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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儒生으로서 1901년 무렵 유학을
버리고 천주교에 입교한 뒤 月山公所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공소
의 교세를 크게 성장시킨 梁在根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본관이 남
원인 양재근의 家系는 17, 8세기 이후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에 집단적
으로 거주하였으며, 이후 그의 가계는 정치․사회적으로 몰락하여 鄕

班으로 전락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빈궁하게 되었다.
그러나 24世 유생 양재근이 유학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용적인 의술
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명의로 이름이 크게 나 다시 부유하게 되었
다. 아울러 그는 1900년경에 평생 동안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숨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해 오던 어머니 김 바르바라의 유언을 받들어, 당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NRF-2014S1A5B8063617)이다. 아울러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월
산 공소 신자들의 지원도 받았음을 밝힌다.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seojo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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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 사회에서 점차 권위를 잃어 가는 유학을 버리고 모두 한 부모에게
서 태어난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이어 1925년에 설립된 월산 공소의 회장으로 임명된 그는 주변 마
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喪을 당한 가난한 교우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생계가 곤란한 교우들에게 먹고 살 방도를 마
련해 주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
였다. 그 결과 교세가 크게 신장된 월산 공소는 1934년에 모범적인 공
소로 교회의 잡지에 소개되었고, 1949년에 이르러서는 서천 지역에서
세 번째로 교세가 큰 공소로 성장하였다. 이로써 그는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고, 그의 가계도 이전
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주제어 : 梁在根, 바르톨로메오, 김 바르바라, 舒川 月山 公所, 월산 공
소 회장

Ⅰ. 머리말
충남 서천지역에는 1839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의 문산면․판교
면․비인면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공동체를 형
성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1866년부터 1879년까지 거듭 박해
를 받아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어 순교함에 따라 서천 지역 신앙공동체
는 거의 모두 와해되고 말았다.1)
이후 박해가 완화되면서 살아남은 신자들이 1833년부터 다시 신앙공
동체를 회복하여 주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독뫼(1883)․작은재(1883)
1) 박해시기 서천 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에 대해서는, 서종태, ｢박해기 서천
지역 천주교회에 대한 연구｣, 신앙의 노래 역사의 향기, 흐름출판사,
2014, 21～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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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1884) 등의 공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886년 한불조약

의 체결로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면서 산간 지역을 벗어나 평지에도 신
앙공동체가 형성되어 대통매(1886)․용화실(1890)․두문이(1895) 등의
공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월산 공소는 금강 가의 평지인 현 서천군 화양
면 월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월산리 출신 유생 梁在根(1871～1948)은
900년경에 전라도 돈다산(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돈다산)에서 천주

교 교리서를 구해다 공부한 뒤 입교하고, 이어 설립된 월산 공소의 초
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양재근 회장의 남다른 전교 활동으로 월
산 공소는 1834년에 이르러 신자가 다수인 큰 공소로 성장하여 경향
잡지 1934년 4월호에 모범적인 공소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949년에 이르러 월산 공소는 서천 지역에
서 3번째로 큰 공소로 발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 언론의 주목을 특별히 받을 정도로 월산
공소의 교세를 크게 성장시킨 주역인 유생 출신 초대 회장 양재근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선 南原梁氏 章榮公派 족보를 이용하여 양
재근 회장 가계의 월산리 거주 내력과 그의 가계의 정치․사회․경제
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부여 금사리 본당에 남아 있는 월
산 공소 신자들의 영세 문서3)와 월산 공소에 보존되어 있는 신자들의

2) 1883년 이후 현 서천 지역 공소의 설립의 양상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사연구
소․대전교구홍보국역․편, 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1883～1898 교
세통계표-, 천주교 대전교구, 1990, 12～189쪽 및 서천군지편찬위원회, 서
천군지 제4권, 서천군지편찬위원회, 2009, 515～517쪽 참조.
3) 부여 금사리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 2권
(1917～1929)과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 3권(1929～1947)에 1923년 3월부
터 1935년 11월까지 영세한 월산 공소 신자들의 영세 문서가 수록되어 있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월산 공소 신자들의 영세 문서의 번역은 고맙게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현범 교수가 기꺼이 도와주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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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등4)을 활용하여 유생 양재근이 유학을 버리고 천주교 교리를 공
부하여 입교하게 된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
근이 월산 공소 회장으로 임명된 시기, 그의 교회 활동의 특징, 그의
재임 시기에 월산 공소의 교세가 크게 성장한 까닭 등에 대해서도 따
져보기로 한다.

Ⅱ. 양재근의 가계와 생애
양재근의 가계는 본관이 남원이다. 良乙那를 시조로 하는 남원양씨
중에서도 章榮公 梁潤渭를 중시조로 하는 장영공파에 속한다. 1988년
에 간행한 남원양씨장영공세보를 통해 양재근 가계의 거주지를 살펴
보면, 장영공파 1세 양윤위부터 5세 梁公呂까지 5대의 묘는 실전하였
다. 이에 그 후손들은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壇을 설치하여
향사해 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거주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6세 梁思逖부터는 그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전했
던 6세 양사적의 묘는 1907년에, 그의 증손인 9세 梁允誠의 묘는 1845
년에 각각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서 지석을 발굴하여 확인하였다.5)
4) 월산 공소의 2대 회장인 양우석(안셀모)이 1958년부터 시작하여 1968년까
지 기록한 월산 공소 신자들의 교적, 1968년부터 시작하여 1980년까지 기록
한 월산 공소 신자들의 교적, 1968년 2월 29일 작성한 월산 공소 현황 보고
서 등의 자료를 3대 회장 양만규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양찬규가 이들 자료
와 월산 공소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모아 영인하고 정리하여 2015년에 신
앙의 뿌리를 찾아서 –대전교구 서천성당 월산공소-를 편찬하여 간행하였
다. 이 책에는 1958년부터 기록한 신자들의 교적은 ｢월산공소 교세통계표｣
란 제목으로, 1968년부터 기록한 신자들의 교적은 ｢월산공소 교적｣이란 제
목으로, 1968년 2월 29일 작성한 월산 공소 현황 보고서는 ｢서천성당 월산
공소 발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5) 6세 양사적부터 9세 梁允誠까지의 묘를 실전하였는데, 후손들이 1845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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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양재근의 가계가 6세 양사적 이후에 임천에서 살았던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중시조인 1세 양윤위부터 24세 양재근에 이르기까지 양재근의 직계
가계를 정리한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양재근 가계는 7세 梁漢
卿부터 9세 梁孝丁까지 3대의 묘는 실전하여 그들의 거주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0세 梁嗣虞와 그 후손들의 묘가 임천을 중심으로 하여 인
근의 부여․공주․한산․서천에 분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보
아 양재근의 가계는 6세 양사적 이후로 임천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그 주변의 부여․공주․한산․서천으로 거주지를 확대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6세 梁大廈와 그 후손들의 묘는 대부분 옛 한산 지역
인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웃 마을인 화양면 대
등리․남상리와 기산면 광암리에 분포해 있다. 이로써 보아 16세 양대
하와 그 후손들은 옛 한산 지역인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웃 마을인 화양면 대등리․남상리와 기산면 광암리에 거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양면 월산리는 양재근 가계의 남원
양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가운데 김씨․박씨․서씨․장씨․임씨․
최씨․한씨․조씨․이씨 등이 일부 섞여 사는 마을이었다.6)
종 11) 나뭇꾼과 목동들이 양 판서의 산소라고 전하는 말과 족보의 기록 등
을 근거로 하여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원당에서 옛 무덤을 발굴한 결과 9
세 양윤성의 지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양윤성의 지석을 발굴한
장소의 주변을 널리 발굴한 결과 두 쪽의 지석을 얻었는데, 그 한 쪽에는
‘配貞敬夫人朱氏’라고 새겨져 있고, 또 한 쪽에는 ‘一子長卿’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로써 그곳과 그 주변이 6세 양사적과 9세 양윤성의 묘가 있던 자
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남원양씨장영공세보 권상, ｢자헌대부이조
판서양공사적묘표｣, 남원양씨장영공파세보편찬위원회, 1988, 21쪽).
6) 월산리에 양씨 외에도 김씨․박씨․서씨․장씨․임씨․최씨․한씨․조씨
․이씨 등이 섞여 거주한 사실은 월산 공소 신자들의 영세 문서와 교적을
살펴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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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원양씨장영공세보를 통해 양재근 가계의 정치․사회
적 지위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고려 충렬왕 때 활
동한 1세 양윤위부터 조선 세종 때 활동한 양사적까지는 거의 모두 문
과에 급제하고 진현관 대제학, 첨의찬성사, 이조 판서 등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7세 양한경부터 15세 梁益來까지는 무과 급제자 1
명을 배출하였을 뿐 문과 급제자나 생원․진사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하
였고, 종7품의 하급 벼슬인 직장과 종6품의 관품인 宣武郞에 이른 자들
만 배출하였다. 그리고 16세 양대하부터 23세 梁亨煥까지는 문과와 생
원․진사는 물론이고 무과 급제자마저 1명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하위
관직마저도 역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로써 보아 양재근 가계는
16세 양대하부터 23세 양형환에 이르기까지 鄕班으로 전락하여 그 명맥

