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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성직자 독신이 년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통해 보편1139 2

적 교회제도로 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임권 분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

려는 시도이다 토지 소유 관념과 가족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사회경제사. 

적 해석이나 관련 교회법 자료에 나타난 내적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일부 

그레고리우스 개혁 연구와 달리 이 글은 서임권 분쟁을 통해 변화된 개혁 , 

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만 성직자 독신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 동력을 제

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성직자의 자격요건을 그들의 성적 금욕여부와 관련짓는 일은 세기 초이4

래 지속된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지만 보편적 제도로서의 성직자 독신은 그, 

러한 전통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기존의 교회 규범. 

이 독신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면서도 성직 입문자의 결혼이나 기혼자의 

성직입문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데에 반해 제 차 라테, 2

라노 공의회는 성직자와 여성과의 성적 관계가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

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상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교회법 상의 발전이 결코 점진적인 양상을 띠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기 중반 이후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강제하는 동. 11

기나 방식이 다양화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교회법의 구체적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기혼자. 

가 성직에 입문하거나 미혼의 성직자가 새로이 결혼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이들에 대한 교회의 요구도 여성들과의 동거를 중단하, 

라는 수준에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엄격한 독신 요구는 년대 초. 1130

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등장하여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수용되었다 이2 . 

를테면 성직자 독신 제도는 일종의 교회법적 도약을 통해 성취된 셈이었다.

성직자 독신 제도의 확립은 관련 교회법의 내용과 논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외적 환경이 서임권 분쟁의 맥락 속에서 변화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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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반의 라노에서 벌어진 파타리아 운동을 통해 그레고리우스 개11

혁의 주요 지지자들은 이전까지 주로 이론적 신학적 영역에서만 논의되던 , 

성직자 독신 문제가 이제 주교 서임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개혁의 핵. 

심 인물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였다 대부제 시절 교황 사절의 자격으로 7 . 

라노의 상황에 깊이 개입했던 그는 독일 국왕 하인리히 세와의 정치적 4

분쟁이 격화되기 이전인 재위 초기부터 독일 지역의 주교와 성직자 인민들, 

에게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관철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물론 이. 

러한 요구는 종종 각 지역의 주교나 성직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뿐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황은 개혁을 지지하는 . 

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반대자들에 대한 민중 소요를 종용함으로

써 주교 서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간 확보할 수 있었다.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가 서임권 분쟁에서의 전선을 확실히 해주었다

면 그렇게 본격화된 분쟁 과정에서 성취된 크고 작은 성공은 다시금 금욕 

요구가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세 이후 교황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7 , 

부분적으로나마 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이들을 주교좌에 앉히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자신감은 보름스 협약과 제 차 라테라노 . 1

공의회에서 절충적인 형태로나마 서임권 분쟁이 마무리되자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개혁을 통해 교황과 교회법의 권위가 점차 신장되어가. 

는 상황에서 세속 군주와의 정치적 갈등마저 사라지자 이제 교회법의 이상

을 현실적 구호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환경에 대한 . 

교회의 반응이 바로 성직자의 결혼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독신 제

도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이었다2 .

주요어 : 성직자 독신 서임권 분쟁 그레고리우스 개혁 교황 그레고리우스 , , , 

세 성직자 결혼 교회법 독일 주교구 소요법령7 , , , , 

학  번 : 2008-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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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금욕의 법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결함이 교회 종사자들과 성품“

에 오른 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야 하기에 주교 사제 부제 차부제 수도참, , , , , 

사회원 수도사 및 서원자 중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 갖기를 감행한 이들, 

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는 바이다 그와 같이 교회[ ] . 

의 법규를 위반한 채 맺어진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1) 

년 월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공표된 이 조항은 성직자 독신1139 4 , 2 ‘

이 보편적 교회제도로 기능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clerical celibacy)’ .2) 

비록 외견상 개에 이르는 공의회 결정사항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 구30 , 

문이 이후의 교회 구조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성직과 결혼이 양. 

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최초의 교회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성직자와 . 

여성 사이의 성적 관계는 그것이 설사 혼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즉 결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 , 

에서 성직자의 정체성이 속인의 그것과 엄 히 구별된 것이다 중세 성기 . 

1)  “Ut autem lex continentiae et Deo placens munditia in ecclesiasticis personis 
et sacris ordinibus dilatetur, statuimus quatenus episcopi presbyteri diaconi 
subdiaconi regulares canonici et monachi atque conversi professi, qui 
sanctum transgredientes propositum uxores sibi copulare praesumpserint, 
separentur. Huiusmodi namque copulationem, quam contra ecclesiasticam 
regulam constat esse contractam, matrimonium non esse censemus. Qui 
etiam ab invicem separati, pro tantis excessibus condignam poentientiam 
agant.” J. Alberigo et al., ed.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 II 김영국 , 
외 옮김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 권 전편 제 차 라테란 공의회 제 차 리옹 공의, , 2 : 1~4 · 1~2『
회 가톨릭출판사( , 2009). 198. 』 

2) 일반적으로 성직자 란 성사 집행 권한을 가진 사제 및 부제 차부제  ‘ ’ (priest) (deacon) 
등의 상위 품계 와 그 밖의 다양한 부수직무를 수행하는 하(subdeacon) (major order)

위 품계 로 구분되기도 하고 수도규칙에 따른 생활 여부에 따라 재속성직(minor order)
자 와 수도성직자 로 나뉘기도 한다 그런데 보편적 독신 규범의 형성(secular) (regular) . 
이라는 세기의 변화는 주로 재속성직자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베네딕투스 규칙서11-12 . 
를 위시한 중세 수도 규범 대부분은 암묵적으로나마 독신을 수도생활의 전제로 간주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성직자라는 표현은 재. 
속성직자를 지칭한다 품계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대 사료가 상위 품계만을 지시. . 
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대로 하위 품계에만 적용되는 규범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논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한 구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 
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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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가톨릭교회를 지탱하게 될 성직자 중심의 배타적 계서 구조는 바로 

그러한 성 속 구별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될 터였다- .3)

그런가 하면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은 성직자들의 자격요건을 그2

들의 성적 금욕 여부와 관련지어 규정하려고 애써온 오랜 교회법 전통이 다

다른 최종 종착점이기도 했다 고대 말 이래로 교회는 성직자의 직무 그중. , 

에서도 특히 성사 의 완결성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성직자가 여성과 ( ) , 聖事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막으려고 해왔는데 독신은 그러한 시도들이 조망한 , 

최고의 이상이었다 물론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교회의 요구는 세기 . 11

중반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도서약을 통해 자발적 금욕을 선. 

택한 이들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성직자가 여성과 동거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실상의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 

이러한 관행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 나 일탈 의 결과였던 것만은 아니다 아‘ ’ ‘ ’ . 

