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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가톨릭 매일 복음이라는 영성 포드캐스트 사이트에 한국 최초의 신부 중 한
명인최양업이 19세기중반에쓴서신을낭독하는연속방송이있다. 낭독자는그

중한장을마무리하면서 “다음시간에는…수녀님들처럼동정을지키기위해목숨

까지 내놓아야 했던 바르바라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 본고는 Korean Studies 42 (2018)호에 등재된 “Young Barbara’s Devotion and Death:
Reading Father Ch’oe’s Field Report of 1850”를저자가한글로옮긴것이다. 영문버전의
단어 수 제한의 이유로 빼야 했던 참고내용 주석이 몇 개 추가되었으며 한글 문장의
좀 더 자연스러운 구성을 위해 괄호 밖의 문구를 괄호 안에 삽입하고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혹은 반대로 바꾼 부분이 몇 있다.

** 유타 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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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로다음방송에대한기대를돋운다.1) 시청자들은이교도로부터강제결혼이나

강간의 위협앞에서 생명을 잃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다음방송의이야기는뜻밖의내용이다. 발바라라는소녀의동정선언을위협하

는요소는단순한이교도인박해자가아니며그녀의죽음도외부적인요소로인한

것이 아니다. 발바라에게 독신 선언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는 대상은

주교님이다. 물론, 주교의이러한명령을유도하는것이여성의결혼에대한선택권

을허락하지않는 19세기조선의문화이니그문화를 “이교도인박해자”라고생각

할수도있다. 그러나이사건에대한교회의역할때문에발바라의박해자가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더욱 복잡해진다. 더불어 그녀의 독특한 죽음의 문제도

있다. 발바라가주교의명령을거역하자그녀는성체를금지당하며절망하게된다.

그러다가그녀는불치병에걸리면성체를받고선종할수있다는것을깨닫고그

길이자신을지옥불에서구하는동시에동정사명또한지켜줄것이라고생각하게

된다. 결국발바라의소원은이루어진다: 그녀는곧심각한병에걸려성체를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는다.

오늘도영적인감동을주는듯한이이야기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발바라의

임종을목격한최양업신부는하느님이발바라의고결한영혼을보호하기위해데

려간것이라고한다.2) 즉, 발바라의죽음은난관에대한신성한해결책으로보이는

것이다. 최신부의이러한해석은개인의경건성, 세속의악, 내세에서의보상을강

조하는당시대의신학관에맞는해석이다. 따라서이러한신학관은천주교인들이

종종대면하는때이른죽음의그림자 (그것이형벌을통한죽음이든초창기 1780년

대부터금지를당해온종교에소속됨에따르는다른고통에의한것이든)에의미를

부여함으로강화되었다. 그러나최신부는발바라이야기를마무리하는대목에서

자신과동료사제들(두명의프랑스선교사)은발바라의성스러운소원을지지하기

보다는막아야하는의무에대해깊은슬픔을느낀다고말함으로3) 상황의복잡성을

1)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서한집 - 일곱 번째 편지 4부 , 가톨릭 매일 복음.
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최양업 신부의 편지 모음집 (서울: 바오로 딸,
200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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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자신의 양가감정 또한 암시한다.

최초로한국천주교의역사를포괄적으로다룬 1874에출간된샤를르달레의 한
국천주교회의역사에최신부의 1850년 서신의거의전부가실린것을보면이
편지가특히주목받을만하다고여겨진것같다. 그러나달레는 “이아주흥미로운

편지”라고소개하는외에다른언급은없다.4) 기존학술논문에서는 19세기에나타

나는천주교의조선여성들에대한강화되는규제를다루는내용에서발바라의사

례가짧게언급되며5) 19세기조선의천주교동정자를조사하는글에서여러편의

신자약력중하나로등장한다.6) 김옥희는최양업의삶과사상을다룬책에서조선

여성신자들의어려움에대한최신부의관심을조명하는데여기서발바라의이야

기를소개하며당시여성신자들의각별한고통을나타내는이야기라고결론짓는

다.7) 최신부와그의사역을다루는몇몇기타글에서도발바라이야기가언급혹은

요약되지만이상의분석은거의없다.8) 발바라의이야기는그특이성및여러가지

의문을일으킨다는점에서더자세히주목할만하다. 김옥희가지적하듯이사례는

19세기조선에서여성신자들이대면한어려움을조명하는사료이기도하다. 필자

는여성신자들의사명을방해하는요소를다룬이전논문에서발바라의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9)

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
4) Claude-Charles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Tome II (Paris: Victor Palmé,
1874), 357.

5) 방상근, 19세기중반한국천주교사연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185; 송지연,
조선시대천주교여성의역사다시읽기: 동정녀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 , 동방학지
16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61.

6) 하태진, 박해시대천주교동정자분석 (1785–1886) , 부산교회사보 83, (부산교회사연구
소, 2014), 39.

7) 김옥희,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 가톨릭 문화 문고, 1984), 104-114.
8) 김수태, 최양업신부의한국천주교회사연구 , 교회사학 10,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92 참고; 류한영, 최양업신부의서한에대한교의신학적고찰 , 교회사연구 14, (한국교
회사연구소, 1999), 74 참고; 박재석, 최양업신부서한의사목보고서분석과신자들의
신앙생활연구 (서강대학교석사논문, 2008), 15-24 참고;윤미영, 박해시대천주가사(교
리)와서한연구를통한최양업신부의영성 (서강대학교석사논문, 2000), 68-69 참고;
정양모, 최양업신부의사목과사상 , 종교신학연구 7, (서강대학교종교신학연구소,
1999), 2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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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여기서는발바라이야기를한국최초의신부중하나인최양업의문화적,

심리적, 영적인신분을일부밝혀주는다층적인텍스트로조명하고자한다. 1850년

편지의내용중조선교회의유별난고통과열성,또한사역의어려움에대한주제는

최신부가조선에서쓴모든서한에나타남으로이편지는최신부의서한담론을

대표하는내용이기도하다. 그러나발바라에대한신통한이야기는이서한을구별

시킨다. 동시에 조선 천주교의 상황, 최 신부의 배경, 그리고 기타 서신들의 상세

내용중연관되는부분들을바탕으로이사례를검토했을때좀더뚜렷해지는최

신부의 상황과 인격의 새로운 차원을 엿보게 된다. 기존 한국 교회사에서는 최

신부의생애와관련된사실적인요소들에초점을맞추거나혹은그의서신에서쉽

게드러나는영성을소개하는경향이있다. 본고는최신부의특정경우의담론이

그의역할과이상과연결되는맥락에서언외의의미를추론하는접근방식으로기

존의학술적인접근을보충한다. 이렇게초기사제로서의최신부의독특한주체적

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조명하며 더 나아가 초기 한국 천주교의 다층적인 문화와

심리적 사정을 일부 밝히려 한다.