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재근의 가계는 향반으로 전락한 결과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형편을 면치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량으로 생활한 23세 양형환에 이르러 형편이 더욱 나빠져 그의 아들
양재근은 설에 여름에나 입는 삼베옷을 입고 세배를 다녔다고 한다.7)
이로써 보아 양재근 가계는 23세 양형환에 이르러 더욱 궁핍해져 향반
으로서의 지위마저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양면 월산리에 근거를 둔 남원양씨의 가계는 24세 양재근
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양재근은 철저하게 유학을 존숭
하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이전의 조상들처럼 도덕적 수양을 위주로 하
는 유학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용적인 학문인 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
울였다. 그 결과 그는 종기를 치료하는 뛰어난 의사로 널리 소문이 났
다. 30대쯤에 늑막염을 앓은 조카며느리 김영선(수산나)을 치료하여 완
치시키는 등 내로라하는 의사들도 못 고친 병을 그는 잘도 치료하였다.

7) 이는 필자가 최근에 그의 從孫子인 양만규에게 들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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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기에 잘 듣는 고약을 직접 개발하여 군산 병원에서도 못 고친
종기를 치료하여 널리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명성을 듣고
원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치료를 받음에 따라 그의
사랑방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사방에서 왕진을 요청함에 따
라, 그는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금강 건너 전라도 지역까지도 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낫은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양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용하던 대침과 보통 침이 그의 집에 뒷날까
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8)
아울러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물품 덕분에
양재근의 가계는 경제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
하여 50여 마지기에 달하는 전답을 소유하게 되었다.9) 이러한 경제력
을 바탕으로 그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思陵參奉이란 직함을 얻
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그는 집안사람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두루
추앙을 받아 족보의 발간과 같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마을의 대
소사도 도맡아 주선하였다.10) 이러한 사실은 쇠퇴해 가던 그의 가계가
그의 대에 와서 이전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말하여 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양재근이 쇠퇴해 가던 가계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용적인 학문인 의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점은 물론이고 당시
8) 양재근의 의료 활동에 관한 부분은 필자가 최근에 그의 종손자인 양만규
등에게 들은 이야기, 양찬규 편,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대전교구 서천성
당 월산공소-, ｢월산공소의 유래｣, 2015, 22쪽 및 양낙규, 양치기 소년
신부가 되다, 새남터 성당, 2016, 14～16쪽을 참조하여 서술한 것이다.
9) 위와 같음.
10) 이는 필자가 최근에 그의 종손자인 양만규에게 들은 내용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양재근은 1932년에 집안의 족보를 간행할 때 그 일을 주관하였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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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유학을 버리고 새로이 부상하는 서양의
천주교를 수용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을 바
꾸어 논의하기로 한다.
[표 1] 남원양씨 장영공파 양재근 가계와 묘의 위치
생몰

과거

벼슬

묘의 위치
失傳,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설단
失傳,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설단
失傳,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설단
失傳,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설단
失傳, 1978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에 설단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실전, 1964년 공주시 신풍면
백용리에 설단
失傳

1세

梁潤渭

1255～?

文科 進賢冠 大提學

2세

梁宗源

1277～?

文科 僉議贊成事

3세

梁世

1301～?

文科 平章事

4세

梁崧

1325～?

文科 兵曹 參判

5세

梁公呂

1350～?

生員 檢校中樞院學士

6세

梁思逖 태종 때 활동 文科 吏曹 判書

7세

梁漢卿

直長

8세

梁季文

9세

梁孝丁 중종 때 활동

忠順衛
중종 2년 靖國原
失傳
從功臣 책봉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옛 임천
宣武郞
군 대동면 원당)
忠順衛
서천군 서천읍 고룡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옛 임천
군 대동면 원당)

10세 梁嗣虞
11세

梁憲

12세 梁謹誠
13세
14세
15세
16세

梁士龍
梁弘淑
梁益來
梁大廈

武科

17세 梁聖殷

1678～1722

18세 梁範周

1703～1766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원당
불명
서천군 화양면 월산 北麓
서천군 화양면 月令(月山)
案山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용당/부
인 묘는 서천군 화양면 월산
北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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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梁始元

1726～1777

20세 梁光鉉

1750～1787

21세 梁芝永

1771～1822

22세 梁柱甲

1809～1861

23세 梁亨煥

1849～1908

24세 梁在根

1871～1948

思陵參奉

서천군 화양면 월산 北麓
서천군 화양면 남성리 동쪽
기슭
서천군 기산면 광암리/부인 묘
는 서천군 화양면 월령 案山
서천군 화양면 월령 北麓 牟麥
洞/부인 묘는 화양면 구동리
서천군 화양면 월령 北麓 牟麥
洞
서천군 화양면 월산 北麓

Ⅲ. 양재근의 입교
월산 공소의 초대 회장인 양재근이 입교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산 공소의 2대 회장인 梁禹錫(안셀모)
이 1981년 4월에 작성한 ｢월산 공소 설치와 내역｣에서 증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고가 된다.
월산 공소는 1900년경에 고 양 발도로메오 회장님께서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간호하시던 중 어머님 병환이 위독하시면서 유
언으로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못 들으시고 운명하시는데, 가슴
이 북받쳐 손가락을 베에 피를 흘려 드시게 하니, 소생하시어
삼 년을 또 사셨는데, 분명한 말씀으로 “전라도 돈다산에 가면
너의 이종 사촌이 천주교를 믿으니, 교리문답 책을 빌려 오라.”
라고 하시는 분부를 받으시고 바로 건너가시어 교회문답 책을
빌려다 5명이 열심히 배우시며 기산면 드무니 공소로 주일 첨
례를 다니시던 중 홍산 본당 공베르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
으시고 어머님 교훈으로 열심히 하시어 1905년에 5명 신자를
보시고, 공 신부님께서 회장으로 임명하시어 월산 공소를 설정
하시고 열심히 전교를 하시고 회장님 자택에 모여 주일 첨례를
바치시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회장님 자택을 단독으로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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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주일 첨례를 비치는데….11)