직까지 성직과 결혼이라는 두 제도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일관되고 명료한 원칙이 없었고 따라서 독신은 성직자가 취할 수 있는 바람

직한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차 라, . 2

테라노 공의회는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적어도 교회법적 차원에서 완전히 종

결시켰다 이제 독신 생활을 동반하지 않는 성직 수행이란 개념상 불가능한 .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성직자 독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세기 초에 이르12

러 보편적 교회제도로 확립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무엇

인가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어 ? 

왔다 첫 번째는 성직자 독신의 제도화를 세기부터 세기에 걸쳐 점진적. 10 13

으로 진행된 토지 소유 형태 및 가족 구조의 변화와 관련짓는 접근법이다. 

예컨대 뒤비 는 속인 귀족의 친족 관계가 세기 후반 이후(Georges Duby) 10

3) 참고로 성직자 독신 제도와 관련된 오늘날의 교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성직자들은   . “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 
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성. 
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 Codex Iuris Canonici, c. 27
7, §1-3 (Available: http://www.vatican.va/archive/cod-iuris-canonici/cic_index

번역은 천주교 주교회의 의 것을 그대로 따름_lt.html). (http://canon.cathol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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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점차 부계 중심의 수직적 관계로 변해가고 세습 재산에 대한 권리 역

시 가계의 우두머리 및 그 후계자인 장자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그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재산 상속의 가능성을 잃게 된 차남 이하의 . 

아들들 중 상당수가 성직에 입문하도록 만들었다 즉 성직자 독신은 바로 . , 

이들에게서 합법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문의 확장을 제한하

려는 속인 귀족의 이해관계가 세기를 전후로 고조된 금욕주의적 열망과 11

만나 빚어낸 결과였다.4)

무어 는 변화의 동력으로 토지재산의 소유에 대한 달라진 (R. I. Moore)

관념을 지적함으로써 논의를 구체화시켰다 그에 따르면 세기 후반 이후. , 10

의 농업생산력 향상에 의해 생산 수단으로서 토지가 지니는 가치가 점차 커

져갔고 이에 따라 속인과 교회기관 모두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통제력을 갖

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교회기관에 대한 속인의 토지 희사 는 항구. ‘ ’

적 재산 이동이라기보다 자기 가문과 해당 기관 사이의 연대를 드러내는 일

종의 상징적 행위였다 같은 토지를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희사하는 . 

관행이 그 증거였다 그런데 이제 교회기관은 한 번 희사 받은 토지를 자기 . 

고유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토지를 둘러싼 성 속간의 분쟁도 불가-

피해졌다 속인들 역시 같은 이유로 이미 희사한 토지에 대한 자기 권리를 .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쟁 속에서 교회가 독신의 강제를 통해 성. 

직자들을 속인 귀족의 이해관계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 

무어의 설명이다.5)

문제는 위와 같은 사회경제사적 설명이 성직자 독신의 제도화를 둘러싼 

사회 환경을 지나치게 원경 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접근( ) . 遠景
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성직자 독신이라는 주제를 봉건 사회의 형성

4) Georges Duby,  Medieval Marriage: two models from twelfth-century France, E
lborg Forster trans. (Baltimore, 1991), 1-25; idem., Le chevalier, la frmme et 

최애리 옮김 중세의 결혼 기사 여성 성직자 새물결le prêtre, , : , , ( , 1999). 117-134, 『 』 
145-146.

5) R. I. Moore, The First European Revolution, c. 970-1215 (Malden, 2000), 
65-111; idem., “Property, Marriage, and the Eleventh Century Revolution: A 
Context for Early Medieval Communism,”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Essays on Medieval Clerical Celibacy and Religious Reform (New 
York, 1998), 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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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더 포괄적인 주제의 일부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히 그들은 . 

성직자 독신 문제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 이를테면 관련 교, 

회법의 내용이나 그것을 강제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

의 변화 등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대신 가족 구조 결혼 관념의 변화와 같이 , 

적어도 세기에 이르는 추이를 살펴야 하는 요소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2-3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사적 접근은 성직자 독신의 제도화를 추동한 . 

근원적 원인을 지목할 뿐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이 도출되는 구체, 2

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성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 과정에 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이란 성직자 독신 문제. 

를 세기 중반에서 세기 초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그레고리우스 개혁11 12 ‘

(gregorian reform)’6)의 범위 안에서 다루는 시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 

시기는 이미 성직자 독신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었

다 대표적인 예로 세기 초에 출간된 . 20 바캉다르 리(E. F. Vacandard), 

플리셰 등의 저작을 들 수 있다(Henry C. Lea), (Augustin Fliche) .7) 이 연구 

들은 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교회 입법 문서와 연대기 19

및 논고 등의 사료를 포괄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통사적 서술이었는데 무엇보, 

다도 성직자 독신 문제를 서임권 분쟁 이나 성직매매‘ (investiture conflict)’ ‘

6) 이 용어는 플리셰의 동명 저작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년교황 레오 세의  1049 ( 9
선출부터 년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 까지의 시기에 진행된 일련의 교회 변화를 지) 1139 ( 2 )
칭한다 이 명칭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일부 연구자들. . 
은 이 용어가 당대 교회의 변화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나7
치게 과장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용어에 담긴 상의하달식 어감이 개혁. (top-down) ‘ ’
시기에 분명히 존재했던 지역적 주도권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평도 제기되었다. John 
Gilchrist, “Was there a Gregorian Reform Movement in the Eleventh 
Century?,” The Canadian Catholic Historical Association: Study Sessions, 37 
(1970), 1-10; John Howe, “St.  Berardus of Marsica: ‘Model Gregorian Bishop’,”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그러나 이 글에서는 , Vol. 58 (2007), 400-416. 
그레고리우스 개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여전히 ‘ ’ . 
연구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뿐 아니라 성직자 독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역 , 
사례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7) 세기 이전까지의 경우 축적된 연구의 분량 자체는 방대하지만 성직자 독신 제도의 정 20
당성 문제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Edward Peters,  
“History, Historian and Clerical Celibacy,” in M. Fre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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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핵심 의제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선구(simony)’

적이었다.8)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성직자 독신 문제를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범

위 내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한동안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레고. 

리우스 개혁에 관한 연구가 서임권 분쟁과 같은 정치사적 주제에만 편중되

어있던 탓에 성직자 독신 문제의 중요성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이다 예컨대 . 세기 교황권의 성장을 면 히 다룬 울만11-12 (Walter 

은 독신 제도의 확립과 그것에 의한 성 속간의 경계 설정이 교황 권Ullmann) -

력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다.9) 그런가 하면 캔 

터(Norman Cantor)는 적어도 잉글랜드의 경우 교회의 성직자 독신 강제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개혁의 의미와 성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

다고 주장했다.10) 즉 ,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성직자 독신 규범이 성직자

의 성생활을 통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도 최종적인 해결책도 아니었다는 이유, 

로 이 주제의 중요성 자체를 낮게 본 것이다.11)

년대 이후의 성직자 독신 연구들이 유독 그레고리우스 개혁 당대의 1950

정치사적 맥락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연구사적 편

향성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른 연구자들. 

