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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인의 사도 보니파키우스

716년 | 프리지아로 가서 선교활동 시작

보니파키우스의 출생 배경과 수도원 입문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의 종  

  교에서 유럽 땅 전역에 뿌리  

  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약 1  

  천 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느리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프랑크족 영토 변  

  두리 지방에 사는 이교도들이  

  었던 '독일'의 개종은 주로 영  

  국에서 온 선교사로부터 시작  

  되었는데, 590년 그레고리우  

  스 1세가 교황이 되어 영국  

  선교의 꿈을 실현하면서부터  

  다.

    그런데 독일에 기독교가 뿌  

  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보니파키우스의 선교활동과 순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독  

                               일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보

니파키우스였다. 보니파키우스는 7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 영국

의 크레디톤에서 귀족 출신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후에는 수도

원에서 엄격한 교육과 베네딕트파의 규칙적인 수도원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30세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그는 보니파키우스로 불렸고, 뛰어난 학식과 능력 때문에 수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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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파키우스의 선교활동

  보니파키우스는 평화스럽고 안정된 수도원에 상주하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과 기독교가 들어갔더라도 뿌리를 내

리지못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렵

고 험난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그리하여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에게 독일의 선교사로 임명받아 719년부터 윌리브로드

(Willibrord)와 협력하면서 3년 동안 헌신적인 선교활동을 펼쳐나

갔다.

  3년 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고 판단

되자 그는 다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튜토닉(Teutonic) 지역을 

목표로, 그 지역의 이교도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계획했다. 그

리하여 그는 튜토닉 방언과 문화와 관습 등을 배웠고, 722년에

는 윌리브로드에게서 떠나 헤세(Hesse)와 투링기아(Thuringia)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전개

했다. 그가 헤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는 이교도가 섬기는 

'우뢰의 신' 이라 부르는 큰 참나무가 있었는데, 보니파키우스는 

이교도들이 바라보는 현장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이교도들

은 보니파키우스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자 자신들의 섬기는 종교가 무력함을 알고 

추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후 보니파키

우스는 그 나무를 벤 자리에 성 베드로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보니파키우스는 선교지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제자와 

함께 독일 사제들의 교육의 센터가 될 베네딕트파의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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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다 수도원을 세웠다.

  이 수도원에서 그는 많은 교육자를 양성했으며, 프랑크교회의 

불규칙적이며 침체된 교회제도를 개혁시켜 교황청의 권위를 증대

시켰다. 또한 성직자가 세속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며 사제들의 결혼을 정죄하고 엄격한 성직 훈련을 강화하는 

등 독일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754년 6월 5일 신앙고백

을 위한 예식을 준비하는 도중, 성난 폭도들에게 50여 명의 동

료들과 함께 순교를 당함으로써 유럽의 기독교 선교에 귀한 밀

알이 되었다. 그는 지금도 '독일인의 사도'로서 존경을 받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