위의 양우석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1900년경 병중에 있던 양재근의
어머니는 병환이 위독하게 되자 옆에서 간호하던 아들에게 유언을 하
고 운명하였다. 그러나 아들 양재근은 어머니가 뭐라고 유언했는지 정
확히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에 슬픔이 북받친 양재근은 급히 자신의 손
가락을 베어 피를 어머니 입안에 흘려 드시게 하니, 어머니가 소생하였
다. 다시 살아난 그의 어머니는 분명한 말로 그에게 “전라도 돈다산(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돈다산)에 사는 너의 이종 사촌이 천주교를 믿
고 있으니, 가서 교리문답 책을 빌려 와라.”라고 분부하였다. 이러한 분
부로 보아 그의 어머니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양재근의 어머니는 본관이 경주인 崔錫大의 딸로 바르바라라는 본명
으로 영세하였으나, 유교의 상례와 제례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집안의
자제로 비신자인 양형환과 혼인하였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12) 최 바르바라는 시댁 식구들 몰래 묵
주를 가지고 기도를 바치며 천주교 신앙을 유지해 오다가13) 운명할 때
에 이르러 비로소 천주교 신자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신앙생활을 회
복하고 자신이 믿는 천주교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던 것이
다.
위의 양우석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양재근은 어머니 최 바르바라의
분부를 받들어 곧바로 돈다산에 사는 이종 사촌 집에 가서 전후 사정
11)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공소 설치와 내역｣, 9쪽.
12) 남원양씨장영공세보 권중, 612～613쪽과 양찬규 편, 앞의 책, ｢최 바르바
라의 생애｣, 17쪽 및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 2권(1917～1929), 영세문서
1036번.
13) 2012년 3월 21일 최 바르바라의 묘를 이장할 때 시댁 식구들 몰래 기도를
받치며 천주교 신앙을 유지해온 증거물인 묵주가 발굴되었다(양찬규 편,
앞의 책, ｢신앙의 증거물 최 바르바라 묵주｣,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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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고 교리문답 책을 빌려와 다섯 명이 천주교 교리를 열심히 배
우며 기산면 드무니 공소에 가서 주일 첨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05
년 판공성사 때 금사리 본당의 공베르(j. Gombert, 孔安世) 신부가 이
들 다섯 명에게 영세를 주고 양재근을 월산 공소의 회장으로 임명하
여 월산 공소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양우석 회장의 증언 가운데 양재근이 돈다산의 이종 사
촌 집에서 교리문답 책을 빌려와 다섯 명이 함께 천주교 교리를 공부
하여 1905년에 금사리 본당의 공베르 신부가 이들 다섯 명에게 영세를
주고 양재근을 월산 공소의 회장으로 임명하여 월산 공소를 설립했다
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렸다. 왜냐하면 양재근이 교리를 공부하여 영
세를 받는데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나 막 영세를 받은 그를 회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향잡지 1934년 4월호에서는 월산 공소가 양재근 회장과 김 베네딕
토도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4) 이로써 보아 양재근이
돈다산의 이종 사촌 집에서 교리문답 책을 빌려와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
한 사람은 그 자신과 김 베네딕토 두 사람뿐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
을까 한다.
최 바르바라는 소생하여 3년을 더 살고 190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러므로 양재근과 김씨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최 바르바라의 도움을 받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 사람은 교리를 배우면서 기산면 두문이
(현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두문이) 공소에 가서 주일 첨례에 참석하였

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두문이 공소 회장의 도움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재근과 최씨가 교리 공부를 마치고서 각각 바르톨로메오와 베네딕

14) 경향잡지 제28권 제3호 통권 777호, ｢표양다운 두 공소｣, 1934, 182～1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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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는 본명으로 두문이 공소 판공성사 때 공베르 신부에게 세례를 받
은 시기는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정도 지난 1901년경으
로 이해된다. 당시는 최 바르바라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이다. 그러므
로 최 바르바라는 양재근과 김 베네딕토 두 사람과 함께 2년여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면 유생인 양재근이 31세 무렵인 1901년경에 집안에서 대대로
신봉해 오고 그 또한 동안 20년 넘게 공부해 오던 유학을 버리고 유생
들이 이단으로 배척하던 천주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
까. 그것은 우선 당시 유학의 이념이나 가치가 향촌 사회에서 발휘되지
못하여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학의 이념이 향촌 사회에서 발휘되지 못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1894
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로 진출하
는 길이 막힌 데다, 1896년부터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국
민을 계몽하면서 新學인 서양의 근대적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舊
學인 유학을 공격함에 따라, 유학의 이념이나 가치가 향촌 사회에서 갈

수록 권위를 잃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 몰래 천주교 신앙을 유지해 오던 양재근의 어머
니가 1900년경 운명할 즈음에 자식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물려주고자
자신이 본래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전라도의 이종사촌 집에 가서 교
리문답 책을 빌려다 공부하도록 유언하였다. 효도를 도덕 수양의 근본
으로 삼는 유학자로서 운명하려던 어머니를 斷指로 다시 소생시킬 정
도로 효성이 깊은 양재근으로서는 차마 전라도의 이종사촌 집에 가서
교리문답 책을 구해다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전 조상들처럼 도덕적 수양을 위주로 하
는 유학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용적인 학문인 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기
울일 정도로 다른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유교의 영향력이 향촌 사회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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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다른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양재근은 효성이
지극한 유생으로서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을 받들어 교리문답 책을 구
해다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주의 같은 자손으로서 모두 한 부모에
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차등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는 유학을 대신할 새로운 正學으로 인식하여 마
침내 유학을 버리고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Ⅳ. 양재근의 교회 활동
양재근과 김 베네딕토는 1901년경에 유학을 버리고 천주교에 입교한
뒤 주변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양우석 회장
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양재근과 김 베네딕토의 전교로 우선 세 사
람이 교리를 배워 1905년 두문이 공소 판공성사 때 공베르 신부에게
영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공베르 신부가 양재근을 회장으
로 임명한 사실도 아울러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서천과 한산 지역의 1901년～1904년과 1909년～1924년 교세
통계표의 내용을 정리한 [표 2]15)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금사리 본당
의 공베르 신부가 1901년～1904년과 1909년～1924년에 판공성사를 치
른 서천과 한산 지역의 공소들 중에 월산 공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베르 신부가 금사리 본당에서 사목하던 시기인 1900년부터
1923년까지 뮈텔(G. Mutel, 閔德孝) 주교에게 보낸 사목서한을 보아도

15) 이 표는 한국교회사연구소․대전교구홍보국역․편, 앞의 책, 12～189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904년～1909년의 서천과 한산 지역 공소의 내용이
없는 것은 1904년～1909년 교세통계표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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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신앙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1923년 서한에서 황 마리아
의 열성으로 이미 3명이 영세하고 예비자가 10명이나 되는 한산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16) 이로써 볼 때
1905년에 공베르 신부가 양재근을 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월산 공소의

회장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회장이었다고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양우석 회장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양재근은 1905
년 월산 신앙공동체의 회장으로 임명된 뒤부터 주일 첨례를 두문이 공
소에 가서 보지 않고 월산 신앙공동체의 신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보았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판공성사는 월산 신앙공동체의 신자들과
함께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문이 공소에 가서 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데, 서천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이 판공성사를 보는 공소는 일정하지가
않았다.
[표 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산 지역에는 공소가 1895년 가을부

터 1904년 봄까지는 두문이 공소만 설립되어 있었고, 1909년 가을부터
1921년 봄까지는 두문이 공소가 폐지되고 고촌(현 서천군 한산면 죽촌

리 고촌) 공소만 설립되어 있었으며, 1921년 가을부터 1924년 가을까지
는 한산 지역과 서천 지역 통틀어 서천의 독뫼(현 서천군 문산면 수암
리 독뫼) 공소와 작은재(현 서천문 문산면 금덕리 작은재) 공소만 설립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양재근 회장은 월산 신앙공동체의 신자들과 함
께 판공성사를 처음에는 두문이 공소에 가서 보았고, 두문이 공소가 폐
지되고 고촌 공소가 설립된 뒤부터는 고촌 공소에 가서 보았으며,17)
고촌 공소마저 폐지된 1921년 가을부터는 서천의 독뫼 공소에 가서 보
았음을 알 수 있다.18)
16) 한국교회사연구소․대전교구홍보국 역·편,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
집, ｢제43신(1923년 연말 보고)｣, 천주교 대전교구, 1994, 635～636쪽.
17) 두문이 공소가 폐지되고 고촌 공소가 설립된 시기는 1904년 가을부터
1909년 봄까지의 교세통계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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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천과 한산 지역 공소

시기

1883-1884
1884-1885
1885-1886
1886-1887
1887-1888
1888-1889
1889-1890
1890-1891
1891-1892
1892-1893
1893-1894
1894-1895
1895-1896
1896-1897
1897-1898
1898-1899
1899-1900
1900-1901
1901-1902
1902-1903
1903-1904
1909-1910
1910-1911
1911-1912

