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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2년에는「광양시기독교선교1백주년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광양지역‘최초의 교회’라는 웅동교회 복원과 백주년기념관 및 순교기념

관 건립, 『광양시기독교백년사』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천주교

광양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933년이었다. 같은 해 4월 1일에 순천본

당(현 순천 저전동 본당) 정수길(鄭水吉) 신부의 지도로 강종인(姜宗仁)∙

박용섭∙우이현 등이 칠성리에 순천본당 관할 광양공소를 시작하 다. 그

러나 곧 폐쇄되었고, 같은 해 8월 31일에 광양서초등학교 교사 안병호가

인서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 광양공소를 다시 개설하 다. 당시 천주교신

자는 안병호와 그의 가족 6명∙강종인∙박용섭∙고 프란치스코 등 9명이

었고, 예비신자는 박현수(朴現洙)와 이강우 등 2명이었다. 1935년 9월 26

일에 광양공소의 첫 세식이 거행되었는데 박현수가 광양공소의 첫 세

자가 되었다. 이어 1936년 4월 22일에 5명의 예비자를 상으로 광양공소

의 두 번째 세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1936년 3월 31일에 박현수가 광양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어 1937년 8월 1일에는 전 프란치스코가 후

임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938년 2월 1일에 취업을 위해 공소

회장 전 프란치스코가 도일(渡日)한 후 공소회장직이 공석이 되고 신사참

배 등 일제말기 조선총독부의 극심한 탄압과 규제에 신자수도 감소하여 광

양공소는 다시 폐쇄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광양지역의 천주교

선교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은 이

후 1954년 7월 1일에 광양중∙농고 교장으로 부임한 박현수가 흩어진 신

자들을 찾아 교장 사택에서 공소예절을 드리면서 광양공소는 다시 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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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게 되었다. 1956년 8월 1일에 순천본당의 후원을 받아 광양읍 목성

리에 864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1958년 6월 10일에 45평 규모의 성

당건물을 신축하 다. 1975년 10월 29일에 저전동본당에서 분리하여 광

양본당으로 승격되었고 초 본당신부로 멕시코 과달루페회 소속의 코로

나(Juan Corona, M.G. 고) 신부가 부임하 다. 1981년 3월 10일에 성당과

수녀원을 개축하 으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광양본당 청년회 명예회원

들의 후원으로 본당에 엠프와 마이크 시설을 하 다. 또한 1982년 8월에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도로확장공사에 성당의 지 20평이 편입되어 성당

울타리를 개축하 고, 1983년 5월에 성당 행사용 취사장을 마련하 다. 이

어 1985년 9월 30일에 본당건물 20여 평을 증축하고 창고를 유아 미사실

로 개축하 으며, 10월 20일에 성모동산을 정문 옆에 조성하 다.

한편 1983년 10월 23일에 개최된 광주 교구 신앙 회에 180명의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 으며,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한국순교자유해 순회

기도회를 마련하 다. 그리고 1985년 11월 3일에 광양본당 승격 10주년

기념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야외 주일미사와 체육 회, 본당 발

전의 공로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를 하 다.1)

1983년 3월 5일에는 태금면 금호리에 소재한 광양제철 동백아파트 4동

202호에서‘광양제철공소’(금호공소)를 시작하 는데 광양제철소가 준공

되면서 신자수가 증가한 때문이었다. 광양본당의 프랑코 신부가 공소를 개

설하 는데 개설일에 2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 다. 1987년 1월에‘제

철성전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 는데, 1988년 5월 말에 광양본당의 신

자수용 및 교육문제 등을 고려하여‘광양본당 성전신축위원회’를 발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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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29 : 천진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천주교 신앙의 발상지 사진8-130 : 나바위 성당 전북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1845년 김 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첫발을 내디었던 곳

1) 천주교광주 교구사편찬위원
회.『광주 교구 50년사』.
1990. 빛고을출판사.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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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제철성전건립추진위원회를 여기에 통합하 다. 그러다

가 1989년 2월 3일에 양 지역이 각각 성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같은 해 2월 9일자로 시로 승격된 동광양지

