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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식민지기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에 주목하여 청년회 조직의 결
성과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조직의 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는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조직을 통해 이 시기 가톨릭 청년회의 역할과 의미
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20년대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를 분석하여
식민지기 가톨릭청년회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1922년에 결성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장례와 물산장려가 목적이었
다. 언양 본당 설립 4년 전에 주변부 지역인 언양에서 가톨릭 청년회가 비교적 빨
리 결성되는 배경에는 천주교 수용초기부터 이어져 온 많은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회원의 자격, 임원, 구성, 회비
등 가톨릭 청년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 목적 중 하나로 장례가 포함된 것은 천주교의 장
례절차가 전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 시기 가톨릭
청년회 조직의 목적 중 하나인 선교와도 일치하였다. 언양의 천주공교청년회는
장의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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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의 또 다른 목적인 물산장려는 1920년대 사회
주의 운동에 대응하여 전개된 당시 우파 지식인의 대표적 문화운동인 물산장려운
동의 흐름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은 경남지역에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서 가톨릭 청년운동이 3.1운동 이후 지식인의 문화운동에 조응한 실례를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본당 건립 및 교회 내 활동에도 중추적 역
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와 물산장려의 청년회 설립 목적에 따라 대외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3.1운동 이후 많은 청년단체가 결성되는데 이러한
흐름에 천주교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도 이러한 시
대적 분위기에 조응하여 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22년 결성된 ‘언양지방천
주공교청년회’는 1920년대 청년운동사를 밝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언양,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葬儀, 물산장려, 청년, 청년운동, 가톨
릭청년회

Ⅰ. 머리말
1922년 언양지역에 천주공교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현재 울산시 울주군에
속한 언양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조선에 천주교가 수용된 초기
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들이 존재하였고 많은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다.1) 이러한 배경은 천주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종식된 이후
인 식민지기에도 ‘언양지방천주공교청년회’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 ‘언양천주
공교부인회’등의 신앙공동체 조직이 결성되는 기반으로 이어졌다.
식민지기의 이러한 천주교 조직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언
양의 천주공교청년회가 1927년 언양본당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결성된 점
은 주목된다. 1920년대 ‘청년’은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1) 언양지역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참조된다.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언양 지역의 사례 연구－｣,
역사와 경계24, 부산경남사학회, 1998; 손숙경, 이훈상, 조선후기 언양의 향반 창녕 성씨 가문
과 천주교 수용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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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지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교육을 받은 시대
의 주체로 낡은 과거의 상징인 ‘노인’과 대비되는 문화적 표상이었다. 이에 따
라 1920년대 각 지역에서 ‘청년’이 전개한 청년운동은 과거 전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를 형성하는 내용들로 구성되
었다.2) 1922년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은 이러한 1920년대 청년운
동에 조응하여 언양지역에서도 가톨릭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1운동 이후 개신교 진영이 시대의 주체로서 ‘청년’을 호명하는데 앞장서
면서, 각 지역의 청년회 결성 및 청년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또 이에 대한 연구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3) 이에 비해
각 지역에 결성된 가톨릭 청년회와 이들이 전개한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4) 이런 점에서 葬儀와 물산장려의 뚜렷한 목적을 내걸고
결성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지역 가톨릭 청년
회의 조직과 가톨릭 청년운동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로서 큰 의
미가 있다.
사실 본당 차원에서 가톨릭 청년회의 결성은 일찍 시작되었다. 경성교구의

2) 한말 식민지기 청년은 오늘날과 같은 연령적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위치
를 확보하였다. 근대의 주체로서의 ‘청년’과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근대를 연구하는 과정
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근대 주체로서 ‘청년’ 개념에 대해 문학 연구자들이 처음 주
목하였으며, 이후 역사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이후 국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청년’ 개념과 청년운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木村直惠, 靑年の誕生: 明治日本における政治的實踐の轉換,
新曜社, 1998. 北村三子, 靑年と近代: 靑年と靑年をめぐる言說系譜學, 世織書房, 1988. 和崎光
太郞, 明治の青年: 立志·修養·煩悶, ミネルヴァ書房, 2017. 김종식, 근대 일본청년상의 구축,
선인, 2007; 이경훈, ｢오빠의 탄생: 식민지 시대 청년의 궤적｣,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 문학의 풍
속사, 문학과 지성사, 2003;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
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3) 식민지기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으므로 식민지기 청년집단과 청년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종교계, 그리고 지방의
청년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러한 청년운동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의 글은 청년운동 연구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규태, ｢일제강점기 청년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와 교육22, 2016.
4) 식민지기 가톨릭 청년운동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는 다음이 참조된다. 이 중 양인성의 연구는 경성
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에 주목하여 이 시기 가톨릭청년운동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된다. 안홍균,
｢한국 가톨릭청년운동의 약사｣, 연합회보, 명동천주교회 청년단체연합회, 1984, 31~35쪽; 최석
우, ｢가톨릭청년운동｣, 京鄕雜誌 1444, 1988, 7, 92~95쪽; 양인성, ｢京城敎區 天主敎靑年聯合會
硏究｣, 교회사연구 2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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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이미 1900년 이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후 1920년대
들어서 한국천주교회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청년활동을 전개하기 위
하여 본당 중심의 청년회를 교구 차원에서 통합하여 1922년에는 ‘경성교구 천
주교청년회연합회’, 1924년에는 대구교구에서 ‘남방 천주교 청년회’를 결성하
였다. 가톨릭 청년회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러한 연합회에 초점을 두어 다루었
고, 특히 1920년대 이후 전개된 가톨릭 운동과 관련하여 가톨릭 청년회를 언
급한 정도에 불과하다.5)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양지역의 천주공교 청년회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회 조
직의 결성과 활동 사항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결성된 가톨
릭 청년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언양지
역 가톨릭 청년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조직된 가톨릭 청년회의 목적과 활동
을 살펴보는 이 작업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가톨릭 청년회의 역할
과 의미를 새롭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언양성당에는 식민지기 언양지방의 천주교회의 조직과 관련한 문서가
전승되고 있다.6) 이 기록물 가운데 천주공교청년회의 조직과 회의록을 기록
한 천주공교언양청년회서류철은 언양청년회의 조직 목적과 규칙, 활동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이들 자료는 지역의 천주교청년회
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는데 유익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식민지기 가톨
릭 청년회의 결성 목적과 활동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1886~1986, 대건출판사, 1986, 251~252쪽.; 김진소,
천주교전주교구사, 천주교전주교구, 1998, 819~821쪽.; 김수태,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
운동｣, 교회사연구 19, 2002; 양인성, 위의 논문; 백병근,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 연
구｣, 교회사연구32, 2009, 119~133쪽;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소년≫의 발간과 운영｣, 교
회사연구33, 2009; 백병근, ｢일제시기 한국교회의 소년단체 설립과 소년운동－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36, 2011.
6) 언양 성당에는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와 언양지역 공소 및 공소회장들의 역할 등을 알 수 있는 귀중
한 기록물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손
숙경, ｢언양 일원 천주교 관련 기록물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석당논총70, 2018.