한산
두문이 고촌
사
사
규 교 규 교
영 우 영 우
성 수 성 수
체
체

5
4
6
7
13
14
13
19
20

9
10
16
23
21
24
24
30
36

서천
작은재 독뫼 독뫼2 만덕 대통매
사
사
사
사
규 교 규 교
규 교 규 교
영 우 영 우
영 우 영 우
성 수 성 수
성 수 성 수
체
체
체
체
? ?
? ?
34 53
28 91
28 43 43 62
28 50 46 72
4 4
25 45 57 96
4 6
24 45 34 20 36 59
32 45 86 120
20 38 54 97
27 52 52 76
25 55 44 70
31 69 48 80
27 55 50 70
34 66 47 70
27 47 34 55
24 45 40 68
16 39
18 36 27 67
16 36
12 38 33 57
24 38
15 39 29 63
22 35
36 69 32 57
34 62 20 53
19 38
22 33
30 39 47 79 30 50
27 39 52 90 30 48
32 43 75 110 35 51

구난이
사
규 교
영 우
성 수
체

용화실
사
규 교
영 우
성 수
체

동널리
사
규 교
영 우
성 수
체

5 8
5 14
8 14
25
28
29
33
35
35
33
33
45
49
20
26
24

47
49
60
62
59
68
67
78
93
92 34 73
59
48
49

18) 1923년 3월에 월산의 신자들인 김 베네딕토․임 베드로․임 안나 3명 모
두 서천의 독뫼 공소에서 공베르 신부에게 영세하였다(금사리 본당 세례
대장 2권(1917～1929), 영세문서 584～586번). 이로써 볼 때 한산의 고촌
공소가 폐지된 1921년 가을부터 월산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은 서천의 독뫼
공소에 가서 판공성사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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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13
1913-1914
1914-1915
1915-1916
1916-1917
1917-1918
1918-1919
1919-1920
1920-1921
1921-1922
1922-1923
1923-1924

28
26
24
25
28
18
13
15
10

35
35
35
51
48
34
28
29
19

64
58
49
51
42
38
37
32
25
30
23
20

82
86
89
78
66
60
58
51
60
51
40
56

26
33
31
32
32
32
29
27
25
22
31
28

41
47
45
106
51
78
49
40
48
41
57
50

19 50
42
14 31
16 37
15 34

그러면 1901년경에 양재근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김 베네딕토는 누
구일까. 월산 공소의 초기 신자들의 영세 문서가 금사리 본당에 남아
있지만, 1907년 이후의 영세 문서만 보존되어 있고,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월산 공소의 자료도 1918년 이후에 영세한 신자들의 자료만 수록
되어 있다. 때문에 그 이전에 영세한 신자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월산 공소의 자료로 볼 때, 김 베네딕토는 1904년에 출생하
여 1931년에 세례를 받은 김현규(가브리엘)의 부친이 아닐까 생각된
다.19) 그러나 1905년에 영세한 세 명의 신자들은 추측할 수 있는 단서
마저도 없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1905년 이후 양재근 회장이 집안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결과, 우선 그의 부친 양형환(1849〜1908)이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영세
하고 입교하였다.20) 앞에서 살펴본 양우석 회장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입교한 시기는 1905년 세 사람이 입교한 이후이다. 그런데 그
는 1908년 7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그가 입교한 시기는 1907

19)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공소 교세통계표｣, 102쪽.
20) 양찬규 편, 앞의 책, ｢신앙의 뿌리｣, 19쪽 및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2권
(1917～1929), 영세문서 10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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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후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이어 양재근 회장의 동생 梁在
春(1886〜1962)이 1918년 바오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

다.21)
다음으로 1923년․1925년․1926년에 김씨․임씨․박씨․양씨 등의
집안에서 입교자가 잇달아 나왔다. 우선 1923년 봄 판공성사 때 김 베
네딕토(1864〜?)․임 베드로(1858〜?)․임 안나(1906〜?) 등 세 명이
공베르 신부에게 영세하고 입교하였다.22) 그리고 1925년 가을 판공성
사 때 朴士成(1898〜1960)이 금사리 본당 3대 주임 鄭圭良(레오) 신부
에게 도미니코라는 본명으로 영세하고 입교하였다.23) 이어 1926년 봄
판공성사 때 양재춘의 장려 양옥녀가 정규량 신부에게 바르바라라는
본명으로 영세하고 입교하였다.24)
이와 같이 1925～1926년 사이에 월산리의 여러 집안에서 영세자가
잇달아 나와 월산 신앙공동체의 전체 입교자 수가 10명을 넘어서자 정
규량 신부는 월산 신앙공동체의 회장인 양재근을 1927년 이전에 공소
회장으로 임명하고 월산 공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규량 신
부가 1927년 2월 27일 봄 판공성사 때 영세한 양 바르바라와 최 마리
아의 영세 장소가 그들의 영세 문서에 ‘서천 월영 공소 방’으로 기록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25)
그런데 1924년 6월 6일에 금사리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정규량 신부
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925년 가을 판공성사 때 월산 신앙공동체의
신자인 박사성에 영세를 주었고, 1926년 봄 판공성사 때 양재춘의 장려
양옥녀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므로 정규량 신부가 월산 공소를 설립

21)
22)
23)
24)
25)

위의 책, 89쪽.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 2권(1917～1929), 영세문서 584～586번.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공소 교세통계표｣, 99쪽.
위의 책, 100쪽.
금사리 본당 세례대장 2권(1917～1929), 영세문서 919～9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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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는 1925년과 1926년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26)
그러면 1925년과 1926년 중 어느 연도가 월산 공소의 설립 시기로
더 타당할까. 김문수는 금사리 본당 백년사에서 정규량 신부의 사목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월산 공소의 설립 시기를 1925년
으로 추정하였다.27) 그러나 그렇게 추정하게 된 근거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규량 신부는 1927년에 뮈텔 주교에게 올린 사목서한에서
월산 공소의 설립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공소가 된 것이 하나 있으
니, 바로 서천군의 월산입니다.”28)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규량 신부
가 월산 공소의 설립 시기를 ‘작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최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월산 공사가 설립된 연도는 김문수가 추정한 1925
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월산 공소의 영세 문서와 교적을 바탕으로 월산 공소의 입교자를 정
리한 [표 5]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월산 공소는 1925년까지만 해도
입교자가 총 12명에 불과하였으나, 1926년 공소로 설립된 이후 1927년
9명, 1928년 3명, 1929년 11명, 1930년 2명, 1931년 9명, 1932년 6명,
1933년 3명, 1934년 7명 등 입교자가 해마다 여러 명씩 나와 1934년에

이르면 총 입교자가 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크게 성장하여 주
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경향잡지 1934년 4월호에서 월산 공소

26) 김문수 편, 금사리 본당 백년사, 천주교 대전교구 금사리교회, 2000, 307
쪽.
27) 경향잡지 제28권 제3호 통권 777호, ｢표양다운 두 공소｣, 1934, 182쪽에
서는 월산 공소를 설립된 지 5, 6년 된 공소로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월
산 공소는 1928년 내지는 1929년에 설립된 것이 되어 정규량 신부가 1927
년 사목서한에서 밝힌 내용과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은 경향잡지에서
월산 공소의 정확한 설립연도를 확인하지 않고 어림잡아 언급한 탓에 생
긴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28) 김문수 편, 앞의 책, 30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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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범적인 공소로 소개한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 기사를 인
용하면 아래와 같다.
충남 서천군 월산 공소는 양 회장 발도로메오씨, 김 분도씨 두
분으로 시작된 바, 불과 5, 6년인 오늘에는 6, 70명의 교우가 있
게 되어 상당한 공소이다. 이는 특별히 천주의 강복도 있음은
물론이나, 주인공인 양 회장, 김 베네딕토 양씨의 처음부터 진력
한 바는 성교가 무엇인지 이름도 모르는 동리 사람들에게 도리
를 설명하여 대소인에게 영세를 힘써 주고, 빈궁한 자에게 장례
비도 보조하며, 혹은 생활 방도까지 돌보고, 그에게 영세를 받은
자가 죽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폐지하고 친히 가서 교우 법
대로 장사하며, 이런 기회에 일반에게 교리를 설명하여 오는 중
입교자가 6, 70명이나 되는 오늘에도 전과 다름없이 노력하는
터이며, 교우 청년들에게 매양 훈계함은 외교인에게 표양을 손
상할까 주의하라는 당부임으로 일반이 표양답게 열심히 진행하
는 결과 외인 측에서도 찬성할 뿐 아니라 자주 찾아와서 교리를
묻고 들음으로서 예비자도 다수 하며 장래 희망이 많으리라 한
다.29)

