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순교사화(18)
프랑스에 일어난 대학살

위그노 대학살(1572.8.24. 성 바돌로메 축일, 프랑스 파리)   

1. 프랑스 위그노 대학살 사건의 전모  
   17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개신교인들에 대한 대학살 사건 중 1572
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 축일(St. Bartholomew‘ Day)에 있었던 위그노(Les 
Huguenots, l6,17세기 프랑스의 개신교도) 대학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순교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세느(Seine) 강, 루아르(Loire) 
강, 론(Rhône) 강이 피로 물들었던 일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샤
를(Charles, 재위 1550-1574) 9세와 그의 어머니 캐서린(Catherine)은 그들의 
공개적인 핍박이 위그노들을 자극하여 더 완고한 저항을 가져온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바꾸어 이번에는 간교한 방법을 써서 
위그노를 박멸할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 
   첫째, 샤를 9세(Charles Ⅸ, 재위 1550-1574)는 위그노들의 존경을 받는 
콜리니(Coligny, 1519-1572)에게 그의 군대를 로 컨트리로 들여보내도록 
명령해서 콜리니를 따르는 자들의 수와 이름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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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름답지만 방종한 왕의 누이동생 마거릿 드 발르와(Marguerite 
de Valois, 1553-1615)와 위그노의 첫 왕자며 왕위를 이을 헨리 드 나바라
(Henri de France, 1553-1610)와의 결혼을 제안했다.    
   그래서 위그노 귀족들은 모두 파리로 초대되어 위그노들이 믿을 수 
없는 캐서린이었지만 캐서린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초대 된 손님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나바라의 여왕이었으며 헨리 왕자의 어머니이며 위
그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잔느 달브레(Jeanne d'Albret, 1518-1572)였
다. 개신교 신앙정신과 덕망으로 존경 받던 그녀가 샤를 9세의 양가의 
결혼을 통한 동맹 제안에 대해 두려움과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초대
에 응하여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기 했는데 그녀의 작은 나바르 왕국
(Royaume de Navarre)을 떠날 때 왠지 가슴이 메질 것 같았다. 
   그런데 잔느 달브레가 파리에 도착한지 일주일도 못되어 갑자기 원인
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죽었다. 그녀의 큰 재능과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인해 그리고 위그노들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그녀는 로마 가톨릭교도들의 
가장 위험한 적이었으므로 그녀가 독살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샤를 9세는 헨리 왕자에게 그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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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라고 설득시키고 그의 결혼은 다음 8월에 부르돈 추기경의 집례로  
교회 밖에 세운 큰 무대에서 거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때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파리 시 중앙에 있는 궁전으로 향했다. 그런데 
결혼식은 8월 18일에 거행되었고 24일은 대학살의 날로 결정되었다. 
   24일 새벽 2시 세인트 제매인 록세루아 성당(Saint Germain of Auxerrois 
Church)의 종이 올릴 때 그것을 신호로 해서 기즈 공작(Duke of Guise, 
1519-1563)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위그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콜리니
공작의 집으로 향했다. 그 부하들 중 베즈므라는 청년이 자기 하수인들
을 인솔하여 사령관의 방으로 갔을 때 마침 콜리니 공작은 방에 앉아 있
었다. 그들은 그를 서너 번 칼로 찌르고 나서 콜리니 공작을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그의 머리와 팔이 폭도들에 의해 잘리고 그의 시체는 
교수대에 거꾸로 매달렸다.    
   덕망 높은 콜리니 공작이 샤롤 9세가 보낸 살육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자 동시에 샤롤 9세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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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는 모든 신교도인 위그노들을 미친 듯이 살해했다. 이러한 광기
어린 살육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학살은 처음 사
흘 동안에 일어났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000여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그노들에 대한 이 잔인한 학살은 파리 성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지방에까지 확산 되었는데 특히 리용, 오를레앙, 툴루즈, 
루앙에서 일어난 잔악성은 그 어떤 학살과도 비할 바가 없는 너무나 참
혹하고 끔찍한 것이었다. 불과 한 달 동안에 프랑스 내에서만 60,000명 
이상의 신교도들이 살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보고된 믿을 만한 것이다. 
   이 같은 신교도들에 대한 세기의 대학살 사건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
되자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이 
믿음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기념매달도 만들어졌다. 교황과 
그의 추기경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성 마가교회(Saint Mark Church)



  로 행렬을 지어 엄숙하게   
   행진했다. 그리고 온 도시에  
   대잔치가 벌어졌고 성 엔  
   젤로(Saint' Angelo) 성에서는  
   축포가 쏟아졌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는 더 할 수  