114

석당논총 74집

Ⅱ. 1922년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
1.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목적과 그 의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2년에 언양지역에 가톨릭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이 청년회의 결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기록물에는 언양 지역에서 결성된
가톨릭 청년단체를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라고 명명하고 있다.7)1922년
언양은 부산진본당에 속해 있었으며 대구대목구 관할이었다. 대구대목구 산
하에 1910년경부터 청년회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8) 현재 청년회 조직의
구체적인 자료와 그 실체가 확인되는 것은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이다.
더욱이 이것은 언양본당 설립 4년 전에 천주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단
체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주변부 지역인 언양에서 이러한 평신도 조직들이 비
교적 빨리 결성되는 것은 천주교 수용초기부터 이후 이어져 온 많은 신앙공동
체의 형성과도 연관된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회가 결성되었지
만, 그 창립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드물다. 그런데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결성 목적을 청년회의 ｢규칙서｣라는 기록물에 분명히 제
시하였는데, 그것은 장례사업[葬儀]과 물산장려 두 가지이다. 이제까지 알려
진 바로 1900년대부터 창립된 경성교구에 속한 천주교 청년회의 주된 활동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9) 대구대목구 산하의 청년회의 목적도 신
앙교육과 자선사업, 선교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0) 이런 점에서 장의와

7) 天主公敎彦陽靑年會書類綴, 1923년~1927년.
8) 대구대목구 산하 가톨릭청년회 조직의 발족과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언양
지역과 같이 ‘천주공교청년회’ 조직만을 담고 있는 별도의 기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대목
구 산하 가톨릭 청년회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대구대교구 100년사 편찬위원회, 은
총과 사랑의 자취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2, 124~126쪽.
한편 경성교구의 약현청년회의 경우 1922년 청년회 규약과 사항들을 새롭게 정리한 규칙이 남아
있어 청년회 조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약현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약현 본당 백
년사(1891~1991), 천주교 중림동 교회, 1991, 70~74쪽. 그렇지만 각 지역에 조직된 가톨릭 청년회
조직의 규칙과 회의록 등 구체적인 기록물이 현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점에서 언양지역의 가
톨릭 청년회 관련 기록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양인성, 앞의 논문, 33~36쪽.
10) 대구대교구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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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장려를 그 결성 목적으로 뚜렷이 제시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3.1
운동 이후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시대의 주체로서 가톨릭 청년단체의 역
할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 목적 가운데 우선 葬儀는 조선시대 주자
가례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관혼상제 의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청년회
가 ‘장의’를 청년회 창건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구래 전통적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청년’은 근대 교육을 이수 받은 시대의 주
체로서 말해지는 문화적 표상으로써, 이들은 낡은 과거와 대비되는 상징체였
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청년’이 전개한 청년운동은 과거 전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를 형성하는 내용들로 구성되
었다. 따라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 목적에서 내세워진 ‘장의’는
역설적으로 전통과의 결별을 표상하는 가톨릭 ‘청년’이 공동체의 전통을 계
승·보존하여 공동체를 새롭게 운영하는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흥
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천주교의 장례절차가 전교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사실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천주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무료로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게 하여 장례식이 끝난 이후 이 예식에 감명 받은 사람들이 입교
하는 경우가 많아 선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드망즈
(Florian Jean Demange, 安世華, 1875~1938) 주교가 대구대목구 공문 제23호
를 통해 소개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상숭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적
장례식이 비신자들에게 가장 힘 있는 전교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엄한 장례
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때마다 몇몇 예비신자들에게 가장 힘 있는 전교방법이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신자들의 장례식에 참례하고는 천주교를 믿겠다고 스스
로 결정하고 있다.11)

이같은 천주교인들의 장례 봉사활동은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천주
11)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초대교구장(1911-1938) 안세화주교공문집, 대구대교구설정
100주년 기초자료집3, 영남교회사연구소, 2003,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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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선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12) 장례 봉사활동은 연령회에서 담당하
였고 천주교 신자들 뿐 아니라 극빈자들의 장례를 돕는 것도 연령회 사업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신자 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교의
방법이 되고 있었다. 식민지기 언양지역 천주교회에서는 청년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가톨릭 청년회가 조직되는 목적 중 하나
인 선교와도 일치하므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의 또 다른 목적인 물산장려는 1920년대 사
회주의 운동에 대응하여 전개된 당시 우파 지식인의 대표적 문화운동인 물산
장려운동의 흐름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물산장려운동은
식민지 조선의 토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조선의 富力을 증진할 수 있다는 3.1운
동 이후 우파 지식인들의 식민지 조선의 독립에 대한 구상이 잘 반영된 사회
운동이다. 이것은 즉각적인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 지식인
들의 구상과 달리 교육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
다 급선무라는 이른바 실력양성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13)
이러한 우파 지식인 주도의 물산장려운동은 메리야스 공업과 같은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북쪽 지역에서 조만식이 총무로 있던 평양 YMCA의 개신교
계 계열을 중심으로 발흥되었다.14) 이렇듯 처음 평양에서 발단된 물산장려운