위의 기사에 의하면, 월산 공소는 1934년에 이르러 교우의 수가 6,
70명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목할 만큼 교우의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이 기사에서는 양재근 회장과 김 베네딕토의 전교 활동
에서 찾으면서 양재근 회장과 김 베네딕토가 펼친 전교 활동의 특징을
거론하였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네 사람들에게 전교하여 입교시키는 데 힘썼다. 즉, 두 사람
은 천주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동네의 위아래 사람들에게 천주교
의 교리를 설명하여 영세를 힘써 주었다.
둘째, 영세를 받은 사람들 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상을 당할 경우에
29) 경향잡지 제28권 제3호 통권 777호, ｢표양다운 두 공소｣, 1934, 182～1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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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보조해 주고, 그들 중에 혹 생계
를 잇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까
지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가난한 신자들에게 장례비용을 보조해 주거
나 생계를 꾸릴 방도를 마련해 주는 일은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양재근 회장이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자신들에게 영세를 받은 신자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리 급한 일
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친히 상가에 가서 교우를 장사 지내는 교회의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 주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비신자들에게 천주
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특히 양재근 회장은 나환자에게도 거리낌 없
이 영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세를 받은 나환자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가서 연도를 바치고 초상을 치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우석 회장이 1991년에 밝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양우석이 장로교에 다니다가 당숙인 양재근 회장의 권유
로 입교한 지 1년이 되었을까 하는 1938년에, 양재근 회장이 인근에 있
는 화천(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의 나환자 마을에 다녀오더니, “나환
자에게 영세를 주었는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연도를 가자고 하
여, 그를 따라가 연도를 바치고 초상을 치르고서 돌아왔다고 밝혔다.30)
넷째, 마을의 비신자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매번 교우 청년들을 훈계했는데, 교우 청년들이 모두 신자다운 좋은 모
습을 보인 결과, 마을의 비신자들이 천주교에 대해 찬성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자주 찾아와 천주교 교리를 묻고 들어 예비자 수가 많았다
는 것이다.
30) 그때만 해도 나환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문밖에 얼씬도 하지 않던 시절이
라, 나환자촌에 가서 초상을 치르고 온 양재근 회장과 양우석이 나병에 걸
릴 게 뻔하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 모두가 나환자가 될 것이라고 마을 사
람들이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한두 해가 지나도 아무렇지 않자 그런 소리
가 차차 가라앉았다고 한다(경향잡지 제83권 제5호 통권 1478호, ｢하느
님의 고집쟁이 양우석 안셀모｣, 1991,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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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재근 회장의 교회 활동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전교 활동
에 의술을 활용한 사실이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그는 의술을 익혀
원근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종기를 치료하는 의술에 특별히
뛰어난 그는 종기에 특효가 있는 고약까지 직접 개발하여 종기로 고생
하는 환자를 치료해 주어 널리 이름이 났다.
이렇게 종기 치료 의사로 널리 명성을 얻은 양재근 회장은 왕진 요
청을 받고 사방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종기 환자들을 돌보았는
데, 그는 종기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천주교 교
리를 설명하여 영세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치료를 받고
완치된 종기 환자들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쳤을 뿐이라고 말하여 모든 공을 성모님께 돌렸다
고 한 것31)이나, 그의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영세를
받고 명절 때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곤 하였다고 한 것32)으로 보
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가 가난한 교우들을 경제적으로 돌보아 주었
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물론 그는 가난한 교우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
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그의 의료 전교 활동은 월산 공소
의 교세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소의 신자들이 주일첨례, 판공성사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주선한 점도 양재근 회장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1926
년 월산 공소가 설립된 뒤 신자들은 처음에 양재근 회장의 자택에서
주일 첨례를 보고 판공성사를 치렀다. 그러나 신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양재근 회장의 자택으로는 늘어난 신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리하여 양재근 회장이 혼자 힘으로 자택 옆에 전면 4칸 측면 2칸 크기
의 별도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칸은 창고와 곡간으로 각각 사용하
고, 나머지 2칸은 공소로 사용하였다. 공소로 사용한 2칸의 공간 중간
31)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 공소의 유래｣, 21쪽.
32) 양낙규,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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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닫이를 설치하여 상황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남교우와 여교우의 좌석을 일부 구분하였으며, 앞쪽에 제대를 설치하
였다. 이 공소 주택은 현재 터만 남아 있어 그 모습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옛 공소에 설치했던 제대가 현 공소의 창고에 보존되어 있
다고 한다.33)
월산 공소는 금사리 본당 4대 주임인 李汝球(마티아) 신부(1928～
1937) 때 이미 큰 공소로 성장하여 봄가을 판공성사를 2일 정도 치러

야 했는데, 이웃 지역인 한산 공소와 마산 공소 교우들도 월산 공소에
서 판공성사를 치렀다고 한다. 봄가을에 판공성사를 치를 때마다 양재
근 회장은 공소의 신자들이 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주선하
고, 또한 교리문답 찰고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어린아이
부터 노인들까지 2달 전부터 만사 제쳐 놓고 교리문답을 외우느라 정
신이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판공성사를 치를 때 그는 신부와 복사의
숙식은 물론이고 판공성사를 보는 사람들이 내는 辦備錢을 대신 부담
하였으며, 판공성사를 보기 위해 공소에 모인 신자들에게 음식을 준비
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34)
한편 양재근이 공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생의 월산 공소가 대대
로 신앙을 이어온 외부의 구교우 집안관의 혼인을 통해 그 오랜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굳게 뿌리내리게 한 점도 주목된다. 월산 공소와 외부
의 구교우 집안과의 혼인을 주선한 사람은 약장사를 하던 본관이 기계
인 유진호(마티아)란 사람이다. 부여 갈덕리 공소의 구교우 출신으로
간질병을 알던 유진호는 일본에 가서 살다 돌아왔다. 그는 일본에서 신
앙생활을 독실하게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바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는
꿈에 하얀 옷차림을 한 성모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
33) 위의 책, 20쪽. 공소 주택의 크기, 용도의 구분, 내부의 시설 등의 내용은
최근에 필자가 3대 회장 양만규에게 들은 것이다.
34)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 공소의 유래｣,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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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약도 쓰지 않고 고질인 간질병이 저절로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
다.35)
유진호는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각지를 돌아다니며 온갖 질환에 모
두 효능이 있다는 ‘조경환’이라는 만병통치약을 주로 교우들을 상대로
팔면서 살았는데, 월산 공소의 양재근 회장 집에도 자주 들러 사랑채에
서 묵고 갔다. 구교우로 신심이 깊고 교리 지식이 풍부한 그는 인척인
양재근 회장 사랑채에 묵을 때마다 양재근 회장과 함께 교리문답 책이
나 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허탄가｣․｢태평가｣ 등의 천주가사를 부르
기도 하였다고 한다.36)
이렇게 조경환을 팔면서 전국을 돌아다닌 유진호는 각지의 구교우들
과 두루 교류하여 구교우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구교우들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월산 공소의 교우 집안
과 외부의 구교우 집안과의 혼인을 두루 주선하였다. 즉, 월산 공소 신
자와 구교우 신자들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 [표 3]에서 보아 알 수 있듯
이, 그의 중매로 양재근의 양자인 양해진(요셉이)이 유아영세를 한 전
라도의 구교우인 유 가타리나와 1931년 혼인하였고, 양재근의 동생인
양재춘의 장남 양갑진(마디아)이 유아영세를 한 함열 성매리 출신의
구교우인 김영선(수산나)과 1936년에 혼인하였으며, 그의 차남인 양홍
진(토마스)이 병인박해 때 순교한 박의서(사바스)․박원서(마르코)․박
익서의 4대 후손으로 유아영세를 한 박영래(안젤라)와 1938년에 혼인
하였다.37)
또한 유진호의 중매로 양재춘의 장녀인 양옥녀(바르바라)가 부여 은

