking this opportunity, We want people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Unyang’s Catholic records as a ‘public records’ and
we look for start of discussion for building archive based on
Unyang Church and Unyang local society.
Key Words : Unyang, Catholic Church, public records, Unyang’s
Catholic records, digital arch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