12) 로베르 신부의 ‘1884~1885년도 경상북도 사목보고서’에도 천주교식 장례는 비신자들을 선교하는
데 강력한 촉진제라고 하였다. 영남교회사연구소,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신부 서한집1,
대건인쇄출판사, 1995, 24쪽.
13)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체제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
를 거두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했던 지식인들이 이후 독립의 방법을
두고 좌·우파로 분열되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3.1운동 이후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즉각적 독립
을 주장한 좌파 지식인과 달리 우파 지식인을 일컫는 용어는 실력양성주의자·타협적 민족주의
자·민족주의 우파 지식인·문화적 민족주의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우파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펼친 문화운동 가운데 대표적 두 가지가 바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건립운동이다. 우파
지식인들이 펼친 문화운동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이 참조된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167~304쪽. M. 로빈슨 저·김민환 譯, 일
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1990.
14) 남쪽 지역의 경우는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주식회사를 경영한 김성수와 같은 신흥부르주아지가
초창기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식민지기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중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의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한 논의 중 몇 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기중, ｢1920·19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 국사관논총67, 1996;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258~262쪽; 김권정, ｢1920~30년대 조만
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47, 2006; 박용규, ｢평양 산정현교회와 조선물산장
려운동｣,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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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조직체인 평양물산장려회는 평양기독청년회·평양청년회 등의 청년단
체, 개신교 재단 부설학교 출신자 등으로 개신교 교회조직이 중심이 되었
다.15) 즉 3.1운동 이후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에는 종교단체인 개신교와 천도
교, 특히 개신교 계열이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16) 그런데 1920년대 초반 물
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던 이 같은 식민지 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가톨릭계의
동참 여부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언양과 같은 주변부 지역
에서의 구체적 동향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물산장려운동은 언양 뿐 아니라 가톨릭 청년회의 이 시기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923년 대대적으로 전개된 물산장려 선
전행렬에 평양천주교청년회가 참가하여 ｢조선물산장려선전가｣란 창가를 만
들어 회원들이 가곡으로 부르며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던 것이다.17)
이같이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의 목적은 언양 지역에서 물산장려운
동이 가톨릭 청년회 결성 및 가톨릭 청년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
을 알려준다.
한편 3.1운동 이후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여 언양 지역에서도 각종 청년회가
조직되었고, 이 같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전개된 양상이 확인된
다. 1922년 가톨릭 청년단체인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가 결성되기 이전
언양 지역에 처음 조직된 청년단체는 ‘慶南彦陽靑年會’였다. 경남언양청년회
가 1919년 3.1운동 이후 결성되었다고는 하나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 것은
1921년 하반기부터였다.18)
경남언양청년회는 1921년 여름과 겨울 두 번의 농촌휴가를 이용하여 신문
화 운동의 보급에 앞장섰고 지방순회강연도 개최하였다. 또 신파극연예단을
조직하여 순회강연도 하였고, 이후 음력 정월 15일 16일 양일간 개최한 공연
수익금을 노동야학회에 기증하기도 하였다.19) 나아가 1924년에는 경남언양
15) 평양물산장려회 발기인들의 개신교 조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이 참조된다.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역사비평사, 1995,
291~295쪽.
16) 물산장려운동에서 개신교 종교 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박용규, 앞의 논문이 참조된다.
17) 동아일보 1923년 2월 21일, ｢물산장려선전｣
18) ｢彦陽靑年會藝劇｣, 동아일보 1921년 12월 25일.
19) 3.1운동 이후 처음 언양지역에서 창건된 경남언양청년회를 비롯하여 시대청년회 등과 같은 청년
단체의 결성과 활동, 그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김승,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
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28·29합집, 2005. 3쪽, 9쪽. 한편 1924년 결성된 상남하북시대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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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가 주도하여 부인야학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운동을 전개
하였다.20)
그럼에도 이 시기 경남언양청년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알 수 있는 단체의 기
록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이 청년단체와 물산장려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3.1운동 이후 언양지역에서 조직된 다양한
청년단체 가운데, 청년단체와 물산장려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기록물을 통
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주목되는 사실은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가 ‘1922년’ 물산장려를 이
조직의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1923년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되어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가장 활발히 전개되기 이전에 언양
에서 앞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듯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은 경남지역에서 전개된 물산장려
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가톨릭 청년운동이 3.1운동 이후
지식인의 문화운동에 조응한 실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2.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자격과 활동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 회원의 자격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천주
공교언양청년회서류철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의 자격은 천주교인이며 告解者로 50세까지로 정하였다. 이것은 회원
의 자격이 되는 가톨릭 ‘청년’이 오늘과 같은 연령적 의미의 청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가톨릭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회에는 천도교계 지역엘리트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언양지역 청년운동과 천도교와의 연관성
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정계향,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舊언양郡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87, 2013, 132~135쪽.
20) ｢靑年其他集會｣, 동아일보 1924년 1월 21일. 언양청년회가 1919년 3.1운동 즈음 창립되어
1926년경 그 활동이 침잠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彦陽靑年會도 또한 己未
運動의 餘勢로 創立되여 地方運動의 中心이 되여써 많은 貢獻을 끼지고 또한 靑總에 加盟까지 되
었으니 近日에 와서는 萎靡不振하여 休息狀態에 빠져서 熱한 靑年運動家의 挽回復興의 손을 기
다린다한다” ｢巡廻探訪 (67) 蔚山地方大觀 (2)｣, 동아일보 19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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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간사 5인을 두었다. 임
원의 선거는 회장과 총무는 투표하여 선출하였고, 서기와 간사는 회장이 구두
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각 임원들의 역할을 보면 회장은 본회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총무는 회
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생길 때 회장을 대리하고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담당하였다. 서기는 청년회의 제반 일에 대해 글을 써서 정리하는 일을 담담
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간사를 두었는데, 각 공소회장이 간사가 되어 자신
의 공소 내에서 교인과 외교인을 막론하고 喪을 당하면 그 일의 처리를 맡았
다. 구체적으로 간사 자신의 공소에서 상이 났을 때 다른 공소 간사에게 그날
바로 부고를 알리며 부음을 받은 간사는 각 회원을 지휘하였다. 이러한 사실
은 언양 천주교 청년회가 그 결성 목적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장의를 중점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회 회원들은 이 회를 발전시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처음 회원으로 입회하는 사람들은 입회금 1원씩을 내었다. 그리고 회원
들에게 장의 및 물산장려와 관련한 조항을 두었는데 장의는 ‘회원의 책임’이라
는 항목으로 4개의 조항을 두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물산장려
는 ‘회원의 책임’ 항목에 두지 않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회원은 의식과 日用
使物 등을 가급적 우리 토산물로써 專用하라는 하나의 조항만을 제시하고 있
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양 천주공교 청년회는 장의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회
회원들은 회원의 부음을 받고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할 때에는 벌금 1원씩을 내
었다. 이것을 담당 구역의 간사가 거두어서 총무가 보관하였으며, 천주교회의
禮規대로 장례 예식을 치르고 出喪 전날 오전 9시에 상가로 모였다. 이때 시간
을 준수하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스스로 각자의 식사를 휴대하고 장
례에 참석하였다. 또한 喪輿는 한 대를 매입하여 상을 당한 공소의 간사가 보
관하다가 다른 공소의 葬儀때 보관한 공소에서 보냈다. 이렇듯 상여도 마련하
는 등 장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책임지며 회원 모두가 참여하였다.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의 회비는 처음에는 매월 3전씩이었는데, 1926년 9
월부터는 매월 5전씩 내기로 1925년 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청년회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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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며 개최일은 ‘성모몽소승천일’로 하고 장소는 순정공소
로 정하였다.21) 정기적인 총회 외에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하였
다. 임시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고 발생지역으로 모이는 것이었
다. 그리고 회원의 1/4 이상이 결의할 경우 회의가 개회되었다. 언양을 떠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없어졌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선출된 현재 알 수 있
는 1926년 청년회의 임원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926년 언양지방천주공교청년회 임원명단
연도(년월일)

