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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교자 묘에서 꿈꾸다
: 하늘과 땅을 잇는 세계의 중심, 초남이성지*1)

유 요 한**2)

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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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순교자의 유해, “은총의 선물”

2021년 3월 11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바우배기 언덕에 있는 무

연고 무덤군을 정비하던 중, 한국 초기 천주교 순교자로 추정되는 세 명의 유

해가 발견되었다. 함께 매장된 백자사발지석의 기록과 과학적 감식의 결과를

근거로, 이 세 사람은 1791년 신해박해 때 처형되어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

자로 인정되는 윤지충(세례명 바오로)과 권상연(세례명 야고보), 그리고 1801

년 신유박해 때 처형된 윤지헌(세례명 프란치스코)인 것이 밝혀졌다. 사촌 사

*  이논문은 2022년 10월 7일전주에서 열렸던 “2022 세계종교포럼: 성스러움을향하는
세계의 중심, 전라북도 Ⅱ”의 기조 강연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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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던 윤지충과 권상연은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워서, 이른바 ‘폐제분

주(廢祭焚主)’의 죄로 참수되었다. 윤지헌은 윤지충의 동생으로, 1796년 호남

천주교 공동체가 북경 교구장이었던 구베아(A. de Gouvea) 주교에게 선교사를

태운 서양 선박을 조선에 보내도록 요청하는 ‘대박청래(大舶請來)’ 계획에 참

여하여 ‘모역동참(謀逆同參)’ 죄목으로 능지처참형을 당했다. 교황청에서이들

의 신앙과 순교가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인정하여 ‘복자(福者)’ 

존칭을 부여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 세 순교자의묘를 찾아 신앙을기리는것은한국천주교회에서 오랫동안

소망해 온 일이었으나, 이들의 묘가 일제 강점기까지 ‘초남이’라고 불리던 완

주군 이서면 작은 마을 언덕에 있는 무덤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묘역의 정비도 원래는 1914년 전주 치명자산으로 이장한 유항검

일가의 원 묘자리로 추정되는 곳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생각

지도못했던한국천주교최초의순교자윤지충과권상연, 그리고 신유박해순

교자 윤지헌의 묘와 유해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 세 명은 모두 지금은 충청남

도 금산에해당하는 진산출신이었지만, 당시진산은 전라도에 속했다. 그래서

이들은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에서 문초를 받고 처형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묘

는 처형된 곳이 아니라 고향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전주

인근에 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유항검 가족 묘가 있던 것으

로 생각되는 묘역의 정비라는 비교적 소박한 목적으로 작업을 시행했는데, 첫

순교자 유해의 발견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천주교

인들은 이유해의발견에크게감격했다. 천주교전주교구김선태 주교는이를

하느님이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고,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영춘 신부도 “하느님의 은총”이자 “섭리”이며 “선물”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했다.1)

윤지충과권상연의묘는지금까지숨겨져왔다고할수있다. 유항검의소유

1)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의 진정성에 관한 기록 (전주: 천주교
전주교구, 2021), 4-7. 이후 기록으로 표기. 김선태는 발간사 에서, 이영춘은 간행
사 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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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묘가조성된데다가, 신유박해 전유항검의이복동생유관검이 이들의묘

에 대해 언급했던 기록을 보면, 유항검 일가가 이들의 묘를 조성했다는 것과

적어도 초남이마을의 초기 천주교인들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

다. 하지만 이들의 묘의 위치가 오랜 세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

면, 당시 유항검은 ‘강상죄(綱常罪)’로 죽은 죄인의 묘를 자신의 땅에 만든 것

을대대적으로밝히고자 하지않았던 것으로보인다. 다만유관검의 심문기록

을 통해 이들의 묘가 서울에서 유항검의 자택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정도만

알수 있었다. 신유박해로유항검가문이붕괴되고 호남초기천주교공동체가

와해된 이후에는 이들의 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졌던 셈이다. 

무려 220년 동안이나 한국 최초의 순교자의 묘가 숨겨져 왔다. 그래서 2021년

봄, 의도하지않았던 최초의순교자의 묘소의발견은 이지역에서 신앙을지켜

온 천주교인들에게 더욱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사진1> 위에서 내려다본 바우배기 유해 수습 현장 (천주교 전주교구 제공)

ﾠ
나는이 논문에서 전주교구천주교인들이 신앙 고백차원에서 “놀라운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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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선물”이라고 표현한유해의발견을학문적 관점으로재조명하고자한다. 관

련된 역사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초기 한국 천주교에서 첫 순교자의 묘가 어

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밝히고, 당시 천주교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

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를 이들이 꿈꾸었던 세계의 모습과 연결하여 설

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는 발견된

유해가 정말 첫 순교자들과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윤지헌의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들의 묘가초남이에 조성되었던배경을 설명하고, 유해의발견및 과학적감

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1년 3월 발견된 유해가 이들의 것이라는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는 윤지충과 권상연을 한국 천

주교회의 첫순교자로 보는것이정당한지의문제이다. 이논문에서도 계속이

들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당연한듯 이야기했으나, 이견이 없지 않기 때문에 확

인이필요한 것이다. 나는 18세기말 천주교 전파 및 박해와 관련된자료의 조

사를 통해 윤지충과 권상연이 첫 순교자라는 인식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

자 한다. 3장에서는 초기 호남 천주교인들이 언젠가는 초남이마을 바우배기

언덕의 순교자무덤위에성당이세워질것을꿈꾸었다는것에주목한다. 최초

의 순교자들이 묻혔던 초남이마을은 초기 호남 천주교인들의 중심적 활동 장

소이자, 18세기 말 한국 천주교 전파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그들은 금지되

고박해의대상이던천주교가언젠가는 번성하게될 것이라고믿었고, 더나아

가초남이바우배기의숨겨진묘는범속한세상너머의존재가이세상에모습

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곳, 종교학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세계의 중

심”이 될 것이라고소망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초기 천

주교인들이 신, 영혼, 우주에 대해 유교와 다르게 이해했던 것에 초점을 맞춘

다. 이들이세계를바라보는관점과 이에대한믿음은윤지충과권상연을비롯

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던져가며 지키고자 했던 것이기도 했다. 초기

천주교인들은 기존 질서내 지배층이 법과 폭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었고, 그 배경에는 이들의 새로운 우주론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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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첫 순교자’와 ‘첫 순교자의 묘’라는 제목의 타당성

이 장에서 나는 2021년 3월 발견된 유해가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윤지충과 권상연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발견된 유해가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것이며, 

윤지충과권상연이 첫순교자라는것이확인되어야, “첫순교자의묘에서꿈꾸

다”라는 이 논문 제목의학문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며, 첫 순교자의 묘가 초

기천주교인들에게 ‘세계의중심’이라는의미를 가지고있었다는 이논문의 주

제에 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신유박해 이후 200년 넘는세월동안 숨겨져 왔다가 2021년 3월에야발견된

유해가 정말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것이맞는지에대해서는아무리 철저히

검증해도 과하지않다. 종교적소망일 뿐아니라역사적사실이라는 것을확인

하기위해서는, 엄밀한 역사적고증과 과학적절차에 따른감식작업이요청된

다. 나는 검증 과정이 철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3월 11일 유해 발견

부터 9월 1일유해의진정성에관한교령공포에이르는과정을기록한천주교

전주교구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

다는것을확인했고, 발견된유해가 세순교자의것이라는결론에 동의하게되

었다.2) 

2021년 유해 발견은 2000년부터 시작된 성지화 작업으로 인해 가능했다. 

2000년 1월, 초대 성지 담당신부로부임한김환철신부는유항검생가터를 성

지화하는 일을추진하기 시작했다. 주산이 씨를비롯한 몇몇동네 주민들은김

신부에게 바우배기 부근에 천주교와 관련된 귀한 무덤 3기가 있다는 구전된

이야기를 전했고, 이에 김 신부는 바우배기 무연고 무덤군을 성지에 포함시켜

야 할것으로생각하게되었다. 그는 2003년 6월전주 천주교인들의 도움을 받

아주민들이언급한지역에있는 10기의 무덤들을정비하고, 지역주민 주산이

씨가천주교인의 무덤이라고전해들었다는 3기의무덤앞에십자가를 세웠다.

2) 유해 발견 배경 및 과정 그리고 뒤에 언급할 유해 감식 절차 등은 전주교구 순교자현
양단, 기록, 48-139를 주로 참조했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해 추가 수습에 참여한
이영춘 신부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다. 이영춘 신부의 도움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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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유해 발견 전 바우배기 묘역 (천주교 전주교구 제공)

ﾠ
앞서 말했듯이, 이 노력은 유항검 가족묘가 있던 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2005년묘역앞에세웠던게시판에도 “유항검가족묘터”라는안내가써있었

다. 진산 출신이었던 윤지충, 권상연과 직접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완주

초남이는 원래 “호남의 사도”라고 불리던 유항검 가족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윤지충과권상연의묘가발견된곳역시매우많은농지를가지고있었던유항

검의 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항검이 두 순교자의 사촌이기는 했다. 사실

18세기 말 19세기 초 한국 천주교의 여러 주요 인물이 이들과 친척 관계에 있

었다. 윤지충의 모친과 권상연의 부친, 그리고 유항검의 모친은 남매였다. 윤

지충 형제의 부친과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의 모친이 남매였고, 한국 최

초의 천주교인으로 알려진 이승훈의 아내는 정약용 형제의 누이였다. 소위 ‘백

서사건’으로 유명한 황사영은 정약용의배다른형 정약현의 사위였고, 1839년

기해박해 때순교한천주교성인정하상(세례명 바오로)은 정약종의둘째 아들

이니, 한국 초기 천주교를 이야기할 때 이 집안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이다.

