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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 선교

801~865년 | 북극인들을 위한 사도 안스가르의 생애

바이킹은 어떤 사람들?

     바이킹Viking은 대략  

  800년에서 1050년 사이  

  에 활약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해양 상인들을 일  

  컬으며 흔히 바이킹들이  

  활악하던 스칸디나비아인  

  들을 통틀어 ‘바이킹’ 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이킹은 본래 상인이  

  자 전사였는데, 자신들이  

  살던 본토가 산이 많고   

  척박했으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을 하다가 정  

바이킹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스가르  복민족이 되어버렸다. 이      

                                  들은 날렵한 배를 만들어 

뛰어난 항해술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북동쪽 해안 각지에서 활동

했다.

  바이킹은 9~11세기 서유럽뿐 아니라 러시아, 시실리, 아프리카 

북부까지 약탈했다. 바이킹의 첫 번째 침입은 8세기 말에 시작되

었지만, 그 전에도 그들은 잉글랜드 동남부 해안을 덮쳐서 약탈

해가곤 했다.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파괴했으며, 노획물을 그들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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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싣고 도망쳤다. 793년에는 린디스판을 습격해서 수도원을 

약탈하고 보물들을 홈쳐갔다. 바이킹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며, 수도사들을 종으로 파는 일을 특히 더 

기뻐했다. 이들의 노략질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북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며 교회를 파괴하고 성읍들을 불태운다. 도처에         

 는 죽은 시체들-성직자와 평신도, 귀족들과 평민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이 널려 있다. 어느 길, 

  어느 곳이나 시체들로 빽빽이 뒤덮여 있다.

  바이킹들은 '오딘 Odin' 이란 전쟁신을 숭배했고, 용감하게 싸

우다가 죽으면 천당에 가서 영원히 축제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

했다. 바이킹은 러시아의 노보그라드(Novogorad)와 키예프

(Kiev)를 점령하여 기지로 만든 다음 강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흑해에 도달했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엄청 넓다.

바이킹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은?

  바이킹들이 그토록 끔찍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들을 위해 복

음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대열의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은 윌리브로드였다. 그는 692년에 아일랜드의 보니파키우스

의 지도 아래 훈련을 쌓은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북해를 건너가 

프리지아인(Phrygia) 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정치적 어려움 등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헤쳐가면서 네덜란드 여

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다. 또한 717년에는 한 그룹의 수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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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데리고 덴마크에 가서 선교했다.

  그 후 바이킹들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는 832년 안스가르 St. 

Ansgar(중세 유럽의 선교사, 함부르크의 초대 주교)라는 인물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스웨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를 세웠으며, 많은 수도사를 불러 모아 훈련시켜 스칸디나비아 

지역 전역에 파송했다. 대대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한 결과 그가 64세를 일기로 임종 할 당시 북

극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런 이유로 안스가르에게 

'북극인들의 사도' 라는 고귀한 칭호가 주어졌다.

  또한 바이킹들의 복음화에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값진 희생

이 숨어 있었다. 바이킹들은 영국과 프랑스 등지를 약탈하고 수

많은 생명을 죽였을 뿐 아니라, 수많은 여인과 수도사를 사로잡

아다가 노예나 몸종 혹은 부인으로 삼았다. 이 처참한 상황 중

에서도 이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이킹들

을 감동시켜 점차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다.

  바이킹의 복음화에는 이들의 숨은 희생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