윤인선은최양업신부의서한을조선천주교인들이대면한고통에대한일종의

“치유의글쓰기”로분석하는데서한은 “수신자와의친밀성과신뢰도를전제로”함으

로 “내면적심정에대한고백적”기능을지닐수있다고한다.10) 이고백적인기능

외에도서한의맥락적인요소들을고려했을때저자자신도충분히인식하거나인정

하지않는의미가서술중에나타날수있다. 본고는최신부의배경과그의사명

당시의 한국 교회의 상황 및 발바라의 사례를 소개한 다음 상호 연결된 세 개의

관점에서최신부의보고를분석한다. 최신부의문화적이고종교적인배경이그의

관점에영향을미쳤다는전제하에서한의고백적이고맥락적인요소에의지하여

9) Deberniere Torrey, “Between Heroism and Despair: Opportunities and Barriers forWomen
in the Early Korean Catholic Church,” Asian Journal ofWomen’s Studies 23:4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 2017), 430-434.

10) 윤인선, 최양업신부서한에나타난고난경험에대한치유의글쓰기 , 교회사연구
46,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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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의위치와심리에대한추론을제의하는가운데발바라에대한최신부의

서술이다음과같은기능을지니고있음을내세운다: 고통받는조선교회에대한

특별한 호소문; 프랑스 성직자들과 조선 신자들 사이에서의 문화적 중재 입장의

기표; 신성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의 간증.

본고의부차적인목적은초기한국천주교의복합적인문화와심리에주목을끌

어 초기 선교의 역동적인 문화, 한국인 성직자와 프랑스 성직자 간의 관계, 당시

교회의여성에대한입장등과같은주제에대한지속적인연구에대한관심을돋우

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문헌은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이가미된서한,순교자기록, 재판기록, 교회서류등에국한됐지만이런종류

의 문헌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경험을 엿볼 수 있다.

Ⅱ. 최양업(1821–1861) 신부와그의사역당시의한국천주교회

최양업(세례명 토마스)은 박해를 피해 서울에서 충청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독실한천주교집안에서태어났다.11) 15세가되던 1836년에최양업은최방재(프란

시스시베리오)와함께조선에막도착한모방신부에게라틴어를배우러파견됐고

이후에김대건 (안드레아)도그들과합류하여 1837년에셋은마카오에있는신학교

로떠났다. 얼마지나지않아최방재는병으로세상을떠났지만최양업과김대건은

신학, 사제직, 교회사, 라틴어, 불어를 공부하며 마카오에서 신학 시절을 보냈다.

1842년에둘은마카오를떠나몇차례에걸친조선입국시도를시작하였다. 조선에

천주교가금지된상태로입국은비밀리에이루어져야했으며입국을위한안전한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김대건이 먼저중국을 통해조선에 입국하고입국의

기회를기다리던최양업은 1839년기해박해때에부모가순교했다는소식을뒤늦게

11) 최양업의생애에대해서는다음의자료들을참고했다: 정진석, 김대건신부와최양업
신부의 생애 ,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25-32;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교회사연구 1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74 종교와 문화

접했다. 1846년에최양업은두차례의입국에실패하고이미사제서품을받은친구

김대건 역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홍콩에서 해로를 통한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최양업은페레올주교가조선선교지에서보낸불어로된조선순교자약전을

라틴어로옮겼다. 1849년에최양업은사제서품을받아한국제 2의천주교신부가

되었다. 그후다섯번째의입국시도는중국요동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져최양업

은 1849년 12월에 조선에 도착했다.

최신부가조선에입국한 1849년에는조선천주교인들이교회의창설이후 70년

도채안된사이에두차례의대박해를포함하여정부로부터여섯차례의박해를

치른상황이었다. 선교사의개입없이중국에서전해진천주교서적을접한양반들

에의해시작된조선교회를섬기러 1795년에입국한중국인주문모신부는 1801년

신유 대박해의 피해자 중한명이었다. 이때 평신도 지도자들의 대부분을포함한

신자약백명이죽었고 4백여명이유배형을받았다. 조선교회는또다시선교사

없이비밀리에성장하다가 1834년 중국인유방재신부의입국에이어 1836년에는

모방신부, 1837년에는엥베르주교와샤스탕신부가입국하였다. 1839년기해년에

일어난제 2의대박해때는3명의프랑스선교사와 (유방재신부는 1836년에귀국했

다) 최양업의부모를포함한백명이넘는신자가죽었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

고파리외방전교회는 1845년에페레올주교, 다블뤼신부, 그리고김대건신부를

조선에 파견했다. 김 신부는 입국 후 1년도 안되어 여덟 명의 다른 신자와 함께

사형을당했지만페레올과다블뤼는체포를피할수있었고그후약 20년동안은

조선교회가비교적안전하게성장하는가운데 1865년에는사제수도 12명으로늘

었다. 1866년까지는정부로부터오는직접적인박해는없었으나여전히금지된천

주교종교행위는곳곳에공소로지정된개인집에서몰래집행되었고외국인신부

들은상복으로모습을가리고왕래했다. 1859년에최신부와 30명의신자가반감을

품고있는포도장에의해체포됐으나당시정부가천주교에대해비교적관용적이

었던 이유로 모두 풀려났다.

1849년에 조선의 천주교인 숫자는 약 만 명이었다. 단 세 명의 신부가 한반도

곳곳에흩어있는수천명의신자를섬기고있어서신자들이종교생활에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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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를받을기회가드물었다. 그러나신자들은기도문, 영성생활에대한해설과

조언이동반된신약성서발췌문, 성인전, 기해박해에대한기록, 1801년에사형당한

지도자 정약종이쓴 최초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 외우기 쉬운 형태로 창작된
천주가사 등을 포함한 한글로 된 영성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조선교회는특별한사역지였다. 자생적인시작과사제의지속적인도움도

없이 박해를 이겨낸 끈기로 구별된 선교지였다. 유별난 고난과 지도자의 부족과

열성의조합은조선신자들로서상당히궁핍한상황을조성했으며최신부는본토

인사제인동시에동족들의옹호자로서그들의필요를채울수있는특별한인물이

었다. 친구김대건이한국에도착한지채 1년도12) 안된사이에순교를당했으니

조선 신자들의 이러한 필요를 장기적으로 채울 수 있었던 최초의 한국인 신부는

최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선교의시작에이르는몇년과조선에서의사역중최신부는자신의멘토인

마카오의르그레주아신부에게정기적으로편지를썼으며마카오의리브루아신부

에게쓴네편의편지를포함하여 19편의서한이남아있다. 언어나외모와문화적인

조건으로프랑스동료들보다는조선생활에수월하게적응할수있는유일한성직

자로서최신부는상당한책임을지고있었다. 연중다섯개의도를순회하며조선

신자의 3분의 1 내지 반이나 되는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성체를 집행하는

것이그의책임이었고13) 이들의대부분은박해를피해외지고험준한산골에서살

고있었다. 성사를집행하러다니지않을때는조선순교자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

번역하는일이나영성자료의한역과천주가사창작에시간을쏟았다. 최신부의

사역이끝난 1861년무렵에는성직자가 12명으로증가된상태였지만이제는만8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에게 사역하는 일이란 여전히 힘겨운 것이었다. 그 해 6월에

주교에게보고하러서울로가던중최신부는과로로악화된장티푸스에걸려 2주

안에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동료들은 최 신부를 조선 최초의 신학교가 된 집 옆

언덕에 묻었다.

