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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와 영국의 복음화

596년 | 아우구스티누스, 베네딕트 수도사들과 함께 영국 켄트 왕국에 파송됨

   

프랑스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현재의 프랑스와 그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프랑크족이 여

러 소왕국을 이루며 살았는데, 메로베치(Merovech)가 나타나 

메로빙거 왕조(Merovingian dynasty)를 세워 통일국가 형태를 

이루었다. 이 메로빙거 왕조의 지도자인 클로비스 1세(Clovis 

Ⅰ) 는 아리우스(Arius)에 물들지 않은 부르군트족의 정통기독교 

신자인 클로틸드(Clotilde) 공주와 결혼했다.

  왕비는 클로비스를 개종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클로비스 왕의 회심에는 별 진전이 없었으며, 거기다가 첫 아이마

저 병들어 죽게 되자 클로비스는 아내가 믿는 신은 아이를 살리

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완강하게 기독교를 거절했다.

   그런데 496년 전쟁에서 위기에 몰린 클로비스는 "만약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준다면 기독교, 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하였고,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클로비스는 그 약

속을 지키게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만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

라 그의 신하들까지 믿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내일 나와 함께 세례를 받으러 강가에 나타나지 

않는 자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자이다"라는 선언을 했고, 496년 

성탄절에 자신의 전사 3천 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클로비스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철두철미한 기독교의 

일꾼이 되면서 프랑스의 기독교화가 급진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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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복음화 과정은?

  영국의 복음화 과정에는 6세기  

  경에 두 가지 선교운동이 나타  

  나는데, 첫째는 아일랜드에서   

  건너 온 콜럼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운동이었다. 콜럼바는 성 패  

  트릭이 아일랜드에 세운 수도원  

  에서 교육을 받은 후, 42세의  

  나이에 12명의 동행자와 함께  

  아일랜드를 떠나 스코틀랜드 서  

  해안에 정착해 아이오나섬에 수  

  도원을 설립하고 선교를 이루어  

  갔다. 또한 콜럼바의 후계자 에

아이오나에 있는 콜럼바 대학      이든(Aidan)은 영국 동부 해안   

                             지역의 린디스판(Lindisfarne)

이란 섬에 수도원을 건립하고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여 야만

족인 앵글족과 색슨족을 개종시켜 영국 중심부까지 복음을 전파

했다.

  둘째는 수도사 아우구스티누스(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아우구

스티누스' 와는 다른 인물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영국 남부로

부터 시작된 선교운동이다. 

  이들은 영국과 독일의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

울였던 수도사 출신의 첫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I세

(Gregorius I)의 파송을 받고 596년에 영국의 켄트 왕국에 당

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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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그곳에는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갈리아 출신의 켄트 왕비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활동은 다소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선교하

여 하루에 1만여 명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 또한 여러 개의 수

도원을 세우며 로마교회의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기들을 놓았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영국의 남부 켄트에서 시작되

어 북상하던 교황청 소속의 선교운동은 후일 아일랜드에서 시작

하여 남하하던 수도원 선교운동과 만나 한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696년 휫비교회회의(Synod of whitby)에서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수도원 운동이 로마교회에 편입되며 하나의 서방교회를 

이루어 영국의 복음화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