에 의해 부정된 세기 성직자 독신 정책의 효용성을 부분적으로 옹호11-12

한 브룩 이나 공의회 및 교회법 사료에 나타난 성직자 독신 (C. N. Brook)

관련 규범의 변화 양상을 법제사적으로 추적한 보엘렌스 그레(M. Boelens), 

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교회 정책에 맞서 성직자의 결혼 권리를 옹호한 이들

8) E. F. Vacandard, “Les Origines du Cellibat Ecclesiastique,” Etudes de Critique 
et d’Histoire Religieuse (Paris, 1906); Augustin Fliche, La reforme gregorienne 
(3 vols, Paris, 1924-1937); Henry. C. Lea, History of Sacerdotal Celibacy in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1907).

9) Walter Ullmann, The Growth of Papal Government in the Middle Ages, a 
Study in the Ideological Relation of Clerical to Lay Power (London, 1970).

10) Norman F. Cantor, Church, Kingship and Lay Investiture in England 
1089-1135 (Princeton, 1958).

11) 물론 이러한 태도는 그레고리우스 개혁 전체를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조 
심성의 결과이기도 했다 초기의 연구자들이 성직자 독신과 관련된 개혁 시기의 교회 . 
정책을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가 . 

세기 교회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다소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플리셰11-12
는 가톨릭교회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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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를 균형 있게 재조명한 바스토우 의 연구 등은 다양한 세부 (Barstow)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임권 분쟁과 독신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성직자 독신 문제가 . 여성 결혼 등의 개념에 대한 ‘ ’, ‘ ’ 중세 

교회의 사유방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루려는 최근의 담론 연구들은 더

더욱 마찬가지이다.12)

자연스럽게도 이상의 연구들은 성직자 독신이 보편적 제도로 확립되는 

원동력을 성적 금욕이나 독신을 옹호하는 이들이 내건 명분 교회 입법과 , 

정책 자체의 변화 등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성직자 독신이라는 주제의 독. 

립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교회 현실 전체에 

영향을 끼친 외적 요소들보다는 주로 성직자 독신의 내적 논리에 관심을 기

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 성직자 독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료들

만으로는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을 최종 결과물로 하는 교회법 발2

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 개혁 . 

시기의 교회법 및 정책 문서들은 새로운 의견이나 주장을 담아내기 위한 ‘ ’ 

도구라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관련 전통을 반복함으로써 그 권위를 확대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교회 사료는 교회법의 . , 

논리적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일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 

시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서 성직자 독신의 제도화 ,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일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성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시선이 그레고리우스 개혁이라는 근경으로 좁혀져야 할 뿐 아니라 개혁의 , 

전체적 환경에 대해 편견 없이 열려있어야 한다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 

12)  Christopher N. L. Brooke, “Gregorian Reform in Action: Clerical Marriage 
in England, 1050-1200,”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Vol. 12 (1956), 1-21; 
Martin Boelens, Die Klerikerehe in der Gesetzgebung der Kirche (Paderborn, 
1972); Anne L. Barstow, Married Priest and the Reforming Papacy: The 
Eleventh Century Debates (New York, 1982); Jo Ann McNamara, “Canossa and 
the Ungendering of the Public  Man,” in Sabrina Ramet ed., Render Unto 
Caesar: Religious Sphere in World Politics (New York, 1995), 131-150; Megan 
McLaughlin, Sex, Gender and Episcopal Authority in an Age of Reform, 
1000-1122 (Cambri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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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법상의 요구가 이전시기까지 갖추지 못했던 명료함과 일관성 보편, 

적 영향력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한 과정이 그레고리우스 개혁 전체의 진행

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성직자들의 . 

성적 금욕에 관한 대원칙만이 아니라 그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보편‘

교회 로서의 실체 자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교황 선(catholic) ’ . 

출 규정의 명문화 추기경단의 기능 쇄신 로마식 전례의 보급 성직 매매 , , , 

및 속인에 의한 주교 서임 금지 등에 이르는 과업들은 모두 로마 교회와 교

황의 실제적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교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체계적 조직 및 

법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성직자 독신 제도 확립의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성직자 독신이 보편적 교회 제도로 확립되는 과정과 

그 동력을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전체적인 진행 속에서 이해하는 데에 있다.  

특히 이 글은 서임권 분쟁에 주목한다 주교직과 거기에 얽혀있는 영적 세. , 

속적 권리들을 부여할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임권 분쟁은 그 자체로 그

레고리우스 개혁의 핵심적 의제이면서 당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 

배경이었다 따라서 서임권 분쟁을 배제하고 성직자 독신 문제를 둘러싼 외. 

적 환경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신. 

과 관련된 교회법이 아무리 보편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실제적 구현은 결국 개별 주교구 단위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 

임권 분쟁은 개혁의 전체적 진행과 성직자 독신 제도의 출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매우 잘 부합되는 주제라고 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독신을 이. 

상화하고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강제하려던 고대 말 이래의 교회법적 전

통을 구체적으로 되짚고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시작이 그러한 전통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은 독신의 내적 논리에만 관심을 기울. 

이는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 여러 공

의회와 지역 종교회의 그리고 교황 등의 서신 등을 주요 사료로 삼는 이 장, 

은 무엇보다도 보엘렌스의 연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비록 성직자 독신의 제. 

도적 확립을 둘러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지

만 세기에서 세기 초까지 생산된 관련 사료를 원문과 함께 상세하게 정리,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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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연구는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초가 된다. 

본문의 두 번째 장은 서임권 분쟁의 진행이 성직자 독신 제도의 확립 과

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우. 

선 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가 서로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논리적으로 해명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년대를 전후로 개혁을 지지하. 1070

는 이들이 축적한 경험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위 초기에 오늘날의 7

독일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적용되는 모습 나아가 교황과 국왕 사이의 정, 

치적 충돌이 고조되는 이후의 상황을 한데 묶어 고려함으로써 성직자 독신 

문제와 서임권 분쟁의 진행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탐색 과정은 여러 부분에서 촘촘한 논리라기보다 정황적 추론

의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임기를 제. 7

외하고 성직자 독신과 서임권 분쟁에 관한 개별 인물들의 반응이나 지역 상

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 

사료상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 글은 서임권 분쟁 시기의 주교 임명에 관

한 기존의 차 자료들을 최대한 성직자 독신 문제와 연관시켜 활용할 것이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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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금욕 요구에서 독신 요구로의 도약. Ⅱ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교회법적 전통-1. Ⅱ

독신 을 포함한 성적 금욕에 특별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기독‘ ’

교회의 출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행이지만 교회가 이를 성직자 집, 

단에게만 적용되는 법적 차원의 의무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세기 초부터4

였다.13) 그 첫 장면은 년 혹은 년 오늘날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해 305 ( 306 ) 

당하는 엘비라 에서 열린 한 지역 종교회의였다 주교 명을 포함(Elvira) . 19

하여 상당수의 성직자와 속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합은 이교도 

및 유대인과의 관계나 참회 성만찬 등의 다양한 주제에 걸쳐 지침을 남겼, 

다 그 중에서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주교 사제. “ , , 

부제 및 차부제는 자기 아내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자녀도 가지지 말아야 한

다 고 규정한 제 항의 내용이다” 33 .14) 사실 이 조항은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가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와의 동거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같은 . 