1926.10.10

회장

박정탁
(베드로)

부회장

한운필
(다두)

서기

간사

평의원

최무양
(말시알)

김일선(시리노, 살티)
김진수(야고보, 순정)
박영조(로렌조, 송대)
김영건(바오로, 언양)
허재복(라파엘, 가천)

이귀동(바오로, 살티)
최무양(말시알, 순정)
박우양(가브리엘, 송대)
한운필(다두, 언양)
허 찬(베드로, 가천)

청년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간사, 평의원 등을 두었다. 1926년의
청년회 임원들은 대부분 언양지역에서 1928년에 창립된 ‘언양지방천주공교협
회’의 임원들이다. 평의원인 송대회장 박우양(가브리엘)은 선필 회장 김문익
(안드레아)과 함께 열성과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1902년에 18원이
란 소액으로 24년 후에는 2,400여원이라는 거액으로 증가시켜 이 금액으로
1926년에 현재 본당인 송대에 기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신부를 맞이하여 본당
설립 준비를 완성한 주역들이었다.22)
21) ‘성모몽소승천일’은 현재 ‘성모승천대축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은
총을 받은 것을 경축하는 대축일이며, 그 날짜는 8월 15일이다. 순정공소는 현재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해 있다.
22) 언양본당 설립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금번 언양지방 성당 낙성에 제하야 지방교회의 연혁과 현재 발전상황을 소개하려 한다. 언양지방
은 40년전부터 부산지방에 속하여 해지방의 혜택을 다대히 밧어 왓섯다. 그러나 40년 이래 이 지
방의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언제든지 이 지방이 분리 독입(독립)하리라는 추측을 가지고 잇슨(있
은) 것은 사실이다. 38년 전부터 언양지방에도 신부를 뫼시기 위하여 지방찬조기성회를 조직하고
다소 기본금을 적립하여 윤산(潤産)을 계획하엿섯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도에 적지 안흔 실
패를 당하야 잔존한 금액이 겨우 18원에 불과케 되었섯다. 유지 제씨는 이런 환경에도 낙심치 안
코 더욱 분발하야 특히 열성과 신망이 유한 언양회장 박갑열 우양(遇陽)씨와 선필(善弼) 회장 김
안드레아 문익(文益)씨를 선택하여 위원을 삼고 사업계획을 위임하엿섯다. 양씨는 자기의 열렬한
성의로 진력하엿던 바 18원이라는 소액도 24년 후에는 2,400여원이라는 거액으로 증가케 되엿다.
이런 금액으로 1926년에 현재 본당인 송태(宋台)에 기지와 건물을 매수하야 신부를 뫼
실만한 준비를 완성하엿섯다. (하략) 경향잡지30권 제843호, 영인본,193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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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무단통치가 실시되었던 한일병합 초기 18원의 적은 소액으로 시작
하여, 2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천배 이상의 이식을 불렸다는 사실은 매우 놀
라우며, 이러한 재정의 확충이 언양 지역 천주교 교세의 확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양 지역에는 1927년 5월 14일 초대본
당 보드뱅(Beaudevin, 정도평)신부가 부임함으로써 부산교구에서 두 번째로
본당이 설립되었다.23) 박우양은 1926년에는 청년회의 평의원이었는데 1928
년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가 창립될 때부터 4년간 회장을 맡았다.24) 이렇듯
언양지역의 본당 설립 등 언양지역 천주교와 관련하여 청년회 등의 평신도 조
직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언양본당에 6대 주임 이성만(이냐시오) 신부 때인 1948년 1월 6일
부터 3일간 청년회 피정신공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사상의 혼란 속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었으며 그 성과도 훌륭하였다. 청년회 피정신공에 대하여 아
래의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언양지방 청년회 피정
언양지방 하선필 공소에서는 인근 공소 청년까지 60여 명을 소집하여 거(지난)
1월 6일부터 3일간 피정 신공을 행하였다는 바 특히 본당 이냐시오 이 신부의 ‘예
수 성심과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께 대한 뜨거운 강론과 경주읍 안 신부의 “우리
는 치명복자의 후손들이다. 치명자의 피를 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크다!”라는 열열
한 강론은 청중의 가슴 녹여 제1착으로 모두 극빈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에 가입하고, 제2착으로는 신학생 1인의 학비를 부담하리라 한다.
특히 현금같은 사상계의 혼난기에 청년들의 피정은 유익하기보다도 필요
한 것으로서 각지에서도 이런 표양을 따라야 할 것이다.25)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피정과 관련된 위의 기록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톨릭 ‘청년’과 청년회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앞서 언