        위그노 대학살 교황청 승리기념 매달(1572)        없이 기쁜 이 소식을 전한 
로렌 추기경에게는 특별히 교황으로부터 1,000 크라운의 상금이 내려졌
다. 이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거꾸로 생각한 유사한 기쁨이 프랑스 전역
을 휩쓸었다.   
   다음은 위에서 말한 흉악한 범죄를 기록한 세목 가운데 일부이다. 두 
팔에 부상을 입은 사령관은 나바라 여왕의 설교자 모르에게 빈정대며 이
렇게 말했다. “오 나의 형제여! 이제 나는 가장 거룩하신 그의 이름으로 
인해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겠소.” 나바라 여왕의 설교자 모르는 베즈므에게 살해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그보다 더 용감하게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선포했다. 
   계속하여 푸아크티에르 시에서는 하루에 2,000명이 살해되었고 이 
대학살은 그 후 며칠 동안 더 허용되었다. 멜터스에서는 200명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 나와 무자비하게 토막
이 나고 말았다. 오를레앙에서는 1,000명의 남녀노소가 살해되었다. 어
거스토보나의 시민들은 파리에서의 대학살 소식을 듣자 성문을 잠그고 
신교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 놓고는 의심나는 자는 모조리 옥에 가두
었다가 나중에 모두 끌어내 죽여 버렸다. 리용에서는 800명이 가장 비참
하게 죽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 아버지는 그들의 자
녀들을 품에 안은 채 죽임을 당했다. 300명이 대주교의 집에서 살해되었
으며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은 그들의 시체를 파묻으려 하지 않았다. 툴
루즈에서는 200명이 살해되었다. 루앙에서는 500명이 사형을 당했다. 
   다음은 투아루스의 간증이다. “이 살육의 본보기는 다른 도시로 전달
되었고 도시에서 읍으로 읍에서 마을로 퍼져서 이번 로마 가톨릭 교인들
의 학살로 30,0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70세
의 브리카모티우스(Bricamotius)와 카버그니우스(Cavagnius)는 들것에 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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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후에 교수형을 
받았다. 브리카모티우스는 만약 사령관이 왕을 모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 용서되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다.    
   부르도에서는 앤제리우스라는 한 수도사의 선동에 의해 264명의 개
신교도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원로원이었다. 메인의 아젠디
쿰에서는 형사 재판소의 재판관 애마루스의 선동으로 신교도에 대한 잔
인한 대 학살이 일어났다. 신교도들이 교회를 망치기 위해 회의를 가졌
다는 소문이 외국에까지 퍼졌고 격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100여 명의 남
녀와 그들의 모든 재산이 그 도시 곁으로 흐르는 이곤나 강에 던져졌다.
   기즈 공작이 블루아에 도착하자 성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강탈과 
살인이 시작됐다. 집들은 모두 파괴되었다. 남아있던 많은 신교도들이 살
해되거나 루아르 강으로 던져졌다. 공작은 블루아에서 약 2리그 떨어진 
메르라는 도시로 진격했는데 그 곳은 위그노들이 모임을 갖던 장소였다. 
그는 그 교구의 목사 카세보니우스를 강물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하고 불
응한 많은 주민들이 사형 당했다. 투린의 장관인 존 부르제오루스 노인
은 신교도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많은 돈을 주고 목숨과 안전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붙잡혀서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진 채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물속에 머리가 거꾸로 쳐 박혀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성의 열쇠를 맡고 있는 타락한 보관자로 말미
암아 마티스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당
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개신교 주민들을 몹시 잔인하게 취급
해서 단순히 장난삼아 팔다리를 자르기도 했다. 카호르의 알비아에서는 
12월 16일 주일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종이 울리자 신교도들이 모여 
있는 곳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들 중
에 과세리우스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집으로 쳐들어
가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살해했다.    
   미라벨륨에서는 콘데 왕자 밑에 있던 대령 보르디스가 약속과는 정반
대로 살해되었고 그의 시체는 길가에 던져져서 개들에게 먹혔다. 콘데 
왕자는 죄수로 잡혔다가 몬티스키우스 해협에서 앙주 공작의 근위기병 
대장에게 피살되었다. 오를레앙에서는 100여 명의 남녀가 감옥에 투옥되
었다가 미친 듯이 날뛰는 폭도에 의해 조각조각 찢겨졌다. 
   그러나 오너스 지방에 있는 도시 로첼르의 주민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당한 잔인한 사건들을 듣고 그들을 학살 하려는 왕의 세력을 방어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본보기는 다른 여러 도시도 따르게 되었다. 그
들은 같은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기 시작했다. 왕은 이것을 깨
뜨리기 위해서 프랑스의 전 권력과 귀족들을 모두 소집하여 로첼르를 포
위하고 격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보호 아
래에서 즉각적인 파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개월간이나 포위는 계속되었다. 그 때 앙주 공작은 폴란드 왕을 자
처하면서 프랑스 왕과 협동하여 로첼르 주민들과 협상을 맺기에 이르렀다. 
25개 조항으로 된 그 내용은 로첼르 주민들이 작성했는데 자신들과 프
랑스에 있는 신교 기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면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것은 왕에 의해서 확정되었으며 선포되어 로첼르와 다른 도시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 다음 해에 프랑스 위그노들을 박해하고 살육하는 일의 선
봉에 섰던 프랑스 왕 폭군 찰스 9세는 죽었다. (*) 출처 / 기독교순교사화(존 폭

스 원저, 머리 킹 편저, 생명의말씀사) < 다음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