바우배기는 유항검의 소유지였을 것이니 유항검 가족묘가 있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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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다. 하지만 윤지충, 권상연의 묘는 직접 연고가 없는 전주 인근에 만들

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유항검이 자신의 사촌이었다는 이유로 윤지

충과권상연의묘를자기땅에조성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런의무가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상죄로 죽은 죄인의 묘를 자신의 땅에 만드는 일은 상당한 위

험을 감수해야 했던 일이었다. 무덤에서 발견된 백자사발지석에 따르면 묘는

처형이 이루어진 다음 해인 1792년 음력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처형 후 바로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3)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

교는 유항검이노비와소작인들에게 재물을 나누며 신앙을 전했던 인물이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순교자 묘를 조성한 것 역시 신앙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

장한다. 특히 순교자의 묘가 “초남이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발견된것을지적하며, 유항검이 먼저죽은순교자들을공경하기 위해묘를

만들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4) 뒤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유항검과 초남

이 신자들이 이들의 묘를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위에 천주당이

세워질 것을꿈꾸었던 것으로보아, 묘지의조성역시신앙의행위였다고이해

해야 할 것이다. 

유항검이 윤지충과 권상연을 자기 집 부근에 묻은 후 9년이 지난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다. 이때 유항검과 동생 유관검, 아들 유중철(세례명 요한), 

며느리 이순이(세례명 루갈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족들 역시 죽음을 맞았다. 

며느리 이순이는 옥중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는 당당한 신앙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자료이다. 또한 자신과 남편이 신앙을

3)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98, 210은권상연의 무덤 구덩이의깊이가 1.5m 정도
인것을 “일반적인경우보다현격하게깊이” 판것으로판단하고, 이는무덤을감추려
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조성된 일반인들의 토광묘의 깊이
는대개 1.2m 정도이며, 깊이판것은 1.8m에달하기도한다. 1.5m 정도의깊이는드물
지않았던것으로, 순교자무덤의깊이와무덤을숨기려는의도사이에직접적연관성
이있다고 보기는어렵다.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죽음의방정식 (서울: 동아
출판, 2005)의 3장 유교식 상례 참조,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list.do?lev
elId=km_005_0050 (2022.9.20. 접속).

4)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210. 유항검은전주에서 ‘땅대감’이라고불릴정도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다. 유항검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병설, 죽음을 넘
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서울: 민음사, 2014), 1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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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부부가된후에도 동정을지키며 ‘동정부부’로살았다는증언이담겨있기

도 하다.5) 유항검은 대박청래(大舶請來) 계획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대역부

도죄인(大逆不道罪人)으로 단죄되었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헐리고 집터에 웅

덩이를 파서 연못을 만든 ‘파가저택(破家瀦宅)’의 형벌까지 받았다. 유항검의

생가는 모두 허물어져 흔적도 제대로 남지 않았고 시신은 생가 부근 바우배기

에 묻혔다. 하지만 유항검 가족이 아니었던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묘가 어

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이후 100여년이지난 1914년, 유항검가족묘는전주전동성당인근으로이장

된다. 당시 전주성당(현 전동성당) 주임신부였던 보두네(François-Xavier 

Baudonet)는적어도 1년에한번묘를방문하며관리하고있었다. 보두네는윤지

충, 권상연,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 등이 처형된터에 전동성당 건축을 주도한

인물로, 순교자를 기리고자 하는 의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바우배기

지역 땅을 소유했던 일본인 지주가 과수원을 만들겠다면서 유항검 가족묘를

옮길것을요구하자, 보두네신부는 신자들과함께 묘를전동성당 인근승암산

(僧岩山, 또는중바우산)으로이장했다. 바우배기에묻혀있다가승암산으로옮

겨진가족은총일곱명으로, 1801년 10월 24일(양력) 전주남문밖에서처형된

유항검, 같은해 11월 14일전주감옥에서교수형당한장남유중철과차남유문

석, 1802년 1월 31일 전주 숲정이에서 참수된 유항검의 아내 신희, 유관검의

아내 이육희, 유관검의 아들 유중성(또는 유항검의 작고한 형 유익검의 아들), 

그리고 유중철의 부인 이순이를 포함한다. 이장 이후 승암산은 ‘순교자’의 옛

명칭 ‘치명자(致命者)’가 묻힌 산이라는 뜻으로 ‘치명자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5) 정병설, 죽음을넘어서, 201-214에는 이순이의 옥중편지 원문이, 109-128에는 현대어
로 바꾼 편지가 실려 있다. 정병설의책은 이순이의 옥중편지를 중심으로 이순이와 유
항검일가의신앙과순교과정에대한세밀한연구서이다. 이순이의옥중편지는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안응렬 · 최석우 역주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1874]), 
537-555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한글본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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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유항검의 가족 7명이 묻힌 치명자산성지 순교자 묘 (© 유요한)

이장할 때 유항검 가족묘의 원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지충, 권상연두 첫 순교자의묘뿐아니라, 유항검 가족묘의 원위치

도잊히게된것이다. 옛초남이마을 인근바우배기에가족묘가있었다는이야

기는 계속 이어졌다. 1950년대 후반까지는 1914년 이장에 참여했던 주민이 생

존해 있어서, 1959년 천주교 평신도 김홍섭(판사)은 이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유항검 일가의 묘가 있었던 자리를 답사하고 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6)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 이후 성지 개발을 위해 유항검 가족의 원 묘지

터를 확인하려는 천주교 전주교구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2021년 3월 지역 정

비를 위해 무연고 묘들을 개장하면서 첫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유항

검과 함께 1801년 처형된 윤지헌의 묘도 발견되었는데, 19세기 초 초남이에서

활동한 호남 천주교인들은 윤지헌의 묘를 유항검 가족묘와 구별하여 형인 윤

6)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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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의무덤 인근에조성했던것으로보인다. 2003년 10기의무연고묘들을 정

비하면서 천주교 순교자의 묘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 앞에 십자가를 세웠던 3

기의 무덤은 발견 작업 시 3호, 5호, 8호의 번호가 붙여졌다. 그런데 십자가를

세웠던 바로 이 3기의 묘에서 복자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유해가 순교자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알려진 것은 유해와 함께 무덤

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지석’ 덕분이었다. 3호와 5호 무덤에서 ‘백자사발지석’

이 무덤 구덩이(묘광) 중간에서 발견되었고, 그 아래에서 유해가 수습되었다. 

8호에는 백자사발지석은 없었고, 백자제기접시 2점이 출토되었다. 지석은 죽

은 사람의 생일과 죽은 날, 살아 있을 때의 행적 등 인적 사항과, 무덤의 소재

등을 기록하는 판석인데, 당시에는 백자사발에 먹물로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

여 지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3호의 지석에는 권상연의 인적 사항이, 

5호의 지석에는 윤지충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3호에서 발견된 백자사발지석의 안쪽, 오른쪽 옆면 아래에는 “건륭 57년 임

자 10월 12일(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月 十二日)”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매장 시기를 나타낸다. 건륭은 중국의 연호로, 1792년 임자년이며, 음력 10월

12일은 양력 11월 25일에 해당한다. 지석의 안쪽 바닥에는 “학생 권공지묘 휘

상연 자경삼 신미생 본안동(學生 權公之墓 諱尙然 字景參 辛未生 本安東)”이

라고 써 있다. 학생은 품계를 받지 못한 선비를 가리키며, 죽은 사람의 이름

(諱)은상연이고다른 이름(字)은경삼이며, 1751년 신미년에 태어난 안동권씨

라는 것을 알려준다. 지석의 안쪽 왼편 옆면 아래에는 윤지충의 묘가 이 묘소

의 오른쪽에 있다고 기록되었다(윤공묘재우[尹公墓在右]). 