회합이 성직자의 결혼 자체보다는 그들의 구체적인 성적 행실에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비라 종교회 

13) 물론 세기 이전에도 독신 생활은 구원의 달성을 위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4
실천으로 숭앙받았다 그러나 이를 법적 차원의 요구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 . 
Boelens, Klerikerehe, 21-23. Helen Parish, Clerical Celibacy in the West: c. 
1100-1700 독신에 관한 고대 말의 사상적 발전이나 그것 (Burlington, 2010), 16-42; 
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할 것. Charles A. Frazee, “The  
Origins of Clerical Celibacy in the Western Church,” Church History, vol. 57 
(1988), 108-126. Peter Brown, The Body and Society: Men, Woman, and the 
Sexual Renunciation in Early Christianity (New York,  1988). 

14) Concilium Eliberitanum, c. 33. “placuit in totum prohibere episcopis, 
presbyteris et diaconibus ac subdiaconibus positis in ministerio abstinere se 
a coniugibus suis et non generare filios. Quod quicumque fecerit, ab honore 
clericatus exterminetur.”

15) 엘비라 종교회의의 제 항은 성직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을 경우 더 높 30-32 ‘ (moechor)’ 
은 품계로 올라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간음죄가 어떤 상황들을 포괄하는. 
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함께 공표된 교회법들 중 일부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속. , 
인의 성적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컨대 제( 7, 43, 45, 47, 7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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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결정은 성직자와 여성과의 성적 결합을 법규범으로 금지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이후 성직자 독신 문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전거로 차용

되었다.16)

세기 이후의 교회법은 기본적으로 엘비라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재확인4

하는 과정이었다 당장 앙카라 카르타고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동시대 종교. , 

회의들은 물론이고 세기 로마 교황의 서신과 각종 공의회에서도 엘비라5-6

의 전례가 거의 그대로 차용되었다 달라진 것은 서품 이후의 금욕 서약이. 

나 파면 성례 집전 금지 성직록 몰수 등의 징계조항과 같은 부가적 규칙, , 

들뿐이었다.17) 세기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의 관련 규범이  7 . 

음란 이라는 보다 느슨한 개념 속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성‘ (fornicatio)’ , 

직자 집단에 대한 금욕 요구와 징계조항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교황 자카리우스 가 피피누스 세에게 보낸 (Zacharius, 741-752) 2

년의 서신이나 여 년 후 교황 하드리아누스 세가 공인한 교회법전747 30 1

은 세기의 규범을 표본으로 삼고 있었고 이 문서들의 내용이 다시 4 9-10

세기의 지역 종교회의와 세속 법령집에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반영되었

다.18)

보엘렌스는 성직자의 성적 생활에 대한 세기에서 세기 중반까지의 4 11

교회법 규범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정리한다 속인 기혼자가 성직. 

에 입문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미혼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되었는가 기혼? ? 

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였던 이들에게 어떤 규범이 요구되었는가 세기 이? 4

후 거의 모든 교회법은 기혼자의 성직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다 또한 교회. 

항 엘비라 종교회의의 관심이 성직자의 결혼 행위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볼 여78 ), 
지는 상당히 적다.

16) 엘비라 종교회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Samuel Laeuchli,  Power and sexuality: 
the emergence of canon law at the Synod of Elvira 를 참고(Philadelphia, 972) .

17) Barstow, Married Priests, 28; Boelens,  Klerikerehe, 43-59, 62-73.
18) 년 교황 하드리아누스가 부활절에 로마를 방문한 카를루스 대제에게 전달한 교회 774
법전은 세기까지의 교황 교령을 모아둔 디오니시우스 교령집의 증보판이었다 카롤링5 . 
거 시대 내내 디오니스우스 하드리아누스 교령집 으로 ‘ - (Collectio Dionysio-Hadriana)’
불린 이 저작은 세기 중반까지의 종교회의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범으로 활용되었9
다. Wilfried Hartmann, “Zu einigen Problemen der karolingischen 
Konzilsgeschichte,” Annuarium Historiae Conciliorum, vol. 9 (1977), 22;  
Boelens, Klerikerehe, 89-90,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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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제 이상의 품계를 가진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조항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왜냐하면 성직자가 부제 서품을 받게 되는 . 

연령이 보통 세로 동시대 남성의 결혼적령기보다 늦었기에 일반적인 25-30

후보자들은 부제 서품 이전에 이미 결혼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혼 성직자들에게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거. 

나 아예 떨어져 독거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면직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처벌조항을 부과하였다 그렇게 해서(deposition) . 

라도 최소한의 성적 금욕을 강제하려고 했던 것이다.19)

그런데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교회법은 

크게 보아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째 이 시기 교회 규범은 성. , 

직자들의 성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성사 수행이라는 성직자의 핵심 직무에 

끼칠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즉 성직자에게 독신 내지는 금욕을 요. , 

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여성과 성적으로 연루된 성직자가 결코 온전한 

성사를 주관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20) 세기에서 세기 4 11

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교회법이 성직자가 결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

를 부인하지도 그들의 배우자가 적법한 아내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논하지, 

도 않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다 이미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성직자들. 

에게 차후의 금욕 서약을 전제로 성사집행 및 사목활동을 허가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차후로 성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리라는 점만 . 

보장된다면 성직자들의 결혼이나 동거 자체를 비난할 필요가 제기되지 않았

던 것이다.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규범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입법 활동과 논의가 언제나 지역 교회의 차원에서 진행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엘비라 종교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유사 교회법. 

들은 스페인은 물론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지역 등 유럽의 거의 모든 , , ,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반복된 자기 표절을 통해 더 큰 권위. 

19) Ibid., 29-38, 73-75, 79-86, 113-115.
20) 흔히 제의적 순수성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염려의 사회적  ‘ (cultic purity)’
의미에 대해서는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를 참고 (London,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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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해가는 중세 교회법의 특성이 만들어낸 우연일 뿐 성직자의 성적 금

욕에 관한 전 유럽 교회에 통용되는 보편적 규범을 제시하려는 기획의 결과

가 아니었다 사실 그런 시도를 감행하기에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교회. 