12) 본고의 영문 버전에는 “2년”이라는 오타가 있다.
13) 최 신부가 1851년에는 5,900명 이상의 교인을 책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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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의사역기간동안가능했던조선교회의지도와신자의숫자증가와안정

적인 발전은 5년 후인 1866년에 가로막혔다. 그해 시작된 최후의 천주교 박해로

가장끔찍했던병인박해는 7년간지속되어 9명의선교사를포함한 8천이상의천주

교인이죽었다.14) 드디어 1886년에한불조약으로조선의천주교는종교의자유를

얻었고최신부가서품을받은지거의 50년만인 1896년에다시처음으로조선인들

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

Ⅲ. 최 신부의 발바라에 대한 기록

발바라에관한이야기는최신부가조선입국후르그레주아신부에게처음보낸

1850년 10월 1일서한에등장한다. 1849년 5월에상해에서보냈던서한이마지막이

었기에최신부는 1850년편지의서론에서그전해 12월에마침내이루어졌던조선

입국을묘사한다. 그리고는입국후바로병환으로앓고계셨던페레올주교와다블

뤼신부를방문한일부터시작된그동안의사역에대한보고로이어진다. 두동료를

뵌뒤최신부는곧바로순회사역을시작했고외교인으로부터서양에서온사람으

로인식되어위험한고비를넘겼던두번의사건외에는6개월간5개의도를다니며

별고 없이 사역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자신의 사역 대상인

오지교인들의궁핍한생활,위험을무릅쓴그들의열성, 그리고성직자들과의만남

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묘사한다.15)

이어서최신부는자신이깊이아쉬워하는상황을묘사하는데그것은동정생활

을통해하느님을섬기기를원하지만조선의풍속때문에결혼을강요당하는소녀

들에대한내용이다.16) 결혼을하지않은젊은여성들은외교인으로부터납치당할

14) 병인박해 , 가톨릭 사전.
15)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53-63.
16) 그당시의엄격한유교규율에따라여성들은시부모를위해자식을나음으로최고의
도덕적인의무인효도를행할수있었다. 따라서여성의동정생활은대개금지되었는데
이것은천주교동정녀들에대한경고뿐아니라불도를따르려는여성들에대한경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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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있었는데교회가여성들을폭행으로부터보호할의무에구원의문제도걸렸

다. 최신부가전하는외교인과결혼한여성신자의사례중시집식구들의반대를

무릅쓰고도신앙을지키는경우가있긴했지만외교인과결혼하면신앙을지키기가

어려워졌다.17) 따라서최신부는 “도정생활을찬양하는설교자인우리사제들이

오히려어쩔수없이결혼을권유하거나강제로명령하는자가되어야할지경입니

다”라고말한다.18) 이중한사례로발바라에경우를소개하는데이내용은서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천주교신자집안에서태어난발바라는어려서부터동정생활에대한소원을표했

다. 조선으로전래된천주교의가르침에는동정을지킴으로써하느님을더욱깊이

섬길수있다는내용이있었고발바라가어려서부터읽었다고하는성인전과같은

기록에등장하는대부분의여성성인은동정으로살다가간인물들이었다. 더구나

초기조선신자들중에도동정녀의선례가있었다. 발바라는 11세의나이에수도자

의생활을시도하기위해가출을하여잠시산속으로들어갔다. 가족의강요로집에

돌아갔지만남달리경건하고금욕적인생활을유지하며 14세되던해에그지방의

신자들을 맡고 있는 다뷜리 신부에게자신의동정사명을밝혔다. 신부는결혼에

대한여성의선택권을금하는사회에서발바라와다른신자들이대면할위험을언급

하며발바라의사명을말리려고했다. 납치의위험이따를것이고외교인들의주의

를 끄는 문제도 있었다. 역시 그 후에 발바라는 결혼을 강요하는 외교인 청년을

피하기위해두차례나산으로도망쳐야했고끝내발바라의가족은핍박을피하기

위해다른고장으로이사했다. 동정사명을포기하라는페레올주교의명령에발바

라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주교는 발바라에게 성사 금지의 처벌을 내렸다.19)

사례에서도볼수있다 (조은수, 믿음의힘으로유교적획일화에맞서다 , 조선여성의
일생 (서울: 글항아리, 2013), 279-280 참고). 불교인들과는달리천주교인들의경우는
반역자라는 이유로 사회 풍습과 어긋나는 행위로 주위의 눈길을 끌면 개인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도 박해가 따를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했다.

17) 외교인집안에서신앙을지키려는여인들의사례: 최양업, 너는주추놓고나는세우고,
55, 59, 61 참고.

18)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4.
19)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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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금지령은발바라를바로잡고 “의로운길로돌아오게끔”하는것으로,20) 신앙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명령이었다. 천주교의 7성사는 고해성사, 성체, 견진,

서품, 혼인과병자성사를포함하는데발바라는성사금지령으로써사제에게죄를

고백하거나성체를받을수없게된것이다. 천주교는성사란영적인변화를이루게

하는하나님의특별한은혜의표적이라고하는데모든성사가모든교인에게필수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성직자가되기위한서품성사의대상은극히한정됐다.) 보편

적으로성사는구원에이르는방법으로이해된다. 특히죄라는것은거의불가피하고

신체를위한영양을지속적으로받아야하듯이영적인영양인성체또한지속적으로

받아야하니죄고백과영성체는특히중요한성사로여겨진다. 즉발바라는성사를

받을수없음으로구원이위험해진것이었다. 발바라가 18세되던해에최신부가

이웃동네를방문하고있었는데발바라가그소식을듣고최신부에게찾아가성사를

부탁했지만최신부는안타까운심정으로발바라가자신이책임지고있는지역의

신자가아닌데다자신도주교의명령을어길수없다고설명했다. 그때발바라가

병으로누워있는친구를보고임종이곧성사금지령을받은자신이라도성사를받을

수있는불가피한상황이라는사실을깨닫고기도와눈물로밤을새웠다. 발바라는

새벽이되자앓기시작하고곧자리에누웠다. 발바라의병이급도로악화되어최

신부는어쩔수없이성사를집행해줬고발바라는앓기시작한지나흘만에고해성

사, 병자 성사와 임종자를 위한 미사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었다.21)

서한의이어지는내용에서최신부는기타상황과교인들의어려움을묘사하며

조선정부의비리와 허점과 백성들에대한착취 또한 언급한다. 주변에 발생하는

병중많은경우는위생적이지못한물때문에생기는것이라고생각하기에물을

정화시키는방법에대한정보를부탁하며교인들을위한십자가나성화와같은성

물또한부탁한다. 마지막으로조선의고통받는사람들을기억할것을부탁드리며

편지를 마무리 한다.22)

20) “Excommunication.”
21)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0-73.
2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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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별된 교회를 위한 특별한 호소문

최신부의편지는발바라이야기가핵심이되는보고와호소문의복합적인성격

을띠고있다. 이서한의전반적인주제는조선천주교인들의어려움, 그리고역경

속에서도불타는그들의믿음이며부수적인주제는이러한환경에서의사역의어려

움이다. 육체적이고영적인복지에대한위험을무릅쓰면서도자신의영적인사명을

지키려는여성, 그리고그러한사명을지지해야할성직자가주변의위험한상황과

천주교공동체를보호하고안정시켜야하는책임때문에도리어막아야하는안타까

운입장의복합적인어려움을생생하게전달하는중심항목으로발바라의사례는

이러한주제를잘설명한다. 자신도조선인인최신부는조선천주교의구별된역사

속에서태어나부모와친구김대건의순교까지도경험한사람으로서조선교회가

제대로인정받는것을남달리갈급하게여겼을것이다. 최신부는다른서한에서도

조선교인들의어려운상황, 그들의성사를받기위한극단적인행위, 지도자가부족

한 가운데 교인수가 증가하는 상황, 성직자들의 힘과 자원 소모 등을 묘사한다.

