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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독교 초기의 집단개종

496년 |클로비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세례 받음

    집단개종이란?

  집단개종(Mass Conversion)  

  이란 "한 지역이나 조직의 지  

  도자가 개종할 때 그곳에 속  

  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를 한꺼번에 바

  꾸는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켄터베리 대주   

  교)가 켄트 왕국(The kingdo  

  m of Kent)의 에델버트 1세  

  (Ethellbert I) 왕을 개종시키  

  자 왕을 따라서 1만 명의 국  

  민들이 함께 개종하게 된 사

프랑크 왕국을 집단개종시킨 클로   건이라든지, 프랑크 왕국의 클

비스 왕                        로비스 1세 (Clovis I) 가 개  

                               종하자 그를 따르는 전사 3

천 명이 함께 개종한 경우, 그리고 전도자 그레고리(Gregory 

the IlIuminator)에 의해 아르메니아 국왕이 개종하면서 국민 전

체가 함께 개종한 경우 등이다. 또한 보니파키우스(St. 

Bonifacius)가 신성한 나무를 찍어 넘어뜨려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 후, 수천의 사람이 기독교 신의 우월함을 깨닫고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도 집단개종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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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단개종은 비록 숫자에 불과하나 기독교인을 늘리는 데 

큰 성과를 나타냈으며 유럽을 기독교화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개개인이 회심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로마가

톨릭 선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소수 특권층

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여 지역 전체를 일거에 개종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집단개종의 강점과 약점

  최근 들어 한 지역이 지도자를 따라 모두 함께 개종하는 집단

개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개인의 결단에 따

른 회심이 아니라 지배층의 개종을 따라 유행이나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 것 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명목적인 신자를 양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와 정치의 결합으로 기독교가 정

치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회심은 대개의 경우 

집단개종이었다. 서구 사회는 대부분 개인적인 결단으로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지만, 과거에는 서구 사회나 비서구 사회

나 모두 대부분 중요한 결정이 집단적으로, 혹은 집단의 지도자

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아직도 비서구 지역에는 이런 집단적 결정 성향이 강한 곳이 

많다. 이런 사회는 개인보다 가문, 동네, 사회, 국가가 더 우선되

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서구식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별 회심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 전도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집단개종의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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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집단개종은 진리 혹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다. 집단개종이 그냥 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심과 성숙한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선교전략 중 유익한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