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백한 마지막 특징은 세기 중반 이전까11

지의 금욕 규정들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즉 금. , 

욕과 관련된 수많은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직자에게 독신은 물

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성적 절제도 제대로 강제하지 못했다 사실 중세 사료. 

의 성격상 이러한 진술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세기 중반 . . 11

이전까지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교회법이 눈에 띄는 

내용상의 변화 없이 무려 여 년간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800

규범의 현실적 실패를 어느 정도 방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 , 

치의 형태는 아니지만 성직자들 사이에 결혼이나 축첩이 만연했다는 정성, 

적 보고들 역시 적지 않다 물론 이 자료들을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로 받아. 

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각각의 경우마다 별도의 논쟁거리일 수 있겠지

만 적어도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교회법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 

못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21)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베로나 주교 

라테리우스 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저명한 저술가이자 (Ratherius of Verona) . 

교사였던 그는 그레고리우스 개혁보다 한 세기나 앞선 세기 후반에 활동10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모두에게 독신 생활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레고리우스적 인물이었다‘ ’ .22) 년 라테리우스는 자신의 교구에 소속 966 , 

21) 성직자의 결혼 및 축첩 관행을 증언하는 사료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로는 세기 전반 교황들의 행실을 이른바 창부정치 로 10 “ (Pornocracy)”
통칭하는 오류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당시의 여러 교황을 여성과 문란한 성적 관계. 
를 맺거나 살인 교사도 서슴지 않는 극단적 인물들로 묘사하지만 실은 당대 저술가 중, 
에서 가장 당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크레모나 주교 리우트프란두스(Liutprandus of 

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Cremona) . Lindsay Brook,  
“Popes and Pornocrats: Rome in the early middle ages,” Foundations, vol. 1, 
no. 1 (2003), 5-21.

22) Louis F. Lumagho, Rather of Verona, pre-Gregorian Reformer,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1975), 126-129.



- 13 -

된 성직자들 중 거의 대부분이 결혼한 상태이며 만약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면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성직자. 

들에게 최소한 사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요 축일만이라도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자제하고 자녀들도 가급적 속인으로 양육시키라고 호소했다.23) 베로 

나에서 성직자들의 결혼 관행은 라테리우스가 자신의 지론에 따라 결혼 자

체를 비난할 엄두를 낼 수 없었을 만큼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 

정은 년 뒤의 상황을 살펴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라테리우스는 년2 . 968 , 

성직자들이 아내든지 성직이든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교황 요한 세의 13

교령에 고무되어 이전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했

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추방된 것은 성직자들의 결혼 관행이 아니라 라테. 

리우스 자신이었다.24)

이것이 베로나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 

덜 자세하기는 하지만 타 도시의 광범위한 성직자 결혼 관행을 지적하는 다

른 기록들도 적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테리우스와 비슷한 시. 

기에 활동했던 베르첼리의 주교 아토 는 (Atto of Vercelli, 924/25-960/61)

자기 교구의 성직자 중 욕망에 팔려 더러운 창기들을 집에 들여 공공연히 “

먹고 자는 자들 이 적지 않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5) 성사의 핵심 수행 

자라는 이유로 세기 이전의 교회법이 더없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상위 11

품계 성직자들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르망의 주교 세겐프리드. 

는 주교 재위기 내내 힐데베르가(Segenfrid of Le Mans, 971-997)

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 자녀를 낳아 (Hilderberga)

길렀다고 전해진다.26) 그런가 하면 루앙에서는 기혼자이자 세 자녀의 아버 

지였던 로베르 세 와 역시 기혼자이자 아들을 둔 마우거2 (Robert II)

23) Lea,  History of Sacerdotal Celibacy, 167-169.
24) Ibid., 172-174.
25) “quidam in tantum libidini mancipantur, ut obscenas meretriculas sua simul 

in domo secum habitare, una cibum sumere ac publice degere permittant.” 
Atto, Ep. IX, Patroligia Latina 134. 116-117, Barstow, Married Priests 에서 , 208
재인용.

26) Lea,  History of Sacerdotal Celibacy,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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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부터 그레고리우스 개혁 의 시작 이후인 년까지 연(Mauger) 989 ‘ ’ 1054

이어 대주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27)

결국 세기 중반 이전까지 성직자들에 대한 금욕 요구는 제대로 받아, 11

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독신은 성직자의 정체성 자체가 요구하는 생활양. 

식으로 다루어지기보다 기독교적 제의의 효력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성적 금욕 의 이상적 모범에 불과했다 따라서 독신 이념이 교회법의 조문‘ ’ . 

과 교회 현실에서 모두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

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자들이 결혼 관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 

지할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즉 관련 교회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 , 

기혼 상태로 하급 품계에 입문하여 금욕 서약을 조건으로 상급 품계에 심, 

지어는 주교의 자리까지도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들로서. 

는 단순한 금욕도 아닌 완전한 독신의 삶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독신의 강제는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

지가 있었다 독신의 삶을 무조건 강제한다면 교회가 한편으로는 결혼의 불. 

가침성을 설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셈이 되

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시작과 그 영향-2. Ⅱ

년 교황 레오 세가 취임하면서 시작된 1049 9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이제까

지 성직자 독신을 상징적 목표에 그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교회 안팎의 여

건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은 레오 세의 교황 임명과 . 9

함께 로마로 유입된 수도원 개혁 운동의 유산에서 나왔다 수도원 개혁 운. 

동은 주로 각 지역 속인 권력자의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수도 공동체의 독

립성을 지키고 성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율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세기 초의 움직임이었다 이 운동의 중심지는 로타링기아10 . 

와 브르고뉴(Lotharingia) (Bourgogne) 지역이었는데 로타링기아의 경우 브

27) Barstow, Married Priest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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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뉴 와 고르제 가 주요 거점이었다 브로뉴에서는 속인 영주 (Brogne) (Gorze) . 

출신으로 년 경에 수도사가 된 제라르 가 918 (Gerard of Brogne, 895-959)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고  플랑드르 지역의 몇몇 옛 수도원들을 재건하면

서 쇄신이 시작되었다 한편 고르제에서는 년 메스의 주교 아달베로. 933

가 복원한 수도원을 중심으로 로타링기아 지역의 다른 (Adalbero of Metz)

기관들이 개혁의 영향을 받았다.28)

브르고뉴 지역의 수도원 개혁 운동은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클뤼니 수도원은 세기 초에 경건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기욤 . 10 1

세 에 의해 년에 설립되었(Guillaume I, Duke of Aquitaine, 875-918) 909

다 베네딕투스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기치로 삼은 이 수도원은 유력한 속. 