35) 여기서 언급한 유진호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에 필자가 익산시 용안면 소
재지에 사는 그의 질녀인 유문순(89세)과 월산 공소 3대 회장 양만규에게
들은 것이다.
36) 위와 같음.
37) 양찬규 편, 앞의 책, ｢부록(필자의 천주교 신앙 가계)｣,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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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면 대양리의 구교우 출신인 김홍식과 혼인하였고, 양해진의 장남 양
정규(세례자 요한)가 유아영세를 한 익산 황등 출신의 구교우인 이계
옥(엘리사벳)과 1948년 혼인하였다. 그 밖에 박사성(도미니코)의 장남
박종우(요안)가 유아영세를 한 부여 은산면 대양리 출신의 구교우인
정정순(안나)과 1943년에 혼인하였고, 김현규(가브리엘)의 장남 김창배
(야고보)가 유아영세를 한 구교우 장막래(골롬바)와 1947년에 혼인하

였다.
이와 같이 월산 공소가 유진호의 중매로 외부에서 맞아들인 구교우
집안 출신의 며느리들 중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유 가타리나
․김영선․박영래․정정순․이계옥 등 모두 4명이다. 이 4명 가운데

유 가타리나․김영선․이계옥 등 3명은 전라도 출신이고, 박영래 1명
은 충청도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은 월산 공소가 유진호의 중매로 외부
에서 주로 전라도 지방의 구교우 출신 며느리들을 맞이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 가타리나․김영선․박영래 등은 ｢허탄가｣
․｢태평가｣ 등의 천주가사를 목청을 돋우어 함께 잘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양재근 회장이나 그의 며느리들인 유 가타리나․김영선․박
영래 등이 불렀던 ｢허탄가｣․｢태평가｣ 등의 천주가사는 나바위 본당의
제2대 복사인 서재양(가브리엘)이 지은 것이다.38) 그리고 천주가사는
박해시절에 주로 아녀자들이 교리를 익히고 신심을 함양하기 위해 불
렀던 노래이다. 여자 나이 5, 6세가 되면 벌써 할머니나 어머니의 무릎
에서 주요 기도문과 함께 천주가사를 암송하였다.39)
그러므로 구교우 집안에서 맞아들인 양재근 집안의 며느리들이 어려
서부터 할머니나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으며 익힌 천주가사를 함께 잘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생의 월산
공소가 외부의 구교우 집안, 특히 전라도 지방 구교우 집안과의 혼인을
38) 새벽종, 천주교 화산성당, 1958, 11～38쪽.
39)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Ⅰ, 도서출판 빅벨, 1998, 370～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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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오랜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굳게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월산 공소 신자와 구교우 신자들의 혼인 관계
번호
1
2
3
4
5
6
7

성명

출생

영세

혼배

출신지

비고

양해진 요셉

1914 1931(18세) 1931(18세) 서천 월산리

양재근 양자

유 가타리나

1913 1913(유아) 1931(17세) 전라도

구교우

양갑진 마디아

1917 1934(18세) 1936(20세) 서천 월산리

양재춘 차남

김영선 수산나

1917 1917(유아) 1936(20세) 함열 성매리

양재춘 큰며느리

양홍진 도마스

1919 1937(19세) 1938(20세) 서천 월산리

양재춘 삼남

박영래 안젤라

1920 1920(유아) 1938(19세) 박의서 후손

순교자 후손

김홍식

부여 은산면 대양리 구교우

양옥녀 바르바라 1911 1926(16세)

서천 월산리

양재춘 장녀

박종우 요안

1927 1927(유아) 1943(17세) 서천 월산리

박사성 장남

정정순 안나

1927 1927(유아) 1943(17세) 부여 은산면 대양리 구교우

김창배 야고버

1927 1927(유아) 1947(21세) 서천 월산리

김현규 장남

장막래 골롬바

1930 1930(유아) 1947(18세) 미상

구교우

양정규 세례자 요한 1932 1932(유아) 1948(17세) 서천 월산리

김현규 큰며느리

이계옥 엘리사벳 1932 1932(유아) 1948(17세) 익산 황등

구교우

월산 공소는 본래 금사리 본당에 속해 있다가 1936년에 서천 본당이
분리 설립되면서 서천 본당에 속하였다. 그리고 1943년에 장항 본당이
설립되고 서천 본당이 공소로 전락되면서 월산 공소는 다시 장항 본당
에 속하였다. 양재근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949년 장항 본당
의 교세를 정리한 [표 4]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월산 공소는 신
자 총수 128명(남자 58명, 여자 70명)의 서천읍 공소와 115명(남자 54
명, 여자 61명)의 장항읍 공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소로 신자 총수는
73명(남자 42명, 여자 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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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산 공소가 위치한 곳은 옛 고을의 읍치가 있던 곳도 아니
고 오늘날 면사무소가 있는 곳도 아니며 교통의 요지도 아닌 금강 가
의 변두리 농촌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산 공소가 서천읍 공소
와 장항읍 공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공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
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 가는 유학을 버리고 대신 새로 부상하는 서양의 천주교
를 정학으로 수용한 양재근이 공소 회장으로 임명되어 김 베네딕토와
함께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몸소 복음을 그대
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
여 상을 당한 가난한 교우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주었고, 살 길이 막막
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농지를 소작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
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세를 받은 교우가 세상을 떠나면 비록 나환자일
지라도 반드시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여 교회의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
러 주면서 참석한 비신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종기 치료 의사로 유명한 그는 사방의 종기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여 영세를 받게 하
였다. 특히 자신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낫은 환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면,
그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쳤을 뿐이라고 말하여 모든 공을 성
모님께 돌렸으며, 가난한 교우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하
였다. 아울러 사비로 공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두루 제공하였으며, 공소의 신자들이 신앙심이 깊은 구교우와
혼인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여 구교우의 신앙 전통을 신생 공소에
뿌리내리게 하였다.40)
40) 이와 같이 월산 공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양재근에 대해 금사리 본당의
4대 주임인 이여구 신부는 “모래밭에 집도 잘 짓는다.”라고 칭찬하면서 많
은 영세자를 내었지만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 주기를 더욱 갈망하였다
고 한다(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 공소의 유래｣,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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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향촌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는 유학을 버리고
대신 새로 부상하는 서양의 천주교를 수용한 양재근은 이후 월산 공소
회장이 되어 주변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이웃 사
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에 힘입어 교세가 크게 신장된 월산 공소는
1934년 특별히 교회의 주목을 받아 경향잡지4월호에 모범적인 공소

로 소개되었고, 1949년에 이르러서는 서천 지역에서 세 번째로 교세가
큰 공소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그는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가계도 이전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표 4] 장항 본당의 1949년 교세통계표
공소
장항읍
덕암
서청읍
장구리
거산리
신농리
한실
한산
월산

사규
사규
재고
영성
고해
해
체
65 65 592
14 13 14
73 71 460
34 33 27
29 28 26
45 44 48
11 11 11
19 19 18
39 37 40

대인 대인 교우 유아 신자
재영
영세 위험 자녀 위험 간혼
성체
자 대세 영세 대세 배
2002 28 21 27 43 11
13
458
25
24
48
11
18
40