그런가운데발바라의사례는이편지의영향의가능성을강화시킨다. 이사례의

강점은 신의 개입을 암시하는 극적인 결말로 이루어지면서도 아예 비합리적지는

않다는것이다. 갑작스러운병증세는그당시흔했으며발바라가어렸을때학질을

앓은적이있다고하는데23) 만성성일경우여러해후에다시발생할수있다. 또한

이야기의주인공은평소의신앙심뿐아니라자신이가장필요했을때하느님을움직

이게 하여 며칠 사이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로 확실히 구별된 인물이다.

최신부는조선순교자들의사례를기록하고번역하는일을하면서그들도천주교

성인의 반열에오르기를 바란다고했는데24) 발바라의이야기는전통적인 순교의

이야기가아니고조선교회가비교적안정을찾은시기에일어난일이지만그성격상

초창기부터조선교회를장식한영웅적인이야기와같은분류라고할수있다. 그리

고자신이원하는순간에하느님의개입을불러왔다는것은그녀가순교자들과도

2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7.
24)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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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인물임을암시한다. 그당시세계적으로천주교선교지의상황이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이유럽선교사들이선사하는 ‘좋은소식’에대해냉담하거나아예적대

심을품고있음”을보여주는시대에25) 조선의경우는그반대로교인들의열성이

궁핍과박해를견디어낼정도로강렬했으며순교자뿐아니라하느님의손을움직이

는열성과열망을지닌젊은여인과같은믿음의영웅들이탄생하고있다는것이었다.

이편지가수취인르그레주아와외국의다른서양인들에게사실상어떠한영향

을미쳤는지는연구가필요한항목이지만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이편지의
거의전부가실려있다는사실은최신부의서한중특별한중요성을띄고있다는

것을암시한다. 달레의책에발췌된기타최신부서한내용은조선입국에실패한

사례를묘사하는1847년 9월 30일편지의절반, 1849년 5월12일편지중주님의일에

대한자신의헌신을선언하는짧은단락, 그리고잡귀들로부터괴롭힘을당하다가

개종한한가정의사례를묘사하는 1857년 9월 14일편지의대부분이다.26) 즉,달레

의역사서에편지내용의대부분이등장하는최신부의두서한중하나가발바라의

사례가 담긴 서한이다.

Ⅴ. 문화적 중재인

위에언급한대로최신부의조선인신분은그의조선교회를위한옹호자역할을

강화시켰다. 동시에그는여러해동안외국에서프랑스인들로부터교육을받음으

로독특한양문화간의입장을취하고있었다. 물론, 폐쇄된나라에서서양의종교

를받아들였음으로신앙의수준이나주변사회의상황에따라정도의차이는있어

도조선천주교인이라면누구든문화적인주변인이었다. 그러나다민족, 다국적인

25) Mary Heimann, “Catholic Revivalism inWorship and Devo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ristianity: World Christianities, c. 1815–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77.

26) Claude-Charles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Tome II, 338-339, 343-344, 4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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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둘러싸인마카오에서서양인들로부터서양의언어와역사, 전통, 신학을

공부한최신부는순교당한친구김대건과더불어그당시보기드문다소세계화

된 조선인이었다. 앞에언급한 1850년 편지의 한단락에서 어느 마을의 주민들이

자신을 서양인으로 인식 했다고 하는데27)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이 단지 최

신부의의복이나마을교인들이최신부를대하는태도를보고한말이라고해도,

결론적으로최 신부는 일반 조선인과는 다르게 인식됐다. 더구나 입국 후에만난

가족들과28) 순회사역을돕는몇몇이들외에그의가장가까운동반자들은프랑스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나프랑스동료들과도구별된입장이최신부의조선교인들에게향한특별

한동정심과유대감에서전해진다. 프랑스선교사들의편지에도조선교인들의어

려움과열정이묘사되지만29) 그들의서한에는바깥관찰자의타국경험담성격의

정치, 종교, 문화, 조선인의인격등에대한정보가종종포함된다. 조현범이 19세기

선교사들의조선에대한태도를다루는글에서조명하는다블뤼신부가입국 10개

월후에쓴 1846년편지는조선에서의첫해동안관찰한것들을전하는데그중에는

자신을불쾌하게하는여러요소도포함된다. 외교인가정속에서천주교를따르려

는여성들을억제하는조선의여성들에대한극단적인제약에대한다뷜리의비판

은정당하지만그는조선인의인격을속단하여비난하기도한다. 조선인들을문란

하고충동적이고소란스럽고가볍고남의일에간섭이많고게걸스럽고자주술에

취하고때로는꿈과생시를구별하지못하는사람들로묘사한다.30) 선교사들의조

선인에 대한 견해의 전부가 부정적이진 않았으며 조선인을 칭찬하는 내용도 많

다.31) 그리고 1860년으로추정되는보고에서다블뤼는예전처럼조선인의인격에

2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55.
28)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28-29.
29) Daniel Kane, “The Beautiful Mission: The Catholic Missionary Experience in Korea,
1853–1866,” Acta Koreana 4, (Academia Koreana Keimyung Univ, 2001), 37-40, 50-54
참고.

30)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서울: 한국 교회사 연구소, 2015), 228-245.
31) 조현범, 조선의선교사, 선교사의조선, 228-229 참고; Daniel Kane, “The Beautiful 

Mission,”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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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난을표하지만그들을칭찬하는내용이더많은것을봤을때32) 조선에10년

넘게살면서자신의선교지의진가에대해인정하는마음이이전의태도를완화시

킨것을볼수있다. 그러나그들의평가가부정적이든긍정적이든선교사들의서한

에서 종종 취해지는 서술 방식은 분리된 관찰자이다.