5호에서 발견된 백자사발지석에는 윤지충의 인적사항이 나타난다. 안쪽 오

른편옆면에는 건륭 57년 임자 10월 12일이써 있어, 3호 묘소와 같은날 매장

되었음을 알려준다. 지석의 안쪽 바닥에는 “성균생원 윤공지묘 속명지충 성명

보록 자우용 기묘생(成均生員 尹公之墓 俗名持忠 聖名保祿 字禹庸 己卯生)”

이라고 써 있다. 소과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세례명은 바오로(保祿), 이름

은 지충이며 다른 이름은 우용이고 1759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석

의 안쪽 왼편 옆면 아래 부분에는 권공묘재좌(權公墓在左) 본해남(本海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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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써 있는데, 권상연의묘가왼편에있다는것과 윤지충의본관이해남이라

는것을 밝히는것이다. 윤지충의지석에는세례명이 기입된반면 권상연의지

석에는 써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사진4-5> 윤지충묘소와권상연묘소에서나온백자사발지석 (천주교전주교구제공)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지석이 나왔다고 해서, 유해의 주인이 기록

된 인물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

가 제기접시가 나왔으나 지석이 나오지 않은 8호 묘의 주인은 과학의 힘을 빌

리지 않으면 추측도 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치과대학, 

동물병원 등의 연구자들이 정밀한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 감식 방법, 과정, 결

과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 첫째, 치아의 마모도와 뼈의 성숙

정도 등을 통해 사망 당시의 나이를 추정했다. 추정된 사망 당시 나이의 범위

와 역사적으로 알려진 권상연, 윤지충, 윤지헌의 나이가 부합된다. 둘째, 머리

뼈와 볼기뼈의 형태를 통해 성별을 확인하여, 세 명 모두 남성이라는 것을 밝

혔다. 셋째, 유해의 Y염색체를 지석에기록된 안동권씨와해남윤씨후손들의

Y염색체와 비교하여부계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했다. 3호는안동 권씨와부계

7)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142-173에감식방법, 과정, 내용이 매우상세하게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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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5호와 8호는 해남 윤씨와 부계 혈연관계가 확인되었다. 아울러유전

자검사를 통해 5호의 유해와 8호의 유해가 형제 관계라는 것도 밝혔다. 넷째, 

뼈의 단층 촬영을 통해사망의방식을추정했다. 3호 유해의 경우 참수가 이루

어지는 머리뼈 일부와 목뼈가 소실되었고 5호의유해의 목뼈가날카로운 물체

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여,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 참수형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8호 유해의 경우 목뼈, 위팔뼈, 넙다리뼈 등이 절단된 것을 확인

하여 능지처참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과학적 감식 및 기

존 역사 자료와의 비교를 거쳐, 3호의 유해는 권상연, 5호의 유해는 윤지충, 8

호의 유해는 윤지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결론은 3호와 5호의

무덤에 묻혀 있던 백자사발지석의 기록과 일치하기도 한다. 감식 결과를 근거

로, 2021년 9월 1일 김선태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

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

해라고 선언”하는 교령을 공포했다. 발견된 유해가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것이라는 결론은지석의 기록과기존 역사자료의대조, 그리고엄밀한과학적

감식을 거쳐 나왔다. 나는 이 결론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어서 윤지충과 권상연이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인지의 문제를 확인할 차

례이다. 현재 많은 천주교회사학자들은 윤지충과 권상연이 한국 천주교 최초

의순교자라는 데동의한다. 이미 1797년기록된구베아주교의 서한에윤지충

과 권상연이 첫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다.8) 하지만 강력한 다른 의견도 존재한

다. 윤지충과 권상연보다 먼저 희생되었던 김범우가 첫 순교자라는 견해이다. 

이 의견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1845년 조선에 들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

교한 다블뤼(M.N.A. Daveluy) 주교는 김범우를 첫 번째 순교자로 간주해야 한

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1874년 첫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출간한 달레는 김범

우를 첫 번째 순교자로 단정했다.9) 김범우는 윤지충, 권상연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윤지충은 심문을 받으면서 김범우의 집에 갔다가 천주실의와 
칠극 두 권의 책을읽고천주교를알게되었다고말했고, 권상연은 자신도 그

8)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263.
9)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19;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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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같이 읽었다고 진술했다.10) 자신들이 이미 죽은 김범우를 통해 천주교를

접했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이다. 동시에 김범우가 초기 천주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범우가 초기 천주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희생된

인물이라고해서그를 ‘순교자’로간주할수는없다. 김범우는 1785년을사년에

추조(형조)에서 천주교인들의 모임을 적발하여 심문한 “을사추조 적발사건”의

희생자였다. 이때 형조에서는양반들은 풀어주고 중인이었던 김범우만 처벌하

여갖가지형벌을가하고유배를보냈다. 김범우는 형벌의후유증으로 얼마지

나지않아죽었다고한다. 유배된다음해에죽었다는진술이설득력있게받아

들여지는한편 몇주후라는기록부터약 2년정도후라는기록까지있어 사망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유배지에 가서 죽었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11) 

순교가성립되려면 신앙을 지키다가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 실제

로목숨이끊어져죽음의고통을당해야하는데, 김범우는유배지에 가서죽었

고심문 당시적극적으로신앙을증언했다는확실한 기록도없다. 그래서분명

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다가 처형당한 윤지충과 권상연을 첫 순교자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 역시 이 두 사람을

첫 순교자로 보고, 김범우는 “첫 희생자”라고 본다. “그들은[윤지충과 권상연

은] 조선교회 첫 희생자 김범우와는 달리, 명확한 자기 결단을 가지고 천주 신

앙을 증거하기위하여목숨을바쳤다는의미에서 조선교회의첫 순교자들이었

다.”12) 나도 윤지충과 권상연을 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로 보는 것이 정당

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10)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45. 이내용은달레가전문인용한윤지충의수기에포함되
어 있다. 역주자들은 이 수기가 신유박해 때 압수되어 불태워진 서적 목록에 포함되
어 있는 죄인지충일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37에 수록된
안응렬, 최석우의 역주 14.

11)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18-319에 수록된 안응렬, 최석우의 역주 3; 김성태 외, 한
국천주교회사 1, 262-263.

12)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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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교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윤지충과 권상연 중에서도

윤지충만을 첫번째순교자로꼽는견해가있기때문이다. 최초의 한국인사제

김대건 신부(세례명 안드레아)는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윤지충만을 첫

번째 순교자로 언급했다.

ﾠ
첫 번째 전국적 박해(신해박해)였습니다. 이 박해에서 탁월한 학자인 윤지

충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용맹하게 투쟁하다가 가톨릭교의 신

앙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13)

ﾠ
김대건은 같은 죄목으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처형된 두 사람 중 윤지충

만을 첫 순교자로 보고한 것이다. 조상 제사와 신주를 금하여 이들이 처형된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구베아 주교가 1797년 쓴 서한을 보면 김대건이 강

조한배경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할수 있다. 구베아는 윤지충과권상연 두

사람 모두를 첫 순교자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처형 장면을 소개한다. 구베아

에 따르면, 권상연은 간신히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이따금 불렀을 뿐이었고, 

윤지충은 “한결같이 즐거운 모습으로 마치 천상 잔치에 나아가듯이 사형장으

로 나아갔으며 또 교우들과 외교인들이 크게 감탄할 만큼 고귀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한다.14) 윤지충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신앙과

천주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달레가 인용한 두 사람의 공술 기록에도

나타난다. 권상연은 비교적 짧은 공술을 “윤지충과 다를 바없다”고 말하며마

무리했다.15) 취조를 받을 때나 사형장으로 이동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파하며 대응했던 윤지충이 더 용감하게 투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이며, 김대건의 보고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3) 한국교회사연구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148. 이책에 수록된 김대건신부의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관한보고서
에서 인용.

14) 구베아주교가포교성성장관에게보낸셋째서한(1797) 중일부로, 이영춘편, 어
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있겠습니까? (전주: 천주교 전주교구, 2021), 93에서재인용. 

15)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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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정조에게 올린 보고 장계와 달레가 인용한

권상연의 공술 기록을 살펴보면 권상연 역시 죽을 때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

던것이분명하며,16) 따라서대부분의학자들의의견대로권상연역시첫순교

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진술 태도에 나타나는 차이는 가문

의 위상, 과거 합격 여부, 나이, 신체 조건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윤지충은 고산 윤선도의 6대손이었고 공재 윤두서의 증손자로 더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인 데다가, 초시에 합격한 유망한 유학자이기도 했다. 반

면권상연은양반가문출신이기는했으나고조부권기이후관직에나간사람

이 없었고, 초시에 합격하지도않았다. 가문이 중시되는 조선 사회에서 윤지충

의 말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 더 훈련된 윤지충이 더

자신감 있게 신앙을 증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심문 과정에서 윤지충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고 권상연은 이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심문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의 신체 조건에서도 찾을 수 있

다. 구베아는 권상연이사형장으로이동할당시 “가혹한고문으로이미반죽음

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기록했다. 반면, 윤지충은 그 정도로 몸이 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암시된다. 권상연은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 41세로, 33세

였던 윤지충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또한 2021년 수습된 유해를 조사한 결과, 

권상연은 척추분리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윤지충의 치아는 32

개 모두 수습된 반면 권상연의 치아는 13개만 잔존했다. 시신 수습과 묘 조성

과정 중상당수가 유실되었을가능성도있으나권상연의 건강상태가윤지충보

다 좋지 않았음을 추측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게다가 권상연의 키는

152-3cm 정도인데 반해, 윤지충은 165-6cm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17) 조선시