역(제철 지역)의 성전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13일

에 중마동 산 114-1번지의 1,833평을 성전부지로 매입하

는데 매입 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해 10월

24일에 광 동 산 70-13의 756평을 매입하 다. 1990년 2

월 7일자로 광양본당에서 분리하여 광 동본당이 신설되고, 같은 해 7월 8

일에 본당주보인「빛들」이 창간되었으며, 이튿날인 7월 9일에 조립식 가건

물로 성당이 준공되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가 창

립되어 가난한 이들에 한 우선적인 배려에 관심을 기울 다. 이어 1993

년 2월 18일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 분원을 개설하 다.2)

1991년 7월 26일에 광 동 산 70-5에 2차 성전 부지로 330평을 매입

하고, 1992년 4월 29일에 광양동 산 70-8에 3차 성전부지로 400평을 매

입하여, 같은 해 8월 17일에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 다. 이어

1994년 3월 5일에 동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5월 8일에 새 성전 건

립을 시작하여 1995년 7월 23일에 연건평 704평 규모의 성당을 완공하고,

8월 29일에 사제관과 수녀원을 완공하 다. 또한 1994년 10월 5일에 중동

에 성전 부지로 670평을 매입하고, 1997년 5월 20일에 광 동 산 70-6에

4차 성전부지로 446평을 매입하 다. 광 동본당의 신자수는 1991년에

1,638명, 1993년에 2,314명, 1994년에 2,453명을 기록하 다.

2000년 2월 1일에는 중동 1476-1에 중동본당이 설립되었다. 같은 해 2

월 15일에 중동본당 사목회가 결성되었고, 3월 5일에 본당부지 조성 및 성

모상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4월에 성모회와 데레사회 등 신심단체가

조직되어 신설 본당의 체제가 갖추어져갔다. 

2001년 9월 10일에는 광양읍 목성리 716번지에 돔형의 지붕과 원형의

외부구조로 설계된 광양성당이 2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신축 준공되었

다.3) 광양본당의 신자수는 1980년 484명, 1984년 1,012명, 1988년

2,339명, 1993년 1,681명을 기록하 다.

2003년 현재 광양에는 천주교 광양성당, 천주교 광 성당, 천주교 중동

성당 등 3개의 본당이 있고 진월면 중도마을에 천주교 광양성당의 중도공

소가 있어 천주교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8-131 : 절두산 성당 서울
마포구 합정동
천주교 박해때
많은 교인들이
처형당한 장소

사진8-132 : 명동성당의 미사
모습

2) 한국교회사연구소.『한국가
톨릭 사전』1권. 1994.
548쪽.

3) 『평화신문』2001년 10월 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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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종교

오늘날 한국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多宗敎)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은 삼국시 이래 줄곧 이어져왔다. 다종교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

는 현상이 종교간의 배척 또는 갈등이다. 그러나 한국종교사의 주류는 종교

를 상호 립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아가 종교간에 상충되

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모두 인정하는 관용적, 포용적 입장을 취

했다. 한국의 종교들은 역사를 통하여 한국문화 건설의 주역을 담당하 다.

한국사상의 폭을 넓혔으며, 한국인의 윤리, 도덕심을 고양시켰으며, 찬란한

예술품을 남겼다. 또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도 앞장을 섰다.1)

1860년 동학이 창도된 이래 그간 우리나라에는 많은 새로운 종교가 창

립되었고, 또 소멸되었다. 이강오 교수가 1963년 봄부터 1967년 봄까지

전국에 포교되고 있는 신종교단체의 본부를 탐방조사한 것을 분석 정리해

본 결과 한국의 신종교단체는 모두 260여 개에 달하 다. 한국신종교를 지

역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전남은 아주 약하다.2) 1916년에 원불교(당시 불

법연구회)가 광에서 발생되어 전북 이리로 본부를 옮겼고, 1920년에 순

천도법문파(順天道法文派, 당시 順天道)가 순천에서 창립되어 본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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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33 : 천주교 광양성당

사진8-135 : 천주교 중동성당 사진8-136 : 천주교 광양성당 중도공소

사진8-134 : 천주교 광 성당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 2002. 447쪽.

2) 이강오. 『韓國新興宗敎總
鑑』. 1992. 韓國新興宗敎硏
究所. 948-94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