최신부도선교사들과마찬가지로조선사회의여성에대한대우와조선정부의

무효와비리와종교자유에대한금지를비판한다.33) 최양업은 1839년에조선정부

가선교사들을처형한사건에대한프랑스의무반응에대해불만을표하며프랑스

가조선정부에게종교의자유를요구할것을바란다고하는데34) 차기진에의하면

이러한태도가 “식민세력을용인한듯한인상”을주고있지만35) 이러한최신부의

반응은조선인과특히조선교인들의복지를염려하는입장과연결돼있으며그는

“조선의 왕조를 부정하거나 일부 선교사들처럼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유럽

세력의침탈을용인하려는의도는갖고있지않았다.”36) 또한최신부의서술방식

은타국상황에대한냉정한보고방식이아니며조선의문화적인요소를소개할

때도선교지의상황이나교인들의필요를뒷받침해주는내용이다.37) 조선에서보

내는두번째편지에최신부는선교지에유익한두개의문화적인요소를언급하는

데선교사들이외부에다닐때상복으로얼굴을가릴수있게해주는조선의장례

풍속, 그리고쉽게익힐수있기에천주교가르침의전파에도움이되는한글이그것

이다.38) 또 다른 서한에서는 조선 사회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 비합리적이지

않으며조선인들은전반적으로사리에맞는순리를따르며깨우친다고말한다.39)

좀더비판적인입장으로는양반계층의권력남용을종종비난하고40) 리브와신부

32)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246-253.
3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5-77, 88-90, 116.
34)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5, 169, 176.
35)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45.
36)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45.
3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87-88, 142-143.
38)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87-88.
39)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42-143.
40)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14, 140–141, 16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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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보낸편지에는마카오에새로도착한조선신학생들이겸손을배우도록도울

것을부탁한다. 최신부는 “조선에서는사람들이겸손을이해하지못하고있습니다”

라고말하며그들은부귀와영화의세속적인잣대로사람들을판단한다고설명한

다.41) 그러나최신부의이러한비판은정의롭지못한요소나영성생활에장애가

되는요소에관한 것이고 단순히 외부 관찰자가 관심가질만한 인격적, 문화적인

요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최신부는거의 12년동안타국에서서양인들과생활했지만청소년기까지는조

선에서살았으므로마카오로떠났을때는조선의문화에충분히익숙했을것이며

다블뤼와 같은 동료들이 조선의 독특한 여러 요소를 보고 느끼는 정도의 충격을

체험하지않았을것이당연하다. 물론서양교육을받고12년만에조선에돌아왔으

니문화차이가전혀안느껴진것은아니었겠지만그의관심은단순한보고나해설

에있는것이아니고조선교회를옹호하는데에있다는것이서한에서나타난다.

타지에서의생활이모국에대한사랑을오히려강화시킨흔적또한보인다. 최신부

는조선입국을기다리고있는상황을유배생활로묘사하며42) 해로에서잠시조선

인과접견한것을크게기뻐하고또한차례입국에실패했을때는눈물을흘리며

상해로돌아갔다고한다.43) 또한친지들의순교에대한인식과고통받는동족들을

섬길사명이그의모국에대한그리움을더했을것이다. 이러한최신부의그리움은

조선 입국 이전의 거의 모든 서한에 나타난다.44)

이렇게최신부와다블뤼신부가조선을묘사하는데에있어조선의문화적이고

심리적인특성에대한인식의차이와조선에대한정서이입의차이를볼수있다.

최신부는다른서양동료인페레올주교와의의견충돌에대해직접언급하는내용

이 있다. 르그레주아에게 보낸 1857년 편지에 최신부는1853년페레올의 때이른

죽음에따른몇명의교인들과의충돌을언급하며양반들을지나치게의존하는페

41)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12.
4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40, 46.
4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40, 45-46.
44)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36, 38, 40, 41, 43,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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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올의태도를사건과연결시킨다. 계급의특권이습관화된양반들은주교와가까

이 지내는 데서 얻은 추가적인 특권을 쉽게 남용하여 다른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샀다고최신부는설명한다. 그당시최신부가페레올에게교만한양반복사들을

내보내라고권했지만페레올은오히려최신부를꾸짖었다. 이어서최신부는이러

한신분제도와양반들의교만한태도와신분을악용하는경향을조선으로파견되는

선교사들이잘알고올것을르그레주아에게당부한다.45) 조선순교자기록에대해

서도 최 신부와 페레올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46) 르그레주아에게 보낸 1851년

편지에최신부의조선입국전에페레올로부터받은순교자기록에는몇몇사례와

기타중요한부분이빠져있다고말하며편지에그빠진내용들을추가한다.47) 김수

태는 최 신부의 순교자 기록과 다블뤼를 포함한 프랑스 신부들이 검정한 기록을

비교검토하는논문에서양쪽문서간의차이를지적하는데, 이것은최신부의기록

이승인되지않음을암시한다. 김수태는기록의차이가최신부와그의동료들간의

사역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을 제시한다.48)

최신부는프랑스동료들과의이상의의견차는언급하지않으며페레올주교와

의양반복사들에대한의견충돌을묘사하기에앞서자신은분수를넘거나남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문화적인 식견을 잘 전달할

책임이있어서알리는것이라고미리해명한다.49) 그외프랑스동료들을언급할

때최신부는그들에대한존경심과고마움을표하고그들역시서한에서최신부를

긍정적으로묘사한다.50) 성격충돌이있어도고립되고위험한선교지에서의힘겨운

사역은성직자들로서서로간의필요성을늘인식하게했을것이고그들간의긴장

45) 최양업, 너는주추놓고나는세우고, 140–141.페레올의야반들과의관계에대한분석은
원재연, 페레올 주교의 조선 입국 후 사목 활동 ,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135, 137, 139, 157, 159 참고.

46) 김수태,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 116 참고.
4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09; 116–117, 122–123, 158–159 참조.
48) 김수태, 최양업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연구 , 116.
49)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40.
50) Claude-Charles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Tome II, 475 참고;정양모,

최양업신부의사목과사상, 239–240 참고;정양모, 페롱은최양업신부의최후를이렇게
썼다 , 종교신학연구 7, (서강대학교 종교 신학연구소, 1999), 244-2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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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것이 사역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최신부와프랑스선교사들사이의경험이나입장의차이를생각하면발바

라에대한최신부의서술에는그의동정적목격자의입장과연결되는문화차이의

문제도암시된다. 물론, 순간적인상황이최신부가발바라를도울수있게한것도

있다. 다블뤼와페레올과는달리발바라가심각한병에걸려성사를받을수있게

된순간에최신부는때마침그곳에있었다. 또한자신은주교도아니며다블뤼처럼

그지역의관할사제가아니라는사실로최신부는발바라의사명을막는주된인물

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적인 요소 외에도 유일한 조선인 사제로, 또 가장 험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제로 조선 교인들이 대면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선교사들보다

잘 아는 입장 때문에 최 신부는 발바라를 어떻게든 도울 의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입장은그의동정적목격자역할을강화시켰을것이다. 그리하여발바라가

최신부가가까이있다는소식을듣고페레올과다블뤼가금지한성사를최신부로부

터받으려했을때그가조선인이라는사실이그녀의기대에영향을미쳤을것이다.

물론발바라는성사받는것이갈급했기때문에지나가는성직자면누구에게든찾아

갔을터이지만최신부가같은조선인이라는사실이희망을더해주었을것이다.

발바라는이전의다블뤼신부와의만남에서신부가성사와동정,둘중하나를선택

하라는말을성사를허락하는것으로오해한적이있었는데51) 최신부와는적어도

언어가 통할 것이었다. 최 신부 역시 프랑스 신부들보다는 발바라와의 유대감이

깊었을것이며이로인해최신부가처음부터발바라의부탁을들어줄수없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나 발바라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기꺼이 성사를

집행한 행동이 상황 이외의 정서적인 의미 또한 띠고 있다.