대 남성 평균키가 161cm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되는 것을 고려하면,18) 윤지충

16)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1월 17일;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50. 
17)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160-162, 165-167.
18) 김길원, 조선시대 평균키 남 161.1㎝, 여 148.9㎝ , 연합뉴스 2012.1.31,  https://w

ww.yna.co.kr/view/AKR20120130142300017 (2022.9.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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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격이 큰 편이었던 반면 권상연은 평균보다도 작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의나이와 체격조건의 차이도 형장으로 이동중 권상연이더 견

디기힘들어했던이유를짐작하게한다. 윤지충이 권상연보다더 용맹하게신

앙을 증언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으나, 당시로서는 많은

나이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윤지충과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처형된 권상연 역시 첫 순교자라는 호칭에

적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나는 2021년 3월수습된 유해가권상연, 윤지충, 윤지헌의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윤지충과 권상연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

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나는 무덤에서 발견된 백자사발지석 기록과

감식 결과로 미루어, 이 유해가 권상연, 윤지충, 윤지헌의 것이라는 결론에 동

의한다. 또한윤지충과 권상연을한국 천주교회의첫 순교자로보는 것이설득

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오랫동안 잊혀지고 숨겨졌던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의 발견은 초남이

마을 바우배기가초기 호남 천주교인들이 “세계의중심”으로 지정한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18세기 말 완주 초남이마을

은 가장 번성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조선 천주교회의 중심지였다. 

3장에서는 전북 천주교인들이 초남이 바우배기에조성한 첫 순교자의묘를 천

주당이세워질자리로확정함으로써 사형수의숨겨진묘에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하겠다.

ﾠ
ﾠ

Ⅲ. 초남이, 호남 천주교의 중심, 

한국 천주교의 중심, 세계의 중심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 신부를 파견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조상제사와신주를모시는행위를금하는명령을내렸다. 이때최초의세례교

인이자 한국 천주교의 지도자였던 이승훈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이 신앙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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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 유항검, 윤지충, 권상연 등 호남의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포기하고 신

주를모시지않는단호한태도를취했다.19) 확고하게신앙을 지키고자했던유

항검 일가가 살았던 완주 초남이는 호남 천주교의 중심이었다. 나아가 초남이

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한국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 전체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초

기 한국 천주교회사를 저술한 달레 신부(Claude-Charles Dallet)는 유항검이 천

주교 전파에 가장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ﾠ
1791년 윤지충 바오로가 순교한 때부터 1801년 대박해까지 전라도는 매우

평온하여천주교인이대단히많아졌었다. 복음이이렇게빨리전파되는데가

장많이이바지한사람은유항검아우구스티노였다. 그러므로그는박해의대

상에 제일 먼저 낀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20)

ﾠ
달레는 전라도에서 천주교인이 크게 증가했다고 증언하는 한편, 유항검이

전라도에서 천주교가 확장되는 데 가장 많이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명시한다. 

신유박해때 전국에서처형된 사람은 약 백여 명, 유배된 사람은 사백여명 정

도이다. 하지만 고문을 받고 얼마 후에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희생된 사람

의수는 더많아져서 약 300여 명에이르는 것으로추산된다.21) 그런데 호남에

서 처형과 고문 등으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주교인들이 200여 명이었고

그 대부분이초남이공동체와 관련된인물이었다.22) 희생자수로판단하면, 18

19) 김성태외, 한국천주교회사 2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290-291. 사학징의
에 나오는 심문 기록에 따르면, 유항검은 윤지충, 권상연처럼 신주를 태우지는 않았
으나묘옆에파묻었고, 진산사건이후신주를다시파내서상자에넣어방에보관했
다. 조광 역주, 역주 사학징의 2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2022), 79. 

20)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527.
21) 김성태외, 한국천주교회사 2, 64. 이보다훨씬많은사람이죽은것으로보는견해
도 있다. 정병설은 천주교와연루되어죽은 사람이서울에만삼백여 명이라는 황사
영백서의 내용을 근거로 전국에서 약 1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죽음을 맞았을 것으
로 추정한다.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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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유항검이 주도했던 호남은 서울과 더불어 조선 천주교회에서 교인

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초남이는 그 중심이

었다.

유항검은 “조선 천주교회의 핵심 인물”이자 “중심적 후원자”이기도 했다.23) 

그는 1784년권일신에게세례를받은 이후, 1786년사제가 없던조선에서전라

도 일대의 평신도 신부로 임명 받아 ‘호남의 사도’의 역할을 했다. 평신도의

성직수행은 곧 철회되는데, 유항검이여기에도 기여한것으로 생각된다. 1787

년, 한 교계 지도층 인사가 교리서를 읽다가 평신도는 성직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되었고, 이를이승훈에게말하여 평신도의성직 수행이중단되고 이후한

국 천주교회는 북경 주교에게 신부를 보내줄 것을 청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견이 없는것은아니나, 여러학자들은이지도층 인사가바로 유항검이라고

본다.24) 이후 유항검은 조선 천주교회가 신부를 영입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거

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신앙 면에서나 재정적 지원 면에서, 유항검이 조선 천

주교회의 핵심이자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유항검과 동료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이 활동한 천주교 전파의 중심지에 첫

순교자를 몰래 묻었고, 이 무덤에 하늘의 주 천주의 성스러운 집이 세워질 것

을 바라고 소망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형조에서 천주교인들을 심문한 기

록을 모은 책 사학징의(邪學徵義)에 따르면, 유관검은 사돈 이우집 등 주변

사람들에게 “천주당은 윤지충의 무덤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검

은 심문을 받으며자신이 윤지충의 무덤 위에 천주당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음

을인정하고이는서양인이천주교때문에죽은사람을천주당안에장사지내

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유관검은 서양에서는 순교자의 시체를 성당 안에 장

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5)

22)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241.
23)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98.
24)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25에수록된안응렬, 최석우의역주 32; 전주교구순교자현
양단, 기록, 70.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280은이 인물이 반드시유항검이
었다고 확언할 수 없으며 이가환이나 정약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25) 조광 역주, 역주 사학징의 1, 8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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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관검은 중국에서 파견된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사제 주문모 신부에

게 이 무덤을 소개하며 자신들이 품고 있던 천주의 성스러운 집, 천주당(天主

堂)에 대한 꿈을 공유했다. 유관검은 1795년 서울 계동에 머물고 있던 주문모

신부를 초남이 집으로 안내해 가던 중 윤지충과권상연의 무덤 아래를 지나갔

다. 유관검은 “이는 바로 우리나라 교중(敎中)에서[천주교인들 가운데] 이름이

높은 사람의 무덤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 의미가 자세히 기술되지는 않았으

나, 주문모 신부가 이들의 무덤 위에 천주당을 세워야 한다고 답하는 것을 보

면, 이 무덤이 최초의 순교자들의 묘라는 것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6) 

유관검은 주문모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진술했다.

ﾠ
신부가말하기를, “천주교에 대한 배움이성인품에 이르게 되면마땅히 (1)

천주당을 그사람의무덤위에 세워야 합니다. 훗날 조선에 천주교가 크게 행

해지면, 이 두 사람의 무덤은 (2)천주당 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27)

神父曰 聖敎工夫 若至聖品 則當建(1)天主堂於其人墓上 他日東方聖敎大行

則此兩人塚當入於(2)天堂之內

ﾠ
서양에서이미 4세기부터순교자의유해가성당의제단아래에안치되기시

작했다는 것을고려하면, 주문모의답은 신부가상식에 의거하여말할 수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문모가 언급한 ‘천주당’이라는 단어에 좀더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주문모 신부가 첫 문장에서 언급한 (1)천주당은 한문으로 기록된 원

문에도 天主堂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2)천주당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天主堂이 아닌 ‘천당(天堂)’으로 기록되어 있다.28) ‘천당’이라

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훗날 천주교가 크게 행해지면 이 두 사람의

무덤은 죽은 후 의롭다고 인정되는 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주 사학징
의를 비롯한 천주교 자료에는 뒤의 天堂이라는 단어 역시 ‘천주당’으로 번역

26) 조광 역주, 역주 사학징의 2, 86-87.
27) 조광 역주, 역주 사학징의 2, 87.
28) 사학징의 2권, 233. 조광 역주, 역주 사학징의 2, 464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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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9) 앞의 天主堂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성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지충 묘위에천주당을건립하는 것과관련하여 유관검이심

문을 받으며 진술한 말을 고려하면, 원문의 天主堂과 天堂 모두 ‘천주당’, 즉

성당건물로 번역하는것이어색하지않다. 또한天堂이기록자의 실수에의한

天主堂의 단순 오기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적어도 사학징
의의 이 기록에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건물이 이 땅을 초월하는 ‘천당’이

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었다는 것도 무시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관검

과 주문모가 꿈꾼 성당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성스러운 집인 ‘천당’과 같은

곳, 하늘집의본보기를따라서범속한세상에건축된집이었다는 해석을배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천주교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만으로 유교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며 사형이 마땅했던 시대에, 유항검과 유관검을 비롯한 초남이 공동체 교인들

은 자신들의 신앙을 숨겨야 했던 것처럼 첫 순교자의 묘 역시 드러내지 못했

다. 하지만 그들은 천주교가 이 땅에 널리 퍼질 날이 올 것을 믿었고, 바로 이

사형수의 묘 위에천주당이면서 천당인 성스러운 집이지어질 것을 꿈꾸며 그

곳을다른곳과구별된 성스러운장소로인식했다. 호남선교의중심이자초기

한국 천주교의 중심인 초남이마을에 조성된 순교자의 숨겨진 묘지는,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언젠가는 세워질 천주의 집이 자리할 곳으로 미리 확정된

‘고정점(a fixed point)’이었다.