신자
남자
총수
54
10
58
16
19
35
9
17
42

신자
여자
총수
61
12
70
18
20
35
11
14
31

신자
남녀
합계
115
22
128
34
39
70
20
31
73

신자
전입
자
8

신자
전출
자
47

신자
남자
사망
4

여자
신자
사망
2

냉
담
자
20

예
남자 여자
비
회장 회장
자
17 1
1
1
1
1
1
1
1
1

진죽

42

41

48

46

27

26

53

1

대천

33

31

32

31

26

24

50

1

죽청

18

16

도화담 42

40

43

43

32

28

60

1

북당골 43

43

40

40

22

24

46

합계 507 492 1399 2799

28

21

27

43

11

367 374 741

1
8

47

4

2

20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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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제까지 충남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에 있던 서천 본당 소속의 월산
공소 신자들의 교적, 영세 문서, 족보 등의 여려 자료들을 활용하여 유
생으로서 천주교에 입교하여 월산 공소의 초대 회장을 지낸 양재근의
가계와 생애, 입교와 공소 회장으로서의 활동, 월산 공소의 혼인을 통
한 전라도 신앙전통의 계승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알
아본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남원양씨 장영공파에 속한 양재근의 가계는 17, 8세기에 활동한 16
세 양대하 이후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는데, 그의
가계가 집단적으로 거주한 월산리에는 김․박․서․장․임․최․한․
조 씨 등이 일부 섞여 살았다. 조선 초까지 문과 급제자와 고위 관리를
여러 명 배출했던 그의 가계는 16세 양대하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몰
락하여 향반으로 전락하였으며, 양재근의 부친 양형환 대에 이르러 생
활이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그러나 24세 유생 양재근이 유학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용적인 의술
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명의로서 이름을 사방에 크게 떨침에 따라,
그는 가난을 면할 뿐만 아니라 부를 쌓아 50여 마지기의 전답을 소유
하고 사릉 참봉이라는 직함도 얻었다. 또한 그는 집안사람들과 마을사
람들에게 두루 추앙을 받아 집안과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주선하였
다.
양재근은 시댁 식구들 몰래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바치며 천주교 신
앙을 유지해 오다가 운명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천주교 신자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이 믿는 천주교 신앙을 후손
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어머니 최 바르바라의 유언을 받들어 1900년경
전라도의 이종사촌 집에 가서 교리문답 책을 구해다 같은 마을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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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와 배우고 1901년경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 가는 유학을 버리
고 새로 부상하는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이어 두 사람의 전도로 전체
입교자 수가 10을 넘어선 1925년에 금사리 본당 소속의 월산 공소가
설립되면서 그는 월산 공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양재근 회장은 김 베네딕도와 함께 전교활동을 활발히 펼치면
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상을 당한 가난한 교우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농지를 소
작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자신에게 영세를 받은 교우가
세상을 떠나면 비록 나환자일지라도 반드시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여
교회의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 주면서 참석한 비신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종기 치료 의사로 유명한 그는 사방의 종기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여 영세를 받게 하
였다. 특히 자신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낫은 환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면,
그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쳤을 뿐이라고 말하여 모든 공을 성
모님께 돌렸으며, 가난한 교우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하
였다. 아울러 사비로 공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두루 제공하였으며, 공소의 신자들이 신앙심이 깊은 외부의 구
교우, 특히 전라도 지방 구교우 집안과 혼인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
여 구교우의 신앙 전통을 신생 공소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양재근의 전교 활동에 힘입어 교세가 크게 신장된 월산 공소
는 1934년 특별히 교회의 주목을 받아 경향잡지4월호에 모범적인 공
소로 소개되었고, 1949년에 이르러서는 서천 지역에서 세 번째로 교세
가 큰 공소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그는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가계도 이전의 사회
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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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재근 회장 재임 시기 월산 공소의 입교자
번호
성명
1 최 바르바라
2
3
4
5
6
7

출생
1846

영세
?
1901년(31세)
양재근 바르톨로메오 1871
경
김 베네딕토
1901년경
某
1905
某
1905
某
1905
1907년(59세)
양형환 바오로
1849
전후

8

양해진 요셉41)

1913

9

김 베네딕토

1864 1923(60세)

1919(7세)

10 임 베드로

1858 1923(66세)

11 임 안나

1906 1923(18세)

12 박사성 도미니코
13 양옥녀 바르바라
14 박종우 요한

1898 1925(28세)
1911 1926(16세)
1927 1927(유아)

15 양 바르바라

1910 1927(18세)

16 최 마리아

1886 1927(42세)

17 양 데레사

1910 1927(18세)

18 서 시몬

1923

19 김 야고보

1927 1927(유아)

20 양 골롬바

1890 1927(38세)

21 윤성녀 마리아

1904 1927(24세)

22 서기순 루시아

1908 1918(11세)

1927(5세)

혼배

거주지
비고
월산 양재근 모친
부-양형환
월산
모-최 바르바라
월산 김현규 가브리엘 부친
월산
월산
월산
부-양주갑
월산
모-정씨
부-양 바오로
월영
모-박 마리아
부-외교인 김씨
월산
모-지씨
부-외교인 임씨
월산
모-백씨
부-임 베드로
월산
모-윤씨
월산 박종진 부친
월산 김찬영 가브리엘 모친
1943
월산 박사성 장남
부-외교인 양재춘
월산
모-외교인 박씨
부-외교인 최씨
월영
모-외교인 이씨
부-외교인 양재운
월산
모-외교인 조씨
부-서병권 루도비코
월산
모-외교인 윤씨
부-외교인 김현권
월산
모-외교인 서씨
부-외교인 양재춘
월산
모-외교인 박씨
월산 박종진 모친
김현규 부인, 부여 충화
1927년 전후 월산
면 상포리 출신

전거
공
공
공
공
공
공

영
영
영
공
공
공
영
영
영
영
영
영
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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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 가브리엘

1905 1928(24세)

월산

24 양재춘 바오로42)

1885 1928(44세)

월산

25 임 요셉

1902 1928(27세)

월산

26 서 루시아

1910 1928(19세)

월산

27 서 야고보

1877 1929(53세)

월영

28 양 막달레나

1928 1929(유아)

월영

29 박 안드레아

1902 1929(28세)

월영

30 박창구 도미니코

1897 1929(33세)

월영

31 서 아우구스티노

1913 1929(17세)

월영

32 김태곡 시몬

1911 1929(19세)

월영

33 장 마리아

1914 1929(16세)

월영

34 장 막달레나

1917 1929(13세)

월영

35 양 아녜스

1879 1929(22세)

월영

36 양 안나

1890 1930(41세)

월영

37 서 마리아

1913 1929(17세)

월영

38 박 바르바라

1910 1930(21세)

월산

39 박 요한

1926

1931(6세)

월영

40 박 요한

1930 1931(유아)

월영

41 김운배 베드로

1931 1931(유아)

월산

부-김기억 베네딕도
모-외교인 박씨
부-양형환 베드로
모-최 바르바라
부-임 베드로
모-외교인 서씨
부-서재석
모-외교인 윤씨
부-서판인
모-외교인 조씨
부-양재춘 바오로
모-박 마리아
부-박덕삼
모-외교인 이씨
부-박 노미
모-외교인 서씨
부-서 루도비코
모-첩 윤씨
부-김 사획(?)
모-양씨
부-장기순 베드로
모-외교인 김씨
부-장기순 베드로
모-외교인 김씨
부-양 베드로
모-최 바르바라
부-외교인 양씨
모-외교인 서씨
부-서 요한
모-외교인 김씨
박 재류(?)
모-최 마리아
부-박 도미니코
모-윤 마리아
부-박 도미니코
모-윤 마리아
부-김현규 가브리엘
모-서기순 루시아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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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44
45
46

김현규 가브리엘
김봉의 시몬
박조봉 안드레아
서귀충 마리아
유 가타리나

1904
1912
1902
1913
1913

1931(28세) 1927년 전후
1931(20세)
1931(30세)
1931(18세)
1913(유아)
1931

월산
월산
월산
월영
월산

47 양갑진 마티아43)

1916 1932(17세)

월영

48 장 골롬바

1931 1932(유아)

월영

49 양정규 요한 세례자

1932 1932(유아)

1948

월영

50 양남진 아우구스티노 1932 1932(유아)

월영

51 박 안드레아

1932 1932(유아)

월영

52 김 아가다

1932 1932(유아)

월영

53 조 로렌조

1933 1933(유아)

월영

54 김 안토니오

1933 1933(유아)

월영

55 장 토마스

1920 1933(14세)

월영

56 박종관 아구스티노

1934 1934(유아)

월영

57 김찬영 가브리엘

1934 1934(유아)

월영

58 김 요한

1934 1934(유아)

월영

59 한을예 데레사

1916

1934(19세

월영

60 최 데레사

1934 1934(유아)

월영

61 김 필립보

1934 1934(유아)

월영

62 양안구 필립보

1935 1935(유아)

월산

63 박 마리아

1917 1935(19세)

와초리

김운배 부친
김동채 부친
김봉의 아내
양해진 요셉 부인
부-양 바오로
모-박 마리아
부-장 베드로
모-김 루시아
부-양해진 요셉
모-유 카타리나
부-양재춘 바오로
모-박 마리아
부-박창구 도미니코
모-윤 마리아
부-김성배
모-이 안나
부-조동열 프란치스코
모-박 루시아
부-김 시몬
모-서 마리아
부-장 베드로
모-김 루시아
부-박창구 도미니코
모-윤 마리아
부-김홍식 야고보
모-양 바르바라
부-김남순
모-박 바르바라
부-한경조
모-김씨
부-최 바오로
모-박 마르티나
부-김성배
모-이 안나
부-양해진 요셉
모-유 카타리나
부-박?