발바라와의공감의문제외에그녀의사례에대한최신부의지적인시각도달랐

을가능성이있다. 페레올의후임자인베르뇌주교가조선에서사역하는성직자들

의교육용으로쓴 1857년의편지에는여성의동정사명이상황에따라허락될수

있지만당사자가신부의승낙을받아야한다고했다.52) 주교가성사금지령을내리

51)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9-70.
52) 시메온베르뇌, 장주교윤시제우서 , 순교자와증거자들,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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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에여러번발바라를경고했고그녀의부모도가정의안정을위해결혼을당부

했음에도불구하고발바라는자신의동정사명에대한상당한헌신을보였고스스

로수도자의금욕적인생활을따랐다는53) 사실을생각하면성직자들이그녀의사명

을승낙할만하지않았을까?페레올은이러한승낙이불가능하거나신중성이없다

고생각한것으로보이지만최신부의경우그의발바라와공감하는입장이나문화

적인시각을고려했을때의견이달랐을가능성이있다. 최신부는서한에서교회의

법에대한회의를표하지않으며성직자간의결속과그들의권위를존중하는태도

를 보이지만 그의 독특한 문화적 입장이나 발바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그로하여금성사금지령외에다른대안을시도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하게했을

가능성이 있다. 편지 내용 중페레올주교가 수시로 발바라를설득하다가마침내

성사금지령을내렸다는대목바로뒤에따라오는말이최신부의발바라에대한

동정심과존경심을암시한다: “이모든장애에도불구하고바르바라의결심은흔들

리지않았습니다”라고말하며이어서발바라의깊어가는열정과장애에대한고통

을생생하게묘사한다.54) 최신부는어려서부터박해와고통의상황을직접경험한

사람이었고교회법률의개입이비교적적었던시기의조선교회의자체적인창설

에대한자부심과인식이강했을것인데여기에더불어양문화간의형성기를경험

한것이 (다양한시각에대한용인을키워주는경향이있는다문화경험) 최신부로

하여금 발바라에 대해 페레올이나 다뷜리와는 다른 견해를 갖게 했을 것이다.

1981), 173.
5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6-69.
54)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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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성한 여성을 통한 영적인 감동

또다른한측면에서최신부의서한은발바라의사례가자신에게영적인중요성

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전한다. 발바라에 대한 최 신부의 서술은 성인전의 성격이

강하며신성한것을직접목격하여깊은감명을받은증인의생생한감정또한전달

된다. 발바라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최 신부가 그녀의 최후를 직접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 중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정리해서 서한에 담았을 것이다.

발바라의사명감과그녀의성사에대한갈망등을묘사하는주요내용외에최

신부는발바라가아동기부터보였던남다른영성을강조한다. 천국의일에초점을

맞춘, 금욕적인생활에헌신한소녀로식구들보다도우월한영성의소유자로그녀

를묘사한다. 한번은발바라가열한살때산으로들어가면서부모에게남긴쪽지에

“‘저를당신들의 자식으로 생각하지마시고동정 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

오.”라고썼다고한다. 쪽지의내용중부모에게세상삶의헛됨을상기시키고하느

님께서는 당신을 의탁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니 자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다.55) 발바라의오빠가그녀를찾다가외진동굴에서그녀를발견하는데발바라는

그험한곳에서영성자료를읽고기도하면서시간을보내고있었고함께데리고

간친구에게영적인멘토역할까지하고있었다. 친구와함께야생식물을먹으며

버티면서 그녀는 “그 황량한곳에서더할수 없는만족한 즐거움을한껏 맛보고”

있었다고한다.56) 그녀를집으로데리고가려는오빠를발바라는갖은힘으로저항

하다가포기하고집으로돌아가지만집에서어머니가크게꾸짖자발바라는 “하느

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라고 상기 시킨다.57)

발바라는집에서일주일에두차례의금식을하고사순절에는하루에작은한끼만

먹으며 집과 밭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금욕적인 영성 생활을 지속한다.58)

55)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5.
56)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5.
5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5-66.
58)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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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라는세상을떠나는날까지의몇해를이러한헌신된영성생활로보낸다.

최신부는 “조선에서는일상기도문이짧지아니한데, 바르바라는그것을모두암송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며 그 외에 교리서, 성인전, 조선 순교자의 행적 및 다른

조선천주교서적의내용들을암송했다고한다.59) 외교인들의핍박에지친가족들

이결혼하라고할때발바라는그들의부족한믿음을꾸짖으며하느님께서자기를

돌볼거라고다시상기시킨다.60) 발바라는한마디불평없이고된노동으로육체를

굴욕하는데어머니가딸의과로를막으려하자육신은죽을것이니아낄필요가

없다고대답하며삼일간학질을앓으면서도쉬려고하지않으며어머니가또꾸짖

자발바라는하느님을통해서는모든것이가능하다고말한다.61) 발바라의이러한

깊은열성은기적과같은현상을일으켜발바라가몸을학대해도건강에아무이상

이없는것을보고남들은놀라워하는데 “바르바라는자기동료들중에서가장건강

하고용모가아름다웠습니다”라고최신부는전한다.62) 마지막으로, 이야기의끝말

이 보여주듯 그녀가 죽을병에 걸리기를 바라자 전날까지도 산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건강했던발바라는하룻밤사이에심하게앓게된다.63) 죽음을앞두고누워

있는발바라는병에서오는통증과친지들이설득하는성가신요법들을참으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유익한 말들로 상심해 하는 부모를 위로한다.64) 최

신부는이야기를마무리하는대목에발바라가모든사람들로부터사랑을받았으며

어디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의 신앙심을 돋우었다고 한다.65)

여기에서최신부가발바라의신성함을인정했으며그녀로인해깊은감동을받

았다는것이나타난다. 최신부의영성에서쉽게드러나는요소들을고려하면사제

로서자신도동정, 청빈,노고의66) 삶을선택한사람이었으니세속과육체를등한시

59)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6.
60)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8-69.
61)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6-67.
6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67.
6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0.
64)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2.
65)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
66) 이대목의 “동정”과 “청빈”은천주교에서수도생활의 3덕목이라고하는청빈과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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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영혼의일에주목하는발바라의열렬한헌신을공감했을것이당연하다. 그리

고 최 신부의 서한이나 그가 창작한 천주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영성은 발바라의

입장과 비슷한 내세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67) 예를 들어, 최 신부의 가장 잘

알려진가사작품인 사향가는죄, 경건한생활, 심판, 그리고영혼의운명을강조한

다.68) 정양모는최신부가그시대의신학을지배하는 “죄와벌사상[과] …영육

이분법에사로잡”힌그 “시대의아들”이라고하며최신부가 1859년에자신과다른

신자들이체포된사건이나베르뇌주교의병환을자신과조선교회의죄과로돌린

것을지적한다.69) 정양모가인용하는최신부의서한부분은자신의죄과를직접적

인원인으로서술하지는않지만불행한사건의묘사에이어자신이나교회의결함을

안타까워하는서술법과조선입국이늦어지는것이혹시자신의죄때문인가의문하

는문구를보면70) 최신부의생각에는역시죄과가불행과연결되는경우가있다는

것이나타난다. 차기진은최신부가아버지의영성의영향을많이받았다고하는데

최신부의아버지는가족들의신앙이세속의유혹에흔들리고있다고생각되어오지

로 이사했고 그는 예수님과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본받으려 애썼다고 한다.71)

발바라에대한최신부의서술에는그의영성의일부가여성에대한특별한관점

과관계가있다는것또한나타난다. 여성이란불리한입장에서특별한고통을겪는

타자적인 주체로서 최 신부 자신과는 다른, 혹은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이 가능한

주체인 것이다. 위에 언급한데로 최신부는그의서한에서 여성 신자들의고통에

겹치며 “노고”는이러한금욕적인생활의부수적인덕목이라고할수있다. 수도생활의
제 3덕목인순명은교회의입장에서볼때주교의명을어긴발바라는지키지못했다.