23) 에밀 보드뱅(Emile Beaudevin) 정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922년 서품을 받고 1926년
한국에 입국하여 그해 12월 5일 드망즈 주교에 의해 언양본당에 내정되었고, 그 다음해인 1927년
4월 4일 언양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을 받아 5월 14일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24) 손숙경,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연구52, 2018. 253~254쪽.
25) ｢경향잡지 영인본｣42권, 995호, 194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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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듯이 1920년대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가 처음 결성될 당시 가톨릭 청
년들은 장례와 물산장려를 그 목적으로 회합하였다. 장의는 1920년대 언양지
역 공동체에서 운영되던 장례 전통의 원리를 가톨릭 청년회가 지역의 주체자
로서 계승했다는 의미일 것이다.26) 또 물산장려는 문화통치 아래 대표적 문화
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의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식
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미군정기라는 새로운 혼돈의 시대에 있었던 1948년,
시대의 주체로서 가톨릭 ‘청년’ 회원이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에도 가입하고 신
학생의 학비를 부담 하는 등 교회의 제반 사항 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톨릭 ‘청년’과 청년회의 역할과 임무
또한 이에 조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Ⅲ. 1920년대 언양지역 가톨릭 청년회 결성의 의미
3.1운동 이후 각종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청년 단체의 종류와 숫
자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은 당시 ‘청년’이 시대의 주체로
서 문화적 아이콘이었던 데에 있을 것이다. 각종 청년단체가 주도한 청년운동
은 일정한 성과를 내었고, 이러한 사회 흐름에 천주교회 또한 적극적으로 대
응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회 안에서도 청년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언
양의 천주교 청년회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조응하여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도에 위치한 언양은 1920년대 부산진본당에 속
해 있었고, 부산진본당은 대구교구 관할이었다.27) 대구교구 관할에서 청년회
가 처음 결성된 것은 대구지역이었던 것 같다.28) 따라서 1922년 결성된 ‘언양

26) 여기에서 말하는 가톨릭 청년회가 지역의 주체자라는 것은 개신교와 천도교 모두 아울러서 가톨
릭 청년이 이를 대표하는 주체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개신교 청년회, 천도교 청년회도 모두 주체
자이고 시대의 주체자, 지역의 주체자 행위자로 행동했다는 의미이다. 즉 각종 청년회의 ‘청년’들
자체가 자신들을 시대의 주체자로 여겼다는 의미인 것이다.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
한 지적이 있어 덧붙인다.
27) 1911년에 조선대목구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분리하여 대구대목구로 설정하였고, 그 외 지역은 경
성대목구로 개칭하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72·73합본, 1981, 2쪽.
28) 대구교구 설정 이전에 평신도사도직 단체로 유일하게 명도회가 있었다. 명도회의 회원들은 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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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보다 훨씬 이전인 1910년경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
다.
1911년 대구에 부임한 드망즈 주교는 첫 사목방문에 대한 공문을 내면서 가
톨릭 청년회를 조직해야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는데, 무엇보다 여기에서 천
주교의 청년회 결성이 개신교 청년회를 의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의 ‘그리스도교 청년회’와 같이 출중한 남성 신자들로 회를 구성하여 본
부를 교구본부에 두고, 주교의 지휘하에 전 교구 안에 지부를 두고 그 지부는 각
신부님들의 지도 아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29)

또한 드망즈 주교는 독립된 청년회관으로 명도회관을 신축하여 체육실, 교
리교육실, 오락실 등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는
바람직한 조직 활동이었다.30) 또한 창설 초기부터 월례회 때 환등기를 이용한
영상물을 상영하여 청년 교우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31)
드망즈 주교는 이후 대구 교구 관할 각 지방에 가톨릭 청년회의 지회를 설
치키로 하였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구 내의 모든 본당에 실행되지
못했다.32) 주목되는 사실은 대구교구의 가톨릭 청년회 역할을 하였던 ‘南方천
주공교 명도회’가 1924년에 ‘남방천주교 청년회’로 개칭을 시도한 점이다. 이
것은 3.1운동 이후 시대의 주체로 부상된 ‘청년’을 의식함과 동시에 또 당시 활
발히 전개되고 있던 청년운동의 흐름에 천주교회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
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이 실제 청년회 조직과 같은 명도회 이외에도 대구교구에서는 가톨릭

년층이 주축을 이루었으므로 드망즈 주교는 그 명칭은 존속시키며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서 청
년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명도회는 청년회로 바뀌어 1912년 6월 20일 재발족하면서
‘조선남방천주공교명도회’라 명명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1920년 12월 20일 기존의 해성체
육단이 교회발전을 목적으로 해성청년회라는 새 명칭으로 재출범하였다. 이후 1921년 남방천주
공교명도회와 해성청년회가 합쳐 남방천주공교명도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1924년 남방천주공교
명도회를 남방천주공교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였다(대구대교구 100년
사 편찬위원회, 은총과 사랑의 자취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천주교 대구대교
구, 2012, 894~898쪽). 따라서 이것이 대구교구 산하의 가톨릭 청년회인 것으로 여겨진다.
29) 안세화주교 공문집, 20쪽.
30) 김진소, 앞의 책, 820쪽.
31) 대구대교구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6쪽.
32) 김진소, 앞의 책, 820쪽.