초남이마을의 순교자 묘소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세계의 중심’이라는

종교학의개념으로 설명될 수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의 중심’은종교적인간

(homo religiosus)이 성스러움과 교류하는 것으로 믿고 경험하는 곳을 가리킨

다.30) 아무리 초라한 장소라 하더라도, 범속한 세상 너머의 성스러운 존재나

29) 전주교구 순교자현양단, 기록, 41에도 “天堂”을 “천주당”으로 번역하고 있다.
30) ‘세계의중심’ 개념은엘리아데의이론에바탕을두고있다.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Willard R. Trask (New York: Harcourt, 
1987[1957]), 20-47;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Rosemary Sheed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1949]), 380-385를참조할것. 엘리아데의중심
개념에대해서는최근 출간된유요한외, 성스러움을 향하는세계의중심, 전라북도
1 (서울: 세창출판사, 2022), 14-16에서간략히설명했고, 유요한, 종교상징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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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가 바로 세계의 중심인 것이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스러운 장소가 종교적 인간에게 균질성

을 지닌 공간이 단절되는 경험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이 단절은 하나의 우주

영역과 다른 우주영역이, 특히 신이 있는하늘과 범속한 이 땅이 서로 교류할

수있는 출구로이해된다. 인간이성스러운하늘과 교류하는곳이 세계의중심

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세계의 중심은 성스러운 존재, 특히 신과 인간을 연

결하는 통로이자, 인간이성스러움을 향하는창의역할을 한다. 종교적 인간들

이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장소는 유한한 현실을 뚫고 나가 영원과 연결되

는 곳이다. 세상이 무의미하고 유한하고 부조리하며 불완전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고 유의미하며영원하고 공정하며 완전한 성

스러움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다.

초남이천주교인들은첫순교자묘위에세워질천당, 즉천주당이자유롭게

신과교류할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이 될것을 꿈꾸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중

심이라고 할수있으나, 종교인들은 종종소망하고 믿는바를현실과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에 표현된 대로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바

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으로 경험되었다면31) 당시

상황에서는 도무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현될 실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

었을 것이다. 수많은 호남의 초기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감내하며 순교자가 되

는 힘으로 작용했던 이믿음의내용에대해서는 뒤에서 다시다루도록 하겠다.

(서울: 세창출판사, 2021), 176-187에서좀더자세히다룬바있다. 이를보완하여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성스럽다고 믿는 존재, 힘, 자
연물 등과의 관계를 근거로 특정한 장소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둘째, 종교적
인간은세계의중심으로인식되는곳에서 ‘균질성을지닌공간의단절’, ‘다른우주론
의영역으로통하는출구’, ‘범속한이세상과그너머세계의만남’ 등을경험한다. 셋
째, 스미스가 비판한 바와 같이, 엘리아데가 강조한 ‘성스러운 기둥’과 ‘우주 축’이라
는모티브가 ‘세계의중심’에반드시수반되는것은아니다. 넷째, 기둥과축의모티브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우주(시간과 공간)를 이해하는 기준점을 제공하고, 특히
공간의방위와방향성을확립하는기준의역할을하는성스러운장소는 ‘세계의중심’
이라고할수있다. 엘리아데의중심상징에대한스미스의비판은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23을 볼 것.

31)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1 (가톨릭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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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계의 중심’은 종교적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방향을향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준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준점은 성

스러운 존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의 방향과 방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32)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건, 기도할 때마다 성스

러운도시메카에있는카바신전을향해절하며일생에한번성지순례를통해

그곳으로 모여들게되어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먼 곳에있는 장소를말할

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중심으로

인식하는 특정장소를 기준으로말한다. 묘소가이런 기준점의역할을 했던사

례로는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사
람에브론으로부터구입한 막펠라동굴을 들수있다. 아브라함이 아내사라를

매장한 이곳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아브라함을 장사했고, 이삭과 그아내

리브가도 여기에장사되었다. 가뭄을피해 이집트로이주한야곱은죽기 전마

지막으로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이집트 땅이 아니라 막펠라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신과 교류한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된 동굴은

먼 타국에 살고 있지만 죽어서라도 꼭 돌아갈 방향의 기준으로 정해진 고정점

이었다.

앞에서도말했듯이, 성당을세울수없는상황에처해있던호남천주교인들

에게 첫 순교자의 무덤은 언젠가 천주교가 크게 행해지면 성당을 지을 곳, 후

대 천주교인들이 여기를 향하여 모여들 곳이었다. 호남의 천주교인들이 초남

이마을 바우배기 묘소를 유일한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아니다. 세

계의중심이라는상징적 의미가부여되는 다수의장소가 공존할수 있고, 여러

중심이 함께있는것도 가능하다. 그래서종교적인간에게신성한 산이나사원

뿐 아니라 개인들이 거주하는 집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성스러운 존재

나 힘과 매순간 연결되기를 갈망하며 자신의 집역시 신들과 접촉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면, 먹고 자는 공간인 집도 세계의 중심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런 의미에서 모든 성당 건물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주교용어
사전에 따르면, “성당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로, “신

32)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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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이다.33)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로 정의되는 성당

은 세계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당시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인 세계

의중심을만들수 없는시기였다. 유항검과초남이마을의신자들은 공경의대

상인 첫 순교자를바우배기 언덕에 묻고 그 위에 천주당이면서 천당인 성당이

건축될 것을 소망했다. 언제일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젠가 천주교가 인정되고

번성할 때가올것인데, 그때조선의 천주교인들은 신앙의선조가 묻힌이곳에

모여들어 하느님의 거처가 되는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의 꿈이

었다. 초남이의 천주교인들은 거룩한 첫 순교자의 묘를 성스러운 하느님의 집

이 될 고정점이자 신자들이 향하고 모여들 기준점, 즉 세계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묘소와 유해의 발견은한국초기 천주교인들의 세

계의 중심이 오랫동안 숨겨져 왔다가 다시 발견된 사건이다. 호남 천주교인들

이 순교자 묘소의 발견을 ‘신의 섭리’이자 ‘은총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최초의 순교자들의 묘를 발견했기 때문만은 아니

다. 이 묘를통해 오늘날의천주교인들이신앙의선조들이핍박의 상황에서믿

음을 통해 확보했던 세계의 중심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초남이마을 순교자 묘의 발견은 천주교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

리 조상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 영원과 이어지는 꿈의 자리를 찾고자 했다

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현실의 억압과 폭력을 당당히 감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 나는 호남의 초기 천주교인들에게 초남이마을 바우배기에 조성된

첫 순교자의 묘가 ‘세계의 중심’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주장했

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초기 천주교인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세계는 어떤 것

33) 최형락, 성당 , 천주교용어사전 (2010), http://term.catholic.or.kr/term_view.asp?ctxtI
dNum=535 (2022.9.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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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유교 지배층과 그리스도교인들

의 신, 우주, 영혼에 대한 관점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유교 지배층이 왜 초기 천주교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왜 죽

음을 감수하고 순교를 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ﾠ
ﾠ
Ⅳ. 꿈을 꾸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장에서는 윤지충, 권상연을 비롯한 초기 천주교인들이 꿈꾸었던 세계가

당시 조선의 유교 지식인들의 세계와 어떤 부분에서 충돌했는지 밝힐 것이다. 

물론두 세계사이에갈등만있었던 것은아니다. 천주실의를저술한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몇몇 서양 선교사들이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공통되는 요소를

강조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천주교를 받아들인 조선의 유학자

들 중에도양자의 차이점보다 접점을 중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컨대, 이벽은

“천주교 신앙의 사건과 중용의 세계관은 양립 불가능한 체계가 아니라 겹쳐지

고 중첩되는 이른바 ‘보편적 가르침[公敎]’”으로 생각했고, 정약용은 지성적

판단 능력의 근거이자 도덕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영명(靈明) 개념을 통한 천

(天)과 인간의 소통을 강조하여 두 세계관의 연결되는 지점을 찾았다.34) 그래

서 이들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자의 차이와 대립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던 성리학자들은 천주교를 이단 또는 ‘나쁜 종교

(邪學)’라고 불렀고, 천주교인들은 유교가 아닌 천주교가 올바른 길이라고 믿

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폐제분주(廢祭焚主) 문제를 접했던 정조는 천주교를

계속 이단이라고 불렀고, 좌의정 체재공도 천주교를 “이단사설”로 규정했다. 