인 제후의 후견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두 

번째 수도원장인 오도 의 재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Odo, 927-947)

기 시작했다 오도는 프랑스 국왕과 지역 주교 그리고 나아가 교황으로부터. , 

도 자치의 권리를 비롯한 여러 특권을 얻어 냈는데 이것은 클뤼니 수도원이 

위그 원장의 시기에 천 개 이상의 연관 기관(Hugh of Cluny, 1024-1109) 

을 거느린 조직으로까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29)

수도원 개혁 운동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훗날 성직자 독신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 첫 번째 수도원 개혁 운동은 곧이어 진. , 

행될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주요 의제 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성직 . 

매매의 철폐나 속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추구 성적 순결의 강조 등은 , 

수도원의 영역을 넘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둘째로 수도원 개. 

혁 운동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교황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되는 데 결정적

으로 기여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클뤼니 수도원에 주목해야한다 클뤼. . 

니 수도원은 이미 설립 단계부터 지역 주교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로마 교

28) Werner Goez, Kirchenreform und Investiturstreit, 910-1122 (Berin, 2000), 
26-33; Uta-Renate Blumenthal, The Investiture Controversy (Philadelphia, 
1988), 7-11.

29) Blumenthal, Investiture Controversy, 11-19; Goez, Kirchenreform 정확, 17-25. 
한 목록이 없는 탓에 클뤼니의 영향권 내에 있던 기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 
이 존재하지 않는다 괴츠는 클뤼니의 전성기에 여개의 연관 수도원이 있었다고 추. 1150
정하는 반면 블루멘탈의 경우 이를 천 여 개로 추정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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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직접적인 보호에 귀속되었다 이것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확. 

인되는데 예컨대 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 가 , 998 5 (Gregorius V, 996-999)

부여한 특권은 수도원장의 초대 없이 외부의 어떠한 주교나 성직자도 수도

원 내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도록 하였다.30) 이처럼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로마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도원의 힘은 고스란히 교황의 

권위와 영향력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수도원 개혁 운동은 그레. 

고리우스 개혁에 풍성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훗날 년대에 활. 1050-60

발하게 활동한 훔베르트 나 (Humbert of Silva Canidida, 1000/1015-1061)

다미아니 는 물론이고 훗날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로 취임(Petrus Damiani) 7

하게 될 힐데브란트 역시 수도원 개혁 운동의 세례를 받은 인(Hildebrand) 

물들이었던 것이다.31)

그렇다면 수도원 개혁 운동의 유산을 바탕으로 시작된 그레고리우스 개

혁은 성직자 독신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 시기와 어떤 점에서 달랐는가 가? 

장 먼저 언급해야할 것은 교회의 입법 활동이 이제 각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서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 

황의 역할과 권위가 확대된 결과였다 물론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에도 교. 

황은 성직자 독신과 관련된 교회법 전통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

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언제나 로마의 주교로서 기존 교회법 전통에 대. 

한 자기 견해를 표명하거나 로마 주교구 혹은 이탈리아 지역 내의 입법에 

관여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즉 성직자의 독신이나 금욕 의무에 대한 . , 

규범을 결정 시행하는 일은 거의 각 지역의 주교와 그들에 의해 소집되는 , 

각 지역 종교회의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주도. 

30) 클뤼니 수도원의 또 하나의 차별성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기관들과 일종의 위계 
적 질서로 연결되었다는 점에 있다 예외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클뤼니의 개혁을 받. , 
아들인 다른 수도원들은 대체로 수도원장 임명 및 해임 수련수사의 서약과 같은 문제, 
에서 본원 수도원장의 통제를 받았다. Ibid.

31) 훔베르트는 세에 베네딕투스 수도회에 입문한 후 모이엔무티에 의  15 (Moyenmoutier)
수도원장으로 봉사했으며 다미아니 역시 베네딕투스 수도회 출신으로 폰테 아벨라나, 

에서 은수자 로 생활했다 그레고리우스의 경우 그를 클뤼니 (Fonte Avellana) ( ) . 隱修者
출신으로 보는 견해부터 일반 수도사가 아닌 수도참사회원으로 보는 시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가 수도원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 . 
자체는 거의 부인하지 않는다. Wilfried Hartmann, Der Inverstiturstreit (München, 
200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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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점차 교황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교황 혹은 그의 대리 사절이 소. 

집한 회합들이 일반적인 지역 종교회의보다 더 큰 권위를 누리게 되면서 여

기에서 채택된 규범들 역시 참석한 주교와 성직자들에 의해 각 지역에 일률

적으로 강제되기 시작한 것이다.32)

이러한 모습은 개혁의 초기부터 두드러진다 레오 세의 경우 취임 첫해. 9

인 년에만 로마 파비아 랭스 마인츠 등에서 1049 , (Pavia), (Reims), (Mainz) 

대규모 공의회를 주관하며 성직자의 성적 금욕 문제를 포함한 각종 개혁 의

제를 다루었다.33) 이후의 교황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동시대 세속 군주의  . 

순회 궁정을 연상시키는 레오의 정력적 여정을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들 , 

역시 교황 주재의 종교회의를 빈번히 개최하였고 여기에 보편적 교회회합으

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탈리아 외부의 주교들에게도 참석할 것을 종용

하였다.34)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임기에 이르면 교황의 권위는 더할 나위  7

없이 증대되었다 교황 주재 종교회의의 횟수는 더욱 급증했고 여기 참석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직자들이 로마로 소환되거나 파면 등의 중징계

를 받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35)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요구하는 논리 또한 조금 

더 심화시켰다 우선 성직자와 성적으로 연루된 여성이나 그들 사이에서 태. 

어난 자녀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성직자의 . 

아내 로 지칭되던 대상이 내연녀 로 일컬어지면서 성직자‘ (uxor)’ ‘ (concubina)’

32)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에 등장하는 교황주도의 종교회의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 ’ 
는 이영재 세의 교황주권론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regory 7 , 「 」

을 참고(2003), 150-152 .
33) 년간의 재임기간 중 레오 세는 총 회의 종교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그 중 건이 로 5 9 13 7
마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랭스와 마인츠 등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교. 
황이 직접 종교회의를 연 것은 세기 초까지의 어떤 교황에게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12
을 수 없다.

34) 레오 세의 후임자인 빅토르 세 부터 알렉산더 세 까지의 교 9 2 (1055-1057) 2 (1061-1073)
황들의 재임기간과 종교회의 개최 횟수는 다음과 같다 빅토르 세 년 회 스테파누. 2 : 2 /2 , 
스 세 년 미만 회 니콜라우스 년 개월 회 알렉산더 세 년 회9 : 1 /1 , : 2 8 /6 , 2 : 11 /19 . Georg 
Gresser, Die  Synoden und Konzilien in der Zeit des Reformpapsttums in 
Deutschland und Italien von Leo IX. bis Calixt II. 1049-1123 (Paderborn, 
2006). 586-590.