124

석당논총 74집

청년운동을 전개하고자 1920년 12월 5일 교회 발전을 목적으로 교회내의 중
노장년을 비롯, 청년들을 총망라하여 해성청년회를 창립하였다. 부서로는 총
무부, 재무부, 전교부, 교육부, 체육부를 두었다. 또 당시 대구교구에 속했던
전주에서 청년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21년 전주 본당 해성청년회였다.33)
전주교구가 설립되기 이전의 전주 본당 청년회는 대구교구 해성청년회의 지
부격이었다. 이 청년회는 1928년 재설립되어 1929년 8월 3일 1주년 정기총회
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전
주 본당의 청년회 조직은 총재, 회장, 부회장, 간사, 교육부, 체육부, 사교(섭
외)부, 재무부, 소년부, 학예부, 전교부 등으로 구성되었다.34)
당시 같은 대구교구 관할의 전주 본당 청년회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확인되
는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서기, 간사, 평의원 등이다.
같은 대구교구에 속해 있지만 언양은 전주에 비해 아직 본당이 설립되기 전이
며 부산진본당이 관할하는 지역이라 본당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가 조
직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본당의 청년회 명칭은 해성청년회
로 대구교구의 지부격인 해성청년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비해 언
양은 해성청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대구교구의 지부로서 청년회가 결성된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언양 지역에서 본당이 설립되기 이전에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가
결성되어 본당의 청년회 조직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각 지역의 본당에 이렇듯 청년회가 조직되면서 청년회는 본당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교회운영을 사실상 끌어왔다. 교회의 모든 언론들은 청년회의 역할
과 사명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교회 기관 가운데 청년회만큼 성교회의 발전상 중요한 책임을 가진 것은 없나
니, 우리 성교회라는 한 사회에 있어서 중심되는 물건이요 또한 외부와 관계를 맺
는 대표적 기관인 까닭이다.’35)

33) 1921년 드망즈 주교는 전주본당 청년회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라크루 신부
의 (전주) 본당 젊은이들은 매주 조를 편성하여 천주교를 알리기 위해 외교인들을 방문하고 있
다”(교구연보, 1921년도 보고서, 97쪽. 이후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1928년 8월 초 본당 신부인
라크루 신부가 이 청년회를 재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소, 앞의 책, 820쪽.
34) 김진소, 앞의 책, 820쪽.
35) 천주교회보 40호, 1930년 7월 1일,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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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청년회는 본당의 사도직 단체 중 가장 중요한 단체로 활동하였다.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도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 공소에서 발생한 일을 알려주면 청년회에서 일반교우에게
알리는 일과 본당 신부를 배웅하고 맞아들이는 일 등을 맡아 하였다. 또한 청
년회의 재정으로 회원들에게 식리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도회
지가 아닌 시골 본당 혹은 교세가 약한 본당에서는 청년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해진 점을 고려할 때,36) 주변부 지역에 위치한 언양 가톨릭청년회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본당 건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본당 설립 이후 본당의 청년단체로서 청년회 조직이 결성되
었다면, 언양지역은 이 先後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적일 것이다. 이에 따
라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본당 건립 및 교회 내 활동에도 중추적 역할
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와 물산장려의 청년회 설립 목적에 따라 대외 활동
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와 같이 교회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실례
는 경성교구 관할인 종현청년회와 약현청년회에서도 찾아진다. 두 청년회는
1922년 7월부터 경성교구가 현금으로 내던 공소전 제도를 쌀로 내는 공미전
제도로 바꾸자 청년회에서 공미운동을 전개하여 제도 홍보와 함께 교회의 교
화사업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미
운동 과정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재정이 어려운 본당 학교를 유지하는 데 유용
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37) 이러한 교회내의 활동과 함께 자선과 사회사업 등
의 대외활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각 지역의 본당에 조직된 청년회를 모아 연합회를 발족하고자 하였다.
가톨릭 청년회가 연합회를 조직하는 배경은 1922년 6월 청년회연합회를 조직
하도록 한 경성교구 보좌주교 드브레 (E.A.J.Devred, 兪世竣, 1887~1926) 주
교가 작성한 1921년 보고서 일부를 보면 잘 나타난다.38) 여기에는 개신교가

36) 각 지역에 가톨릭청년회가 조직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청년회는 적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地方靑年會로는 每年 一定게 努力는 곳이 十
餘處에 不過다 여도 過言이 아닐 것인즉(하략)”(｢聯合會 總會 不得을 보고｣, 별14호,
1928.8.10.)
37) 백병근,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 연구｣, 125쪽.
38) 朝鮮天主公敎略史, 경성교구천주교회청년회연합회, 1931,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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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적 재정적 자원으로 학교, 출판사업, 병원, 사회사업 등에서 천주교에
도전하고 있으며 흥행물과 스포츠를 통해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천주교회
는 교회 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였다.39)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드브레 주교는 청년들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
였으며 청년들이 교회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청년회의 조직을 구
상하였던 것이다.40) 그리하여 1922년 경성교구 천주교청년연합회가 조직되
었다. 그런데 경성교구의 천주교청년연합회와 다른 지역 청년회의 관계는 이
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주목되는 사실은 ‘언양지방 천
주공교 청년회’는 1920년대 중반까지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 회장 朴
準鎬가 보낸 경성교구 청년회의 소식을 통해 천주교의 청년운동과 관련된 제
반 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41)
이렇듯 주변부 지역의 언양에서 결성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경성
교구 청년회연합회 발행 회보와 소식지를 통해 경성교구 청년회의 활동을 파
악하였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개된 천주교 청년운동과 발맞추어 언양의 청년
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관련 문서철을 통해 적어도
1920년대 중반까지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가 활발히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교구의 청년회 연합회에 대해 1930년대에는 전국 가톨릭
청년 연합회의 결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계
기로 하여 ‘가톨릭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청년연합회 결성이 제기되었는데 대
구교구장 드망즈 주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전국
연합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단체들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요구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따라서 아직은 본당 단체들만이 가
장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931년부터 1939년까지 경성교구 청년회 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지