67) 유병일, 天主歌辭를통해본崔良業神父의信仰 , 사목 9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참고; 차기진, 최양업신부의生涯와宣敎活動의背景 , 교회사연구 14, (한국교회
사연구소, 1999), 54 참고;윤미영, 박해시대천주가사(교리)와서한연구를통한최양업신
부의 영성 참고; 장인산, 최양업 신부의천주가사의가르침에대한 교부학적고찰 ,,
신학전망 16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8) 참고.

68) 최양업, 사향가 , 교주 천주가사, (서울: 한국 교회사 연구소, 2005). 25-58.
69) 정양모, 최양업신부의사목과사상 , 종교신학연구 7, (서강대학교종교신학연구소,
1999), 239.

70)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47.
71)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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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별한관심을보이며72) 조선순교자들의기록을정리하는과정에서어머니

의체포와사형에대한기록에특히신경을쓰는데그것은선교사들이수록한기록

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등한시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73)

차기진과최규식은최신부의성모마리아를사모하는신앙태도를조명하는데이

것을그의성모성심회참여와74) 마리아를향한기원의빈도수가예수나성인들에

게향한것보다높다는점과75) 연결시킨다.76) 이러한신앙태도역시여성에대한

최신부의배려가그의영성과도관계가있다는것을뒷받침한다. 최신부는사역

중에불우하고비천한이들을자주접했으며이들에대한양반들의부당한대우도

서한중에자주언급하는데불리한사회계층에대한그의일반적인관심도조선의

모든사회계층내에남성보다불리한여성에대한관심을뒷받침한다. 최신부는

양반의개종사례를서술할때양반이교인이됨으로세상의명예와부를버려야

했지만이러한고난을통해더욱귀한영적인재산을얻었다는것을강조함으로77)

세속적인혜택은영혼에장애가된다고암시한다. 무엇보다최신부가르그레주아

신부에게조선의양반제도의문제성을설명할때그들의행동이그리스도의정신

에어긋난다는것을강조하면서하는말이그의고통받는이에대한인식을나타낸

다: “그리스도께서는말씀과 실행으로항상가난한 사람과소외된사람들의편을

드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78)

최신부의여성에대한관심은유럽천주교의추세와도관계가있을것이다.프랑

7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4–75, 131, 169, 172–174 참고.
73)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95–109, 116–117, 122–123, 158–159.
74)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生涯와 宣敎活動의 背景 , 34.
75) 조규식, 179 [본 논문의 영문 버전에는 “178”쪽이라는 오타가 있다.]
76) 성모신심에서는성모마리아가자비의어머니,모성애로써죄인을감싸는피난처로인식된
다. (Johnson, Elizabeth. “Blessed Virgin Mary.” Harpercollins Encyclopedia of
Catholicism (New York: HarperCollins, 1989), 834 참고) 성모마리아의자비롭고모성적
인인격이최신부의발바라에대한시각이나그의정서에있어서특별한의미를지니고
있을것을본고의영문버전검토자한분이언급했다. 역시흥미로운주제이지만단어
수 제한으로 다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7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22, 151, 175.
78)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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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혁명이불러온세속화로교회는방어적인자세를취하게됐는데이러한상황에

서여성들이신앙의옹호자로등장하면서중요한역할을맡게되었다. 프랭크탈레

트는19세기프랑스에서의 ‘종교의여성화’ (성지순례나미사에대한여성들의참여

도가 남성보다 높은 현상 등)를 혁명에 의해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가 약화 된

상황과연결시키는데이러한상황에따른기독교의 ‘평신도화’가여성들에게더많

은기회를가져다준것은혁명다음해인 1794년에많은종교행위가공공장소가

아닌 여성의 영역인 가정집 내에서 집행되어야 했던 현실 때문이었다.79) 리차드

버튼도이러한 19세기프랑스와영국에서의기독교의여성화를언급하며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지적, 혹은도덕적인표출이든, 점점 분명해지는교회의현대화를

향한투쟁에서여성들이중요한인물로인식”된것을지적한다.80) 버튼은교회의

대리고통교리를언급하며81) “여성들이일상생활에서겪는아픔과환란에의미를

부여할뿐아니라자신들의무기력을스스로옹호하게함으로 [오히려] 권능또한

부여”하는그교리가여성들의마음을끌어이러한 여성화를보완했다고한다.82)

프랑스성직자들로부터교육을받은최신부도여성의열성과충실성, 또한고통

을통해얻는영적인자격을인식하는문화를접했을것이고자신이목격한조선

여성들의극심한불이익, 특히종교적인행위나사명이금지되는데서부가되는여

성들의고통이이러한개념을확인해줬을것이다. 또한성직자의개입이극히적었

던조선천주교초창기의상황이나선교사들의입국후에도계속된박해의현실로

인해조선교회역시평신도들의지도력과여성들의일반사회에서보다는적극적인

활동으로특징지어졌다. 이렇게조선교회의상황은19세기유럽천주교의여성화

현상을 일으키는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환경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최신부가발바라를묘사하는데에는학자들이언급하는남성성인전기작가가

79) Frank Tallet, “Dechristianizing France: The Year II and the Revolutionary Experience,”
Religion, Society, and Politics in France since 1789 (London: Hambledon Press, 1991),
23-24; 15-19.

80) Richard Burton, Holy Tears, Holy Blood: Women, Catholicism, and the Culture of
Suffering in France, 1840–197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xxi; xxii-xxiii.

81) 대리고통 교리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것을 말한다.
82) Richard Burton, Holy Tears, Holy Blood,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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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인과의 만남을 통해 신령한 세계를경험하는 경우를 연상 시킨다. 캐더린

무니의분석에의하면남성작가에게여성성인은초자연적인영역과근접한존재로

보이고자신이부러워하면서도흉내낼수없는성스러운친밀감을나타낸다고한

다.83) 존코그리에의하면여성들은그들의타자성(otherness) 그자체로남성들에

게신의현존을의미하였고이신성함은남성작가들에게는없는그녀들의특별한

재능에도나타나는것이었다.84) 발바라가보이는결의, 열성, 절제등과같은 ‘재능’

은 최 신부자신도지니고있었지만최신부의발바라에대한존경심은분명하고

그녀가자신과는분리된존재라는것역시분명하다. 자신과는달리발바라는조선

사회뿐아니라교회로부터도제한을받은여성으로서특별한고통을체험하고있었

으며자신의난제를해결하도록하느님의손을움직이게하는재능까지있었던것이

다. 발바라의임종을묘사한후최신부는 “여전히그의모습이생생하게떠오릅니다.