공
공
공
공, 영
공
영
영
공, 영
공, 영
영
영
영
영
영
공, 영
공, 영
영
영
영
영
공, 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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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양환 요한

1935 1935(유아)

65 조순례 안나

1935 1935(유아)

66 김 데레사

1887 1935(49세)

67 김동훈 발라바
68 김영산 수산나

1936 1936(유아)
1917 1917(유아)

1936

69 양우석 안셀모

1920 1937(18세)

1939

70 양홍진 토마스

1919 1937(19세)

1938

71 양운규 베드로

1938 1938(유아)

72 박영래 안젤라

1920 1920(유아)

73 김금자 데레사

1939 1939(유아)

74 김형렬 토마스

1913 1939(27세)

75 박정자 안나

1939 1939(유아)

76 나상여 루시아

1921 1937(17세)

77 양선규 토마스

1940 1940(유아)

78 양완규 타데오

1940 1940(유아)

79 김궁무 바오로
80 김명순 아가다

1941 1941(유아)
1941 1941(유아)

81 양복선 아녜스

1941 1941(유아)

82 양영자 마리나

1941 1941(유아)

83 양은규 노렌조

1943 1943(유아)

84 양만규 가브리엘

1943 1943(유아)

1938

1939

모-노 빅토리아
부-한 베드로
월산
모-유 마리아
부-조 프란치스코
월영
모-박 루시아
부-김성낙
월영
모-박씨
월산
월산 양갑진 토마스 부인
부-양재준
월산
모-조씨
부-양재춘 바오로
월산
모-박 마리아
부-양해진 요셉
월산
모-유 카타리나
부-양홍진 토마스
월산
모- 박영래 안젤라
부-김봉의 시몬
월산
모-서 마리아
완포리 김궁무 바오로 부친
부-박사성 도미티모
월산
모-양성녀 마리아
월산 양우석 안셀모 부인
부-양홍진 토마스
월산
모- 박영래 안젤라
부-양갑진 토마스]
월산
모-김영선 수산나
완포리 부-김형렬 토마스
월산 김찬영 가브리엘 妹
부-양우석 안셀모
월산
모-나상녀 루시아
부-양해진 요셉
월산
모-유 카타리나
부-양해진 요셉
월산
모-유 카타리나
부-양갑진 토마스]
월산
모-김영선 수산나

영
영
영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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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김동채 미카엘

1942 1943(유아)

월산

86 정정순 안나

1927 1927(유아)

87 박순자 수산나

1944 1944(유아)

월산

88 박종진 바오로

1944 1944(유아)

월산

89 양덕규 마테오

1944 1944(유아)

월산

90 김종희 루시아

1926 1926(유아)

91 양봉규 시몬

1945 1945(유아)

월산

92 김영자 아녜스

1946 1946(유아)

월산

93 양학규 베드로

1946 1946(유아)

월산

94 양찬규 안토니오

1947 1947(유아)

월산

95 김석기 안드레아

1947 1947(유아)

완포리

96 양원규 요한

1947 1947(유아)

월산

97 장막래 골롬바

1930 1930(유아)

98 박준환 프란치스코

1948 1948(유아)

월산

99 박옥자 세실리아

1948 1948(유아)

월산

100 양수자 마르타

1948 1948(유아)

월산

101 이계옥 엘리사벳

1932 1932(유아)

1948

월산

102 이의만 아킬로

1924 1924(유아)

1944

월산

1943

1944

1947

월산

월산

월산

부-김봉의 시몬
모-서 마리아
박종우 요안 부인
부-박종우 요안
모-정정순 안나
부- 박사성 토미니코
모-윤성녀 마리아
부-양홍진 토마스
모- 박영래 안젤라
이의만 아내
부-양갑진 토마스]
모-김영선 수산나
부-김현규 가브리엘
모-서기순 루시아
부-양우석 안셀모
모-나상녀 루시아
부-양홍진 토마스
모- 박영래 안젤라
부-김형렬 토마스
부-양해진 요셉
모-유 카타리나
김창배 야고보 부인
부-박종우 요안
모-정정순 안나
석동운 가타리나 딸, 박
명규 妹,
부-양갑진 마티아
모-김영선 수산나
양정규 부인, 양갑진 며
느리
김종희 남편, 1948년 이
전 독뫼서 이주

41) 1919년 양재근 회장에게 영세하고 1930년 11월 17일 11월 17일 이여구 신
부에게 월영 공소에서 보례를 받았다(금사리 본당 세례대장3권(1929～
1937), 영세문서 89번).
42)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공소 교세통계표｣, 89쪽에는 양재춘(바오로)의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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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전거 난에 ‘공’은 월산 공소 신자들의 교적을, ‘영’은 월산 공소 신자
들의 영세 문서를 뜻한다.

이 논문은 2017년 2월 16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생년은 1886년, 영세한 해는 1918년, 견진한 해는 1822년으로 되어 있다.
43) 양찬규 편, 앞의 책, ｢월산공소 교세통계표｣, 89쪽에는 양갑진(마티아)의
생년은 1917년, 영세한 해는 1934년, 견진한 해는 1940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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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 scholar Yang Jae-geun
(梁在根)’s Entering into Catholic and
Propagation Activity in Seocheon
Seo, Jong-Tae
This paper looked into Confucian scholar Yang Jae-geun in
Seocheon, Chungcheongnam-do Province, who entered into Catholic
after abandoning Confucianism in about 1901. Yang was the first
president of Seocheon Wolsan Catholic Church (舒川月山公所), who
expanded the congregation to a large extent. The Yang lineage (家
系), originated from Namwon, had lived as a group in Wolsan-ri,
Hwayang-myeon, Seocheon-gun, since the 17th and 18th centuries.
Since then, his lineage turned into local elites (鄕班) as it politically
and socially collapsed and became poor as it financially fell down.
However, Confucian scholar Yang Jae-geun, aged 24, became
better off again as he won a reputation as an excellent doctor by
taking a deep interest into practical medical practices rather than
concentrating only on Confucianism. In addition, in pursuance of the
will of his mother Barbara Kim, who hid herself as a Catholic and
secretly led a religious life for the rest of her life, in about 1900 he
entered into Catholic, which teaches to love people like brothers and
sisters born from the same parents, after abandoning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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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as losing its authority in the local society.
After being appointed as the president of Wolsan Catholic Church
that was founded in 1925, He spread the gospel to the neighbors
and supported the poor congregation who were bereaved, and
established a community of true love by practicing love of neighbor
such as seeking the ways to survive for the congregation under the
financial hardship. As a result, Wolsan Catholic Church, which
expanded the congregation, was introduced by a Catholic magazine
as an exemplary Catholic Church in 1934 and became one of the
third largest Catholic churches in Seocheon in 1949. By doing so, he
became one of the important figures who can bring influence to a
certain extent in the local society, and his lineage restored its
former social standing.
Key Words : Yang Jae-geun(梁在根), Bartolomeo, Seocheon
Wolsan Catholic Church(舒川月山公所), president of
Wolsan Catholic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