39) ｢1921년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Ⅱ) 1904~1938, 명동천주교회, 1987, 162~163쪽.
40) 양인성, 앞의 논문, 35~36쪽.
41) 천주공교언양청년회서류철에 경성교구 천주교연합회 회보와 소식지가 청년회 기록물과 함께
묶여 있으며, 경성교구 천주교 연합회 회장 박준호가 보낸 소식지의 연도는 19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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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원활하지 못한 청년회의 운영과 그 부진의 상황을 지적한 글들이 천
주교회보에 종종 등장하였다.42)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글들은 한국천주교회
가 1920~30년대 개신교가 주도한 청년운동을 의식하며 가톨릭 청년운동을 독
려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톨릭 청년운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1933년 6월 가톨릭
청년이 창간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가톨릭 청년
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의 기관지인 별과 천주교회보를 폐간하고 5개 교
구의 기관지 격으로 새롭게 창건되었으며, 이것의 발행은 실질적으로 서울 교
구가 담당하였다.
가톨릭 청년은 제명에서 드러나듯이 ‘청년’을 전면적으로 내세웠고, 특히
이 청년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가톨릭 ‘청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청
년’은 당시 시대의 주체를 상징하는 문화적 표상으로서 대체적으로 근대 교육
을 이수 받은 지식인층을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가톨릭 청년의 표제에 사
용된 ‘가톨릭 청년’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근대 교육을 이수 받은 시대의 주체
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이 ‘가톨릭 청년’을 교구 연합 기관지의 표제로 사용한 것은 가톨릭 청
년의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것은 청년운동을 주도한
YMCA의 기관지 靑年의 발행과 청년운동에서 그 효과를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YMCA’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로서, 영어 ‘Young
Men’이 ‘靑年’에 해당된다. 식민지기 청년운동에서 ‘청년’이라는 단어의 유래
가 영어 ‘Young Men’을 ‘청년’으로 번역하며 개신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42) ｢잠자고 있는 각 청년회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람｣이란 기사는 대구교구가 파악하고 있는 청
년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천주교회보 1932년 8월 1일자 기사에서는 크거나 적거나 곳곳마
다 있어야 할 것이 가톨릭 청년회인데, 현재 한국천주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다. 또한 전체를 보아도, 일부분을 보아도 그다지 수효가 많지 못하며 그나마 있는 것조차 생기가
있는 운동을 하지 못하여 유감천만이라고 말한다. 청년회기관이 정체되어 청년운동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다. 가톨릭 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해야 할 신자
단체는 청년회였지만, 실상은 몇몇 본당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이름만 내건 단체로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청년회의 설립을 계속적으로 장려하여 청년회가 늘었지만 꾸
준한 활동을 전개하는 청년회가 적었다. 즉 조직은 되었지만 매년 일정하게 활동하는 청년회가 적
었고, 이로 인해 연합회에 참여한 청년회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43) 개신교에서 ‘靑年’은 처음 일본 개신교에서 영어 ‘Young Man’을 번역하면서 사용된 것이다. 1880
년 당시 23세의 고자키 히로미치(小崎弘道, 1856~1938)를 비롯한 젊은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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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YMCA에서 ‘청년’의 의미는 각별했는데, 이것은 1921년 기관지를 발
간할 때 그 명칭을 靑年으로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1921년 창간된 청년
잡지는 1941년까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김필수, 홍병선, 신흥우, 안국선 등
과 같은 개신교 청년 대표 지식인들이 개신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할
과 임무를 독려하며 개신교 청년운동의 전개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1930년대 한국천주교회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에서 발행되던 별과 천주
교회보를 폐간하고 교구 통합적인 가톨릭 청년을 창간한 이유는 바로 여
기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33년 가톨릭 청년의 창간은 가톨릭 청년운동과 여기에서 가톨
릭 청년 및 청년회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천주교회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1930년에 들어서야 가톨릭 ‘청년’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교
구 연합 기관지로서 가톨릭 청년이 창간된 것은 개신교의 그것에 비하여 가
톨릭 청년운동이 원활히 전개되지 못했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30년대 들어서 한국천주교회는 1920년대 청년회가 발족되고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던 상황과 비교하여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고 지속적으로 역설하였던 것이다. 한국천주교회가 식민지 조선의 청년운동
에 대응하여 그 흐름과 같이 한다는 사실은 1930년대에 이르러 청년회 하부
단체로 소년회를 두는 등 본당에서 평신도 조직들이 세분화되어가는 양상에
서도 잘 드러난다.44) 시대의 주체로서 ‘청년’이라는 문화적 표상은 한말부터
등장하였고 이것은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중요한 사실
은 청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년’과 혼용되어 호명되었던 시대의 주체
로서 ‘소년’이 소년운동의 전개와 함께 분화되었다는 점이다.45)