그의아름다운모습과열절한신심을결코잊을수가없습니다”라고한다.85) 또한

발바라의죽음은최신부로하여금 “회한과가책과하느님사랑의감정을충격적으

로” 느끼게 하여 평소보다 더욱 깊은 자기반성과 신에 대한 체험을 불러온다.86)

최신부가말하는 “회한과가책”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는분명하지않지

만 최 신부는 발바라가 나타내는 신성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나타난다. 최신부는사제로서신성함앞에자신의부족함을인식하는훈련을받았

을것이고발바라의열성과죽음은이러한신성의징후가된다. 이어서최신부는

“사악이그녀의지력을손상할까봐,또위선이그녀의총명을흐리게할까봐바삐

하늘로거둠을받았으니그녀의생애는짧은시간에쇠진하였으나많은시간을채웠

도다”고결론짓는다.87) 최신부가서술하는발바라의열성, 고통, 죽음, 그리고발바

83) Catherine Mooney, “Voice, Gender, and the Portrayal of Sanctity,” Gendered Voices:
Medieval Saints and Their Interpreter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11.

84) John Coakley, 225.
85)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
86)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
87)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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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야기를마무리하는대목에서표출되는경외감과감정은발바라가자신의사제

와기록자인최신부에게하느님에대한특별한경험을선사했음을암시한다. 이것

은그녀의동정수도생활에대한헌신이나세속과육체를등한시하는태도에서비롯

됐을 뿐 아니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으로서 최 신부 자신이 체험할 수 없는

고통을받는자가됨으로하느님의특별한호의를얻고끝내최신부가직접목격하

는 하느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킴으로 되는 것이다.

Ⅶ. 맺는 말

최양업과그의신학교동창인김대건과최방재는그당시포르투갈의식민지였

던마카오에서유럽식교육을받았기때문에 “조선최초유학생”으로불리기도한

다.88) 위에지적한대로조선의천주교인은누구든폐쇄된나라에흔치않은다소

혼성적인 문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 신부와 김 신부는 형성기 중 여러

해를 외국에서 유럽인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보낸 최초의 조선인이었다는 사실로

유별했다. 물론, 그들의종교교육은그당시서양문화의시각에서는보수적인구세

대의산물이었으며그들이조선에미칠수있는영향은지하천주교사회와사제

직분에한정된것이었고기존조선천주교관행을강화시키는역할에서크게벗어

나지않았다. 즉, 최신부와김신부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조선이현대화되던

시기에 서양에서 교육을 받았던 조선인들이 체험한 뚜렷한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영향과적응체험에참여하지는않았다. 그이유로현대화이전의한국에서양천주

교가미친영향의문화적이고심리적인복합성에대한연구가 1876년개항이후에

일어난극적인문화, 사상, 정치의변화에대한연구의그늘에가려진것이당연하

다. 그러나한젊은조선인이 19세기중반에비밀리에외국으로보내져모국의그것

과는전혀다른문화, 종교, 언어를공부하며아버지와같은존재인프랑스인에게

라틴어로편지를쓰면서자신의성인기를기록했다는것을고려했을때최신부의

88) 다시 돌아보는 김대건 생애 (1) 조선 최초 유학생 , 가톨릭평화신문, 2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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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혼합성이조선사회전반에미친영향은없다고해도이상황의독특성이나

그것이조선의최초동-서문화혼성체험에대해조명하는요소들은분명히주목

할 만하다.

언뜻보기에최신부의서한이나교훈적인천주가사에는그당시유럽이나조선

의 천주교에 대해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사상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소들이 없지만

최신부의문화적중재입장의관계적이고정서적인측면을고려한다면일반 19세

기 조선의환경과는 구별되는정체성형성의요소들이 암시될것이다. 최 신부가

조선에서르그레주아에게보낸서한중감동을자아내는사적인내용이담긴문구

가있는데이것은최신부가외국에서르그레주아신부와드라뷔니에르신부와지

냈던날들을추억하는부분이다. 그시절의추억을떠올리면서이제는정신적으로

지쳐있으며젊은시절의활기를잃어버린것같다고하는데해마다몇주만이라도

르그레주아신부와함께지낼수있다면그활기를되찾을수있을것이라고한다.89)

또한최신부가 1857년에조선선교지에도착한페롱신부90)와의만남을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정서적이고 지적인 사귐에 대한 그의 욕구가 나타난다. 최 신부는

페롱을두번이나방문했으며페롱에대해르그레주아로부터이미많은얘기를들

은데다페롱역시최신부의 “외로운처지를이미알고있었으므로”만나는순간부

터깊은 유대감을느꼈다고한다.91) 그 후에 쓴보고에도페롱을언급하며 “우리

둘은서로단짝입니다”라고한다. 92) 최신부의죽음후에페롱이그를 “선교사들

가운데서가장소중한분”이라고묘사하는르그레주아에게전한감동어린찬사에

서도두사람의깊은우정이확인되는듯하다.93) 최신부의문화적혼성성은그의

외로움을증가시켰을것인데프랑스동료들과의관계가그의고독이나조선사제로

서의역할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지가궁금해진다. 서양을향해폐쇄된나라, 그것

도혈육관계와연령과신분의상하관계가개인과개인간의관계보다우선시되는

89)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43.
90) Stanislas Feron: 1827–1903.
91)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27-128.
92) 최양업,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155.
93) 정양모, 페롱은 최양업 신부의 최후를 이렇게 썼다 , 244-2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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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태어난조선인이외국에서프랑스성직자들과함께보낸날들을그리워하

며동생뻘되는프랑스인을절친한친구로묘사한다는것은놀랍다. 한국역사의

이대목에서나타나는문화적이고심리적인주체들을풀어낸다면문화와종교교류

를 통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더욱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천주교선교,천주교와여성, 문화적혼성, 성인전, 한국천주교, 19세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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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bara’s Devotion and Death
: Reading Fr. Ch’oe Yangŏp’s Mission Report of 1850*95)

Deberniere Torrey (University of Utah)

In a letter sent from Korea in 1850, Ch’oe Yangŏp (1821-1861), 

one of Korea’s first native Catholic priests, writes about Barbara, a young 

Catholic woman whose vocation of celibacy is tested by both Korean society 

and the Church, and whose wished-for death solves the conundrum of having 

to choose between her vocation and continued excommunication. This essay 

highlights the strange narrative as a multilayered text that offers insight 

into Ch’oe’s cultur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identity. Current 

historiography on Ch’oe tends to focus on facts surrounding his life or 

on aspects of his spirituality that are readily apparent in his writings. This 

essay supplements such scholarship by deducing the subtexts from a specific 

instance of Ch’oe’s discourse in its relation to his role and his ideals, and 

by highlighting Ch’oe’s unique subjective and cultural situation as one of 

Korea’s first priests, with further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ly 

and psychologically layered context of early Korean Catholicism. Through 

a close reading that draws also on Ch’oe’s background, his other letters, 

and the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argues that the Barbara 

* This article is a Korean translation of “Young Barbara’s Devotion and Death: Reading 
Fr. Ch’oe’s Field report of 1850,” published in Korean Studies 42 (2018), pp.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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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functions as a special appeal for the suffering Korean Church, 

as an indicator of Ch’oe’s culturally intermediary position, and as a testimony 

of spiritual inspiration through contact with a holy woman.

Key Words: Catholic missions, Catholicism and women, cultural hybridity, 

hagiography, Korean Catholicism, nineteenth-century Chosŏ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