35) 그레고리우스 세의 교황 재임기 중 교황 자신 혹은 사절에 의해 주관된 공의회 및 지 7
역 종교회의는 총 차례로 개혁기의 교황들 중 가장 많은 횟수였다21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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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자가 나름대로 적법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흐려졌다 또. 

한 성직 입문을 제한하거나 경제적 상속 권리를 박탈하는 등 성직자의 자, 

녀들에게도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36) 이러한 조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교회가 성직자의 결혼이 초래하는 부산물들에 압. 

력을 가함으로써 성직자와 여성 사이의 성적 관계 자체를 조심스럽지만 단

호하게 교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독신을 포함한 성적 금욕의 가치도 효용론의 측면을 넘어 도덕론의 차원

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히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임기에 두드. 7

러진 현상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존 교회법은 여성과 성적으로 연. , 

루된 성직자가 집행한 성사가 온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

고 있었다 즉 성적 금욕이 요구된 것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라기보다 . ,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 를 가져다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 ’ . 

여기에 두 가지 근거를 덧붙였다 우선 그는 성직자의 성적 금욕이 기독교 . 

사회의 올바른 질서 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교회는 각각 동정‘ ’ . 

과 금욕 결혼 이라는 생활양식을 따르는 세 (uirgines) (continentes), (coniuges)

위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직자를 그중 결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전통이라는 해석이었다.37)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성적  

금욕을 성직자가 사목활동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았

다 회중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성직자부터가 독신으로 살았던 .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38)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성적 금욕

과 관련된 교회법의 구문 자체는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 내내 거의 달라지

지 않았다 즉 성적 금욕에 대한 요구가 완전한 독신의 요구로 이행되고 . , 

36) Boelens, Klerikerehe, 117; James A. Brundage, “Concubinage and Marriage in 
the Medieval Canon Law,” Journal of Medieval History, Vol. 1(1975), 1-17; 
Bernhard Schimmelpfenning, “Zölibat und Lage der "Priestersöhne" vom 11. 
bis 14. Jahrhundert,” Hi storische Zeitschrift, Bd. 227, H.1 (1978), 1-44.

37)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1073-1085 (Oxford: Clarendon Press, 
이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년 말 콘스탄츠 주교 오토에게 보낸 서1998), 551-552. 1075 , 

신 중 일부에서 드러난다. EV. no. 9. “Praeterea uniuersus catholice ecclesie 
cetus aut uirgines sunt aut continentes aut coniuges.”

38)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and the Chastity of the Clergy,”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269-302.



- 19 -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성직자의 성적 금욕과 관련된 . 

교회 입법의 내용은 이전 시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여전히 기혼자가 

서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미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의 결혼 역시 가

능했다 레오 세는 결혼한 자를 상급 품계에 임명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 9

세우고도 금욕을 조건으로 부제서품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었고 하급 품

계의 성직자에게는 결혼을 사실상 완전히 허용하였다.39) 니콜라우스 세와  2

알렉산더 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한 이에게만 2 . ‘

서품을 주라 는 느슨한 단서만을 제시한 채 제단 봉사에 해당하지 않는 하’ , 

급 품계 성직자의 경우에는 상대 여성이 적법한 결혼 대상인지 즉 과부나 ( , 

재혼자가 아닌지 만을 묻곤 했다) .40) 합법적 결혼과 내연 관계의 차이가 모 

두 같은 견지에서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성직자에게 , 

주어진 지시는 달라진 게 없었다 사제 부제 그리고 교회의 직무를 수행. ‘ , , 

하는 성직자들은 아내나 다른 여성을 멀리하라 는 이전 시기의 지침이 그대’

로 유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 규범의 진부함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핵심 인물이자 일

반적으로 성직자 독신 제도의 출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

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임기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더할 나위 없이 7 . 

갑작스러웠던 취임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우스의 정책이 전임자들의 ,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41) 그가 년대 1050

부터 교황의 특사이자 논쟁적 신학자로서 당대 교회의 정책 결정에 폭넓게 

관여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42) 실제로 그레고리우스는 취임 직후부터 자 

신의 정책이 전임자들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 

잘츠부르크의 대주교 겝하르트 에게 보낸 년 (Gebhard of Salzburg) 1073 11

39) Boelens, Klerikerehe, 120-121.
40) Ibid., 122.
41) 그레고리우스 세는 전임교황 알렉산더 세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인 년 월  7 2 1073 4 22
일 교황의 자리에 오른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취임을 로마 인민들의 강한 요구 때. 
문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 Reg. 3. “ortus est magnus 
tumultus ppuli et fremitus, et in me quasi vesani insurrexerunt, nil dicendi,  
nil consulendi facultatis aut spatii relinquentes.  violentis manibus me in 

그레고리우스의 locum apostolici regiminis,  cui longe impar sum, rapuerunt.” 
취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owdrey,  Pope Gregory VII 참고, 71-74 .

42) Ibid.,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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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자 서신에서 관구 내 성직자들로 하여금 대주교 본인 역시 참석15 “[ ] 

했던 로마 종교회의의 수칙 을 따르게 하라고 요청했다” .43)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이 서신 속의 로마 종교회의 는 교황 알렉산더 세가 소집한 ‘ ’ 2 1063

년 월의 회합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규정은 다시 그보다 더 앞선 교황 니5 , 

콜라우스 세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이었다2 .44) 다시 말해 그 , 

레고리우스가 제정한 규범은 적어도 년 이후의 입법 전통에서 조금도 1059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레고리우스의 주재로 열린 종교회의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년 월에 개최된 사순절 종교회의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성직. 1074 3 ‘

자들이 배우자를 가지거나 여성과 동거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결정을 내’

놓았다.45) 전임자들의 공식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었다 .

그레고리우스 세 이후 즉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더 가까운 시기가 7 , 2

되어도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규범은 그리 달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는

다.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혼상태와 성직의 양립을 현실적으로 인정하 

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의 금욕을 강조하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엘렌스의 틀을 따라 설명하자면 기혼자의 성직 입문 및 성직, 

자의 결혼은 여전히 가능했다 빅토르 세 는 속인. 3 (Victor III, 1086-1087) ‘

의 관습 을 따라 여성들과 악하고 저주받을 성적 관계 를 맺는 성직자들이 ’ “ ”

로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고 토로했으며 우르바누스 세2 (Urbanus II,  

는 각각 년과 년에 개최된 멜피 공의회와 로1088-1099) 1089 1099 (Melfi) 

마 종교회의에서 순결 서약이라는 조건 하에 기혼자의 차부제 임명을 허용

하였다.46) 이러한 관행은 적어도 칼릭스투스 세 2 (Calixtus II, 1119-1124)

43) Reg. I, 30. “Unde apostolica te auctoritate admouemus ut clericos tous qui 
turpiter conversntur, pastorali rigore coerceas, et quod, Romana Ecclesia 
testante, de immunditia clericorum statuit,  neque gratiam neque odium 
alicujus, constanti auctoritate in Ecclesia tua praedicando exerceas.”