京基督敎徒靑年會가 결성되었는데, 이때 고자키가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Young Men’에 대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靑年’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어에서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와카모노
(若者)이며, ‘靑年’은 새로운 근대 주체를 호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본의 ‘청
년’ 개념이 한말 식민지기 한국사회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木村直惠, 앞의 책, 1998, 330쪽 참조.
44) 1930년에 대구 청년회 산하로 소년부가, 평양 관후리 본당에서 평양천주공교 소년회가, 함경남도
문천공소에서 소년소녀회가 창립되었다. 백병근, ｢일제시기 한국교회의 소년단체 설립과 소년운
동-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72쪽.
45) 소년운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 된다. 김정의, 한국소년운동론, 혜안, 2006; 최
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그리고 1920년대 청년운동의 하부 운동으로서 소년운
동과 제2국민으로서 소년의 위치에 관해서는 1920년대 후반 소년운동가 김태오의 다음 글이 참고
된다. 金泰午, ｢少年運動의 指導情神(上)｣, 중외일보, 1928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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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한국천주교회에서 청년회 하부 단체로 소년회가 창설되는 양상
은 이러한 청년운동의 전개 및 이것의 하부운동으로 소년운동이 흥기한 것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짐을 알려준다. 따라서 1936년 만주 연길교구의 가톨릭
소년의 창간은 가톨릭 청년에 이어 이러한 가톨릭 청년운동의 과정에서
나온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소년은 1931년부터 발행된 연길교구의
탈시시오 소년회 연합회의 회보인 탈시시오연합회보를 개편하여 창간한 것
인데,46) 이것은 연길교구가 전조선주교회의 소년잡지 창건의 권유를 받든 결
과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1920년부터 193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천주교회는 가톨릭 ‘청년’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하는 등 가톨릭 청년운동의 확산에 노력하
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청년회의 운영과 활동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천주
교회보의 언설들은 이러한 청년운동의 조장과 부흥을 기대하는 독려로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천주교회의 노력 덕분에 언양의 천주공교 청년회는
해방 이후까지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속되었다.47)

Ⅳ. 맺음말
이 연구는 1920년대 장례와 물산장려를 목적으로 결성된 언양지역의 ‘천주
공교 청년회’의 활동사항과 역할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언양성당에 전
승되는 청년회와 관련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1920년대 각 지역에 결성된 평신
도 조직인 천주교청년회의 목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의미를 밝
히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조직은 1920년대 이후 천주교회의 유지 발전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힌 사항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46) 황성준, ｢延吉敎區 少年運動의 一瞥｣, 가톨릭청년제41호, 1936년 10월호, 4권 10호, 60쪽. 1936
년 4월부터 1938년 8월까지 연길교구에서 발행한 가톨릭소년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최기영, 앞의 논문.
47) 언양본당 창설 이후 1928년 공소회장들과 대표들의 조직인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가 조직되는데
이 협회에서 장의와 물산장려 외 기존에 청년회가 담당한 본당의 제반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
다.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1928년~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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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은 가톨릭 청년회 조직의 목적과
활동 및 이것을 운영한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연구로서 매우
유익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3.1운동 이후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청년회가 난
립하였고 이러한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청
년회 결성의 목적과 활동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
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언양지방 천주공교청년회는 지역의 청년회의 구체
적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규칙서｣에는 청년회 창립의 목적 두 가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있다. 하
나는 葬儀이고 다른 하나는 물산장려이다.
둘째,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의 또 다른 목적인 물산장려는 1920년
대 지식인의 문화운동의 일환인 물산장려운동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구체적 실상을 알기는 의외로 힘들다.
특히 언양 지역에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활동을 살펴본 이 연구는 지역
에서 물산장려운동의 구체적 전개를 아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셋째,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의 결성과 활동 사항에 대해 살펴본 이 연
구는 1922년 결성된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연합회와 지역 청년회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소중한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연합회와 지역
청년회와의 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았다.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 결성과 관련된 언양성당 소장 기록물에는 경성
교구 천주교 청년회에서 송신한 ‘소식’들이 함께 편제되어 있어 중앙 청년회와
지역의 그것과의 긴밀한 관계를 알려준다. 요컨대 양자의 결성과 상호 관계는
3.1운동 이후 시대의 주체로서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개신교의 청년운동에
대한 가톨릭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듯 1922년 결성된 언양지방 천주공교 청년회는 1920년대 청년운동사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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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th Movement and Organizing of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in the 1920s
Son, Suk-Kyung
This research reveals organize of youth association and it’s meaning by
focusing on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during colonial era. This
research was proceeded by following two subjects. First, The purpose and
activities of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Second, Revealing
meaning and role of Catholic youth association of that era through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So, This research studied characteristics of
Catholic youth association during colonial era by analyzing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in 1920s.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established in 1922, was aimed to
help Korean Production and funeral ceremony. The background of fast
organizing of Catholic youth association. in Unyang 4 years before
establishing of Unyang Catholic was related to many faith community from
the start of catholic receving.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reveals a
lot of contest that related to manage of Catholic youth association very
specifically, such as qualifications of member, excutives and fees. Because
Catholic youth association included funeral ceremony as organize purposes,
funeral ceremony of Catholic and mission work seems directly related. This
corresponds with one of purpose of that time’s Catholic youth association,
mission work.
Catholic youth association in Unyang specified contents related to funeral
specifically in there activites. Korean Production, which is another purpose
of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was similar to Korean Production
Movement, which was started by the right intellectuals to dea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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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sm movement in 1920s.
In this view, organizing of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shows not
only just the specific truth of Korean Production Movement conducted in
Kyung Nam provence, but also shows the specific example of participant of
Catholic youth movement in cultural movements of intellectual after 3.1.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not only played central roles in
construction of church and activites in church, but also briskly proceeded
external activities such as funeral ceremony and Korean Production , which
are purposes of youth association. After 3.1, many youth associations were
organized and catholic church actively responded to the stream.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was also established as correspondence to that
time’s social atmosphere. Therefore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organized in 1922, can contribute to revealing 1920s’ youth movements.
Key Word : Unyang, Unyang Catholic youth association, funeral

ceremony, Korean production movement, youth, Catholic
youth association, yout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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