대사간 신기는 “요망한 학술”, 지평 한영규는 “서양의 간특한 설”이라는 표현

을 사용했다. 한편 홍낙안은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유교를 “이단”이라고 부른

34) 김선희, 天, 上帝, 理: 조선 유학과 天主實義 , 한국실학연구 20 (2010): 236, 
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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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는데,35)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드러내고 유교를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못했겠으나 유교가 아닌 천주교가 진리이자 참된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던 것은 분명하다. 윤지충을 처음 체포하여 심문한 진산군수 신사원이 이단

에빠진 것이사실이냐고묻자, 윤지충은천주교가 오히려바른길이기에자신

이이단에빠진것이 아니라고말했다. 그러면유교의가르침과실천이거짓이

냐는 신사원의 질문에, 윤지충은 판단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은 비판이나 비교는 하지 않겠고 그저 천주교를 신봉하겠다고 답했

다.36) 여기 자세히 인용하지는 않지만, 신사원과 윤지충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신사원은 유교의 논리와 지식으로 윤지충과 천주교를 정죄하는 반

면, 윤지충은 자신의 종교가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천주교의 가르침에

서 찾는 것을볼 수 있다. 서로 생각하는 바름의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후기두 우주관의만남에서 갈등이가장극명하게 드러나는모습은 그

리스도교에 대한 유학자들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특히

경외의대상인인격적신 개념과 천당-지옥에 관한교리에비판적이었다. 18세

기 초 이이명은 “천주교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고

힘쓰는것”이 유교의가르침과다르지않으며, 따라서도교나불교보다우위에

있다고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교리가 “석가모니의 탄생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천당과 지옥에 관

한가르침”은말이되지않아서 “이런어처구니없는말로써천하를변화시키기

는지극히어려운일”이라고폄하한다.37) 유학자의입장에서천주의세상강림

및 천당과 지옥에 관한 교리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익도 그리스도교에 대해 이이명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특히 그는 서양 선

교사들이가져온 과학기술에대해높이평가하여, “천문과지리를관찰하고역

35)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0월 20일, 10월 23일, 11월 8일.
36)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37-338.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37)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205-206에 번역 수록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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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계산해 내는 오묘함은 중국에 일찍이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리스도교의 신 개념과 천당-지옥 교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천주교

의 하느님은 유교의 상제와 같다고 해도, 하느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두려워하

며 믿는 것은 불교의 석가와 같이 보는 것으로 유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천주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동정녀의 태를 빌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

를언급하며, 한명의 천주가두루 다니며이끌고 가르친다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서방에 와서 가르쳤다는데 동양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신

이 한일로는납득하기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당-지옥설은사람들이그리

스도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여 덧붙인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불

교의 윤회설과 똑같이 ‘황당무계’한데로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이익이 보기에

천주는 이 땅의 인간과 직접 교감하는 존재일 수 없고, 천당과 지옥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덧붙인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다.38)

천당-지옥 교리에 초점을 맞춘 비판들은 더 찾을 수 있다. 실학자 박제가는

서양에서 들어온,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방법은 배워야 하지만

“그들의 종교가 천당지옥설을 독실하게 믿는 것은 불교와 다름이 없다”고 비

판했다.  1801년 이승훈이 참수형을 당할 때 결안에도 천주교의 “천당과 지옥

이라 하는 것은 불교를 잘못 모방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요컨대, 유학

자들은 천당-지옥 교리를 불교에서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반면 유교에는

없던 것으로 규정하여, 결국 그리스도교를 불교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

온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과 천당-지옥 교리를 받아들

이기 어려웠는지파악하는 것은초기천주교인들이 꿈꾸었던성스러움의 내용

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상제와 천주교의 하느님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이명과 이익의 비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당시 유학자들이 품고 있었던상제의 이미지는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천주교의 하느님이 우주의 창조자

38)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210에 번역 수록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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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윤지충과 권상연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

을 끼쳤다고스스로진술했던 천주실의에도 잘나타난다. 반면, 중국과 조선

의 유학자들은 우주 만물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인정하더라도 그 근원이 인격

적인존재라는것은받아들일수없었다. 성리학자들 중에는상제를 인격적존

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상제를 리(理)의 의인화로 여겼

고, 태극의산물인근원적원리이며 우주에질서와 생명을부여하는 무명의힘

으로 받아들였다.39) 천주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 만물의창조자이며 주재

자인 반면, 성리학에서는 비인격적인 태극이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40)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의 차이는 우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직결된

다. 간단히 말하면, 유교에서는 우주를 모든 것의 전제이자 배경으로 여기는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우주를 하느님의 피조물로 본다. 유교와 그리스도교

의 우주론을 다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구별하여 설명하는 한국천주교회사
1권을 직접 인용하겠다.

ﾠ
그리스도교적 우주론에서는 명확한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가 생겨나

기위해서는그이전에 우주존재의원인이되는어떤것이존재해야했다그

존재가바로하느님이었다. 시간과공간을초월해있으면서자신의의지로시

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조물주가 없다면, 우주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외부의 도움이 결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유학자들은 그반대로 생각했다. 유교 세계의우주는 시간적으로는

열려 있으며, 존재론적으로는닫혀있었다. 유학자들에게세계는항상존재해

왔으며, 어느특정시점에무에서생겨난것이아니었다. 그결과우주를있게

한 요인을 우주를 초월한 곳에서 찾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실 그들

에게 초월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주는 존재하거나 존재

해왔던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자기근원이었던 것이다.41)

ﾠ

39) 김선희, 天, 上帝, 理 , 224-227. 
40)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2, 21, 23. 
41)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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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에서는 우주를 초월한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주재

한다고 믿는 반면, 유교의 우주는어느 특정 시점에 창조된것이 아니라그 자

체로 근원이라는 것이다.

유교의 우주론에 신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교의 신관

과분명한접점이있다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예컨대오재환은 유교전통

도 “하느님이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주관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주장하

며, 유교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것만논하는반면우주를초월한것에대해논하지않는철학적전통때문이라

고지적한다.42) 이러한입장의 학자들은유교의 신관 · 우주론과그리스도교의

신관 · 우주론이 만나는 지점을 강조하지만, 이 지점은 유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를 용인할 수 없게 하는 충돌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논의에서는 배제하는 입장과, 신을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의 주재자로 인정하며 항상 논하는 입장은 유사

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다른 입장의 만남은 상대에 대한 해석을 유발하는데, 

이해석을근거로때로는서로를인정하고공존을허용하는경우도 있으나, 때

로는이 해석이첨예한 갈등으로이어지기도한다. 조선후기유교와그리스도

교의 만남에서는 충돌과 갈등이 더 두드러졌다.

또한유교의우주질서는인간사회의질서와직접연관되어있다. 통치자는

하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외의 대상은 임금이 통치하는 세계 너머의 초월이 아니라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이 땅의 성스러움이다. 하늘의 상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익이 말했던 것처럼 상제는 경외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 유교의 세계에

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는 임금, 그리고 나를

있게 해준 부모와 조상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하

느님을 경외하고,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계의 물질을 초월하는

42) 오재환, 天主實義의 上帝와 丁茶山의 上帝觀 , 한국사상과 문화 75 (2014): 
144-146. 오재환은 타이완인 신부이자 철학자 나광(羅光)의 설명을 인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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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존재를받아들이며, 육체가죽으면 영혼은이 세계를떠나 천당과지옥

이라는전혀다른세계로이동한다고믿는다. 유교의신, 우주, 혼백에 대한관

점은 조나단 스미스가 말한 이 세계의 특정 장소를 강조하는 “위치지정적

(locative)” 세계관에 해당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신관, 영혼관, 천당-지옥 교리

는 저항과 초월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유토피아적(utopian)” 세계관에 가깝다

고 할 수있다.43) 신, 우주, 영혼에대한 상반되는 관점을 지닌 두 종교가 18세

기 말, 19세기 초 조선에서 충돌한 것이다.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우주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영혼의 속성에 대한 상반

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윤지충과권상연의폐제분주(廢祭焚主)는 이들이 천

주교의 영혼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죄목은

신주를 태웠다는것과 제사를지내지 않았다는것, 그리고모친의 장례를제대

로치르지않았다는것이었다. 대사간신기는 “설사그들[윤지충, 권상연]이 요

망한 학술을 주장하고 유학을 배반하기만 하였더라도 사실 천만 가증스러울

일인데, 신주를멋대로 태워버리고부모의 시신을팽개쳐 버렸으니, 이는실로

강상의 죄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자”라고 비난했

다.44) 윤지충은 자신이 모친의 장례를 잘 치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사를

잘 치른 것만으로 사형을 면할 수는 없었다. 정조는 두 사람의 사형을 명하면

서, 상례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불에 태웠건 묻었건 사당에 있는 신주에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만으로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했다.45)

윤지충은 심문 과정에서 조선 사회의 현실과 천주교의 가르침이라는 두 가

지근거를제시하며폐제분주의죄에 대해반박했다. 한편으로그는 당시조선

43)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118-125. 스미
스는 후기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이 두 세계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특정 장소를 지키
는우주적이고사회적문제들에주로관심을 두는 종교들은 위치지정적이며, 초월과
저항에더관심을두는종교는유토피아적이라고규정했다. 스미스에따르면, 위치지
정적종교들이장소와연관된부정과정결의문제를강조하는반면, 유토피아적종교
는 죄와 부활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44)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0월 20일.
45)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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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서민은신주를세우지않더라도 국법을어긴것으로간주되지 않으며, 가

난한 선비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아도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46) 

조선의유교 이데올로기아래에서도 조상의 제사가 절대적인지위를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러한 반박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다. 그러나 쟁점은 제사가 실행되

는현실이아니라, 윤지충이제사를 폐하고신주를 태웠다는사실과 그이유였

다. 윤지충은신주와 제사가천주교에서 금하는것이며 자신은천주의 명에따

라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전혀 다른 세계관의 논리

체계에 근거한것이어서 더이상의논의가불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그는천주

교의 영혼관을 제시하며 신주와 제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주는

나무로 만든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물질적 존재인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

물건에 깃들어있을수 없으며, 죽은 사람은비물질적영혼이기때문에제사를

위해 차린 물질적인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47) 반면, 그리스도교의

영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유교의 혼백은 제사에 차려진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ﾠ
유교의혼백관념에서혼과 백은모두기(氣)의일종이기때문에기가모이

고 흩어지는 작용에 따라서 취산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죽은 조상

과 살아 있는 후손들 사이에는 같은 기운의 감응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정

성을 다해서 제향을 베풀면 죽은 조상의 혼과 백이 다시 모여서 술과 음식을

흠향할 수 있다고 본다.48)

46)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48.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47)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47-348.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조현범은 당시
동아시아의 용어법과 어휘에는 “물질”이나 “비물질” 같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윤
지충이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블뤼 주교가 윤
지충의 수기를 불어로 번역하며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636년 예수회
선교사 마누엘 디아스(Manuel Diaz)가 북경에서 간행한 성경직해(聖經直解)에 세
물(世物)과영성(靈性)이라는개념의구별이 포함된 것으로보아, 초기천주교인들이
영혼의세계와육신의세계를구별하는인식은분명히가지고있었을것으로설명한
다. 조현범, 윤지충의 폐제분주(廢祭焚主) 논거에 대한 일 고찰 , 종교연구 78-1 
(2018): 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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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에서는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기(氣)의 일종인 혼과 백이 제사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비물질인 영혼은

음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죽은 영혼이제사를받을수 없는 것으로 보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천당-지옥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육신이 죽은 이후

영혼은 몸을 떠나서 천당이나 지옥에 가고 다시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

기 때문이다. 좌의정 채제공이 정조에게 천주교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당시천주교에 편견을가지고 있지않았던편이었던유교지배층지식인

채제공이 천주교에대해 어떻게이해하고 있었는지를파악할수있다. 그는천

주교가 불교와 유사하며, 교리중에서는천당과 지옥의설이중심적이고, 상제

를높여 첫째가는아비로삼는다고설명한다. 이어서 조화옹을두 번째아비로

삼고낳아준아비를세 번째로여긴다고말하는데, 이는삼위일체 교리에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설명으로, 천주교에 대한 채제공의 지식이 불완전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의 말 중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천당-지옥의

교리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나름 정확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채제공에 따르면, 천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선을 행한 자는 천당으

로 돌아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빠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쓸데없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비록 제사를 지내더라도 천

당으로 돌아간 자는 반드시 기꺼이 와서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빠진 자는또한와서흠향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제공은천당과 지

옥의교리가 원래권선징악을목적으로만들어졌으나, 그결과로 “마침내아비

도없고 임금도없는지경에까지이른” 폐단이생겼다고주장하기까지한다.49) 

천당-지옥 교리로 인해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고, 결국 사회 질서와 윤리를 무

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교지배층의입장에서보면, 천당-지옥교리로인해 천주교인들이유교사

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 근간이 되는 윤리를 부인한다면, 결국 이 교리는 교

48) 조현범, 윤지충의 폐제분주 논거에 대한 일 고찰 , 155.
49)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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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지배층의 통치에 따르지 않게 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다. 순조실록 중 정조 사후 순조의 후견인이었던 대왕대비 김씨
가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을 명하는 부분에는 천당-지옥 교리에 대한

경계가 잘드러난다. 대비김씨는천주교에는임금도 없고어버이도 없어서인

륜을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한다고 말하며 엄금을 명했

다. 대비의 하교를 기록한 사관은 “야소[예수]의 천주학”이 “이교 가운데 가장

윤리와 기강이 없는것”이라고평하며, 윤리를 무너뜨리는배경에는 천당-지옥

의 교리가 있다고 단정한다. 천주교가 백성을 “천당과 지옥의 이야기로 현혹”

시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윤리를 업신여기며 강상을 어지럽히게 한다는 것

이다.50)

조선 지배층은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기 때문에,51) 이들에

게 천주교의 천당-지옥 교리는 더욱위험해보였다. 대사간 신기가 천주교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당대의 네 가지

폐단을지적했는데, 그중첫째로 “기강이무너진 문제”를꼽았고특히신분간

50) 순조실록 권 2, 순조 1년 1월 10일. 여기서 ‘천주학’은 ‘천주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사회에 ‘religion’의 번역어로서 ‘종교’라는 낱
말이 유통되기 이전에는 ‘학(學)’이라는 용어가 종교적 세계관과 실천체계를 가리키
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현범, 윤지충의 폐제분주 논거에 대한 일
고찰 , 142 참조.

51) 조선 지배층이 신분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쓴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권
력을유지하기위한정치적인의도에서만비롯되었다는 말은아니다. 신분질서의유
지는 유교 의례 및 세계관 전체와 관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성, 조선 왕실의
민속종교 (고양: 국학자료원, 2022), 52-56의간결한 설명을 볼것. 최종성에 따르면, 
유교에서예는기본적으로차이와구별을강조하여 “가치 있는질서와의미있는 세
계”를 만들어 낸다(52). 따라서 차이와 구별을 흐리는 신분질서의 혼란은 용납할 수
없는그릇된행위, 즉음사(淫祀)였다. 학자의입장에서는잘못된학문을척결하기위
해벽이단론(闢異端論)을발전시키는한편바른학문(正學)을 강화하고자했다. 천주
교를 대하는 정조의 입장 역시 “사학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도 정학을 먼저 밝혀야
만 한다”는 것이었다(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1월 7일). 한편, 국가 차원에서
그릇된 행위를 규제하는 일은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가 수반된 반(反) 음사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최종성, 56). 조선 지배층이 신분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
하고물리력을동원한것은유교가지향해온세계를지키려는노력에도기인한다는
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유교와그리스도교의 갈등에는 양자가 이해하고 지향하는
세계의 형태 및 질서가 달랐다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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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이 느슨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ﾠ
종과 주인은 명분이 엄격히 구분되는데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배

반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귀천에 따라 의복의 제도가 있는데 살림이 약

간 여유가 있으면 모두 외람되게 법도를 넘깁니다. 상놈이 재상을 능멸하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보고, 간사한 무리가 지주를 모략하여 쫓아내는 것을 묘

책으로 여깁니다. 이 어찌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52)

ﾠ
신기가염려한바와같이, 초기천주교인들은이세상의질서가아니라하늘

의가르침을 추구했기때문에신분제를중시하지 않았다. 당시신자들은 “천주

교는 아주 공평한 것이어서 거기 대해서는 어른도 아이도 양반도 상놈도 없

다”고 말했다.53) 한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신부 주문모는 당시에 당연히 여겨

지던 양반의 축첩을 엄금했고, 첩을 정리해야만 교회에 받아들이고 성사를 주

었다.54)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천주교인들은 “원칙적으로 양천, 반상,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유교의 가치가 지배하던 당시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 했던 것이다.”55)

신분제를지키고자한지배층에게, 이땅이아니라그너머의천당을사모하

는 천주교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유

교 지배층은 천주교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신분제도에 근거한 사람의 도리, 즉

강상(綱常)을무시하는것으로받아들였고, 대비는 “저절로오랑캐와 짐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56) 그래서 천주교를 금하는 대비 김씨의

명령은 매우 엄했다. 대비는 다섯 집을 한 단위로 묶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오가작통법’과 코를 베는 잔인한 형벌을 직접 언급하며 사학을 하는 사람들, 

즉 천주교인을 “모조리 없애버림으로써 남아 있는 종자가 없도록 하라”고 엄

52)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0월 20일.
53)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88.
54)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418.
55) 김성태 외, 한국천주교회사 2, 54.
56) 순조실록 권 2, 순조 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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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내렸다. 대비는 천주교인을 징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학을 하지 않는

자들로하여금 근심하고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을언급한다. 유교체

제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은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천주교인들 중에는 관의 절대적인무기라 할수 있을 형벌조차도 두

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지배층 유학자들은 천주

교인들의 이런 모습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사추조 적발사건 당시 형조

에 재직했던 좌참찬 김화진은 “이단에 깊이 빠진 자들이 다투어 승복하면서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다”고 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승훈의 결안에도

“형벌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을 악랄하고 난잡하고 뻔뻔

한 천주교 가르침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홍낙안은 좌의정 채제공에게 올린

글에서, 천주교인들이 “빨리 천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한 즐거움으로 여기

고 칼날에 죽는 것을 지극한 영광으로 알고 있으니” 교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다고 말했다. 한영규가 정조에게 윤지충, 권상연을 엄벌할 것을 청할 때도 홍

낙안의 이 말을 인용하며 천당-지옥 교리의 위험성에 동의했다.57) 한편, 죽음

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가르치는 천당과 지옥의 교리가 이 세상의 법을 두

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신자들도 알고 있었다. 윤지헌의 심문 기록에는

본인 스스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로천당과 지옥의 교리를 말하는

대목이 있다. “천당과 지옥의 경우, … 스스로 나라의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58) 천당을 사모하여 이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

지 않게 되었다는 말일 것이다.

이들이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처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

다. 전라도관찰사 정민시가 윤지충에게 “너희 교에서는 고통과 형벌을 좋아하

고 칼아래죽기를좋아한다”는데 이것이사실인지 물었을 때, 윤지충은 “살기

를 원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모든 이의 공통된 심정입니다”고 말하며

이를 부인했다.59) 하지만 그는 사대부에게 죄를 얻고 양반 칭호를 박탈당한다

57)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0월 23일. 
58) 이상식역주, 추안급국안 73권 (전주: 흐름출판사, 2014), 248-249; 조광역주, 역주
사학징의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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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다시 말해 유교 사회에서 신분을 잃고 죄인이 된다고 해도, 천주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다.60) 매를 맞아 죽게 되어도 천주교를

버리지 못하겠냐는 질문에, 윤지충은 죽는다 하더라도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면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부모나 임금이 재촉한다고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나 임금보

다 천주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확인했다.61) 정민시가 볼 때 윤지

충은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정조에게도 그렇게 보고했

다.  

더구나 형문을 당할 때,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

면서도 찡그리거나 신음하는 기색을 얼굴이나 말에 보이지 않았고, 말끝마다

천주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부모

의명을어길 수는 있어도, 천주의 가르침은비록 사형의 벌을받는다하더라

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확실히 칼날을 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뜻이 있었습니다.62)

ﾠ
천주와 천당을 바라며 기꺼이 죽음을 맞겠다는 태도는 윤지충만 가지고 있

던 것이 아니었다. 유항검의 며느리 이순이도 모진 고문을 받아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중에도 “천주를 공경하며 죽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기보

다 앞서 남편이 순교한 것이 “더욱 큰 은총”이라고 말한다. “이제 세상에 더

이상 함께 죽자고 권면할 곳도 없으니, 생각느니 천주시며 향하느니 천당이에

요.”63) 죽음의 공포앞에있던 이순이를끝까지단단하게만든것은 천주에 대

한 신앙과 천당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사형을 당하더라도 천주의 가르침을 임금이나 부모의 명보다 더 중하게 여

59)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44.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60)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47, 348.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61)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352. 달레가 인용한 윤지충의 수기 중.
62)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1월 7일.
63)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118. 수록된 이순이의 옥중편지 중.



62  종교학연구

기며지키는사람들은 이땅이아니라 그너머를 바라는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칼날을 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지배층은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두려

워하지않는태도뒤에는이세상을다스리는임금보다더높은존재가있다는

믿음과 천당을 사모하는 마음이있다고 보았다. 유교 지배층이 보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가장 높은 아버지 하느님이 있는 천당에 가게 된다는

가르침은 분명 위험한 것이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대한 꿈을 꾸며

이를 확신했던 첫순교자들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으로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아니었던 것이다. 

윤지충, 권상연, 유항검, 이순이를비롯한 초기천주교인들은 고문과처형조

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인간

이었다. 신약성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는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

치없는 곳이었습니다”라고기술한구절이있다. 이를개신교개역개정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번역한다.64) 이 논문에서 어

느 번역이 더 정확한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두 번역을 조합하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던 호남 천주교인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설명이 도출된다

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호남 초기 천주교인들은 이

세상보다 그너머를더 가치있게 여겼던사람들이었고, 그래서조선의지배층

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사진6-7> 초남이성지 교리당에 마련된 안치소와 유해 (천주교 전주교구 제공)

64)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38a (가톨릭 성경); 히브리서 11:38a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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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시 드러난 첫 순교자의 묘, 

기준점과 이정표로서 세계의 중심

2021년 3월,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바우배기에서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과 신유박해 때순교한 윤지헌의 유해가발견되었다. 이들은 호

남 천주교는 물론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한국사 전체에서도 매우 중

요한인물이었고, 유해의 발견은이들의 묘를찾으려는 노력의결과가 아닌갑

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를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자 선

물이며 섭리라고 표현하며 감격했다.

이논문은첫순교자의유해와관련하여, 천주교내부의관점이아닌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는 학문적관점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을 풀어내고

자 했다. 첫째, 발견된 유해가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윤지충과 권상연을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점검하고

자했다. ‘첫 순교자의 묘와 유해발견’에대한학문적논의가가능하기위해서

는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였다. 나는 발견된 유해가 권상연, 윤지충, 윤지

헌의것이라는감식결과가매우설득력이있으며, 윤지충과권상연을 한국천

주교회의 첫 순교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순교자의 유해

와 묘소가 초기 천주교인들에게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종교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호남 천주교인들은 초남이마을 바우

배기에 조성한 첫순교자의 묘 위에 이 땅에 자리한 하느님의 거처인 ‘천주당’

이자 ‘천당’이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숨겨진 무덤을 만든

것은 곧후대의교인들이 향하고 모여들게 될기준점을 잡은것이라는 점에서, 

나는이 무덤에 대해 초기천주교인들이 품었던꿈은 곧 ‘세계의 중심’을세운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셋째는 이들의 순교의 배경이 되는 갈등이 무엇인

지, 초기천주교인들은 왜죽임을당했고죽음을피하지않았는지를 밝히는것

이었다. 나는 신, 우주, 영혼에 관한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관점이 겹치는 부분

과 충돌하는 부분을 보이고, 조선 후기에는 충돌과 갈등이 두드러졌다고 지적

했다. 특히 하느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재자이며 경외와 섬김의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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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음과 인간의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교리

는 조선 지배층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초기 천주교인들은 이 세상의 임

금보다 더 높은 존재를 믿었고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고 갈망했기에, 고

통과 죽음의 위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바우배기의 순교자 묘소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220년 동안 숨겨져 있었

다. 이 묘를재발견한 것은 18세기말 초남이공동체의 천주교인들이지배층모

르게 확보했던 세계의 중심을 다시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

기했듯이, 이는 천주교인들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인간

에게 귀중한 발견이다. 우리 조상들이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세상

에서 완전하고 정의로우며 유의미한 그 너머를 꿈꾸었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

폭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꿈을 억누르고 통제하려 한다고 해도 그 꿈이 쉽게

포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국천주교첫순교자, 초남이성지, 세계의중심, 천당과지옥,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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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eaming on the Graves of the First Martyrs in Korea: 
Chonami Catholic Holy Place, the Center of the World 

Connecting Earth with Heaven

Yoo, Yohan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critical issues concerning the relics of the first 
Catholic martyrs in Korea, which were discovered in Wanju, Jeollabuk-do 
Province, in March 2021. First, it is shown through a meticulous examination that 
the relics discovered are really those of Yun Jichung, Gwon Sangyeon, and Yun 
Jiheon, and that Yun Jichung and Gwon Sangyeon should be considered the first 
martyrs. Second, I explain the meaning of the graves of the martyrs to the early 
Korean Catholic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ligion. Catholics of the 
Honam area in the late 18th and early 19th centuries believed that a cathedral, 
which they called “the house of the Heavenly Lord” and also “the house of 
heaven,” would be built on the graves of the first martyrs, when Catholicism 
would prosper in Korea. This church meant “the center of the world” to them, 
in that it provided a fixed point which Korean Catholics would be oriented 
towards. Third, I suggest possible answers to the question why the Confucian 
ruling class persecuted early Korean Catholics by articulating the differences in 
their cosmology. The Confucian elite of the Joseon dynasty did not approve of 
the doctrine of heaven and hell, and the notion of God as the creator and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Early Korean Catholics were not controlled by the 
threat of pain and death, due to their belief in God, who was even higher than 
the king, and their aspiration to heaven beyond this world.

Keywords: First Catholic martyrs in Korea, Chonami Catholic holy place, center 
of the world, heaven and hell, Catholicism and Confuci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