44) Uta-Renate Blumenthal,  “Pope Gregory VII and the Prohibition of 
Nicolaitism,”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243-244.

45) “interdixit presbyteris, diaconibus omnibusque clericis uxores habere e t 
omnino cum feminis habitare” Mariani Scotti Chronic, MGH SS V 560, 
Boelens, Klerikerhe 에서 재인용, 143 .

46) “coeperunt ipsi presbyteri ac diacones qui tradita sibi  sacramenta Dominica 
mundo corde castoque corpore tractare debeant,  laicorum more uxores 
ducere, susceptosque filios haeredes testamento relinquere” Lib.  III, Patroligia 
Latina 149, 1002, Boelens,  Klerikerehe 에서 재인용,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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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임까지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까지 이를 거스르는 . 

별도의 규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47)

그렇다면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는 도대체 언제 등장하는 것일까 놀? 

랍게도 그것은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불과 년 앞둔 년에야 모습2 4 1135

을 드러낸다 그해 피사 에서 열린 지역 종교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 (Pisa)

을 담은 교회법을 공표한 것이다.

절제의 법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결함을 교회에 속한 이들과 “

거룩한 직분자들에게 확산시켜야 하기에 주교와 사제 부제 차부제 및 거, , , 

룩한 삶을 택한 수도참사회원들과 수도사들이 그들의 결합한 아내에게서 떨

어져야 한다고 정하는 바이다 그와 같은 결합은 교회의 규범을 위반한 채 . 

맺어진 것이므로 결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48)

이 결정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 

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결혼의 무효화 를 예고하는 교회법 구문이 , ‘ ’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이때까지 교회는 기혼. , 

자의 성직 입문이나 미혼 성직자의 결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적이 없었

다 따라서 교회가 결혼을 성직의 정체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제도로 규정. 

하게 된 것은 매우 뜻밖의 일임에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법적 도약과 그레고리우스 개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대답은 단순하다 우선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성직자 ? . 

독신 문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 

론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개혁의 진행이 엄 한 의미의 독신 . 

요구가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나면 서두에 언급한 사회경제사

의 원경으로 물러서지 않는 한 성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의 과정이나 원, 

47) Ibid., 123-124.
48) “Ut autem lex continentiae, et Deo placens munditia in ecclesiasticis 

personis et sacris ordinibus dilatetur, statuimus quatenus episcopi, 
presbyteri, diaconi, subdiaconi, regulares canonici et monachi qui sacrum 
transgredientes propositum, uxores sibi copulare praesumpserint separentur. 
Huiusmodi namque copulationem, quoniam contra ecclesiasticam regulam 
constat esse contractam, matrimonium non esse sancimus.” Mansi, 21. 489, 
Boelens, Klerikerehe, 에서 재인용17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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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탐구가 미궁에 빠져버리게 된다 유일한 논리적 탈출구는 그레고. 

리우스 개혁의 기여를 교회법 구문에 나타나지 않는 차원의 것으로 가정할 

때 열린다 즉 각각의 교회법 구문이 이전 시기의 결정을 관습적으로 반복. , 

한다고 해서 성직자 독신에 관한 교회의 태도나 환경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어지는 장을 통해 성직자 독신 제도의 . 

출현을 교회법을 둘러싼 당대의 환경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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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 . Ⅲ

주교 서임과 성직자 독신 문제의 관계-1. Ⅲ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법의 내적 논리만으로는 성직자의 성적 금, 

욕에 관한 요구가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

하기 어렵다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교회법들이 심지어 라테라노 공의. 

회 직전까지조차 독신 요구의 출현을 거의 예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혁의 시작과 함께 금욕 규범을 제정하고 관철하는 과정을 점차 교황

이 주도하게 되고 성직자의 성생활이나 그들과 관계하는 여성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소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독신 요구가 . 

나타나야 할 필연적 조건이나 배경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결혼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새로운 규범을 출현시킨 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법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한다.49)

이를 탐색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바로 서임권 분쟁이다 여기에는 크.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서임권 분쟁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요. , 

소 중 가장 폭넓은 영역에 걸쳐 진행된 의제이며 따라서 성직자 독신 문제

를 둘러싼 보다 넓은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참고자

료가 된다 왜냐하면 서임권 분쟁은 한편으로는 신학적 문제이면서 다른 한. , 

편으로는 정치적 문제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함의까지 지니는 주제이기 ,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예컨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또 다른 핵심 의제였. 

49) 한 가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만한 가능성은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가 독신 요구로  
이행하는 것을 결혼의 성사화 와 관련짓는 것이다 즉 교회 안에 ‘ (sacramentalization)’ . , 
결혼에 대한 일관된 전례가 형성되고 성직자의 강복 이 속인의 결혼에 없어서(blessing)
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성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성적 순결이 강제되었으
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일. . 
반적으로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까지는 성직자의 강복이 결혼을 성립시키는 필수적 요
소로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성사화는 오히려 성. 
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Philip L. 
Reynolds, Marriage in the Western Church: the Christianization of marriage 
during the patristic and early medieval periods (Boston, 2001), 3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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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성직 매매 철폐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더 두드러진다 성직 매매 문제. 

와 성직자 독신 문제는 주로 신학적 영역에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일치

하지만 각각 나름의 교회법적 전통을 가진 주제인 까닭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서임권 분쟁은 성직 매매 문제의 . 

일부분을 포함하기도 한다 세기 논자들이 국왕에 의한 주교 서임을 . 11-12

넓은 의미의 성직 매매로 규정하고 비난했기 때문이다.50) 

서임권 분쟁이 성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교회의 규범을 관철시키는 일이 

실무적 차원에서만큼은 여전히 개별 지역 주교들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이. 

것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을 통해 교황이 성직자의 성적 생활에 관한 문제에

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앞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주교의 . 

역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축소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우스 개혁의 시작과 함께 주교는 관련 교회 규범을 제정하는 일에서 물러나 

교황으로부터 전달받은 규범을 자기 치리권 내에서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업

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과연 각각의 주교구에 . 

교황 자신과 그가 마련한 보편적 규범의 권위에 복종할 인물을 앉힐 수 있

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서임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 

다.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까지 주교는 세속 국가의 구조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속 국가. 

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가이자 군주의 의지를 지역적 수준에서 구현, 

하는 정치가이기도 했다 중세 성기 이전까지 세속 군주들은 항구적인 근거. 

지로서의 왕궁이나 수도는 물론이고 왕국의 행정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관료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인적 자산을 빌려 자. 

신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은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국왕은 각 지역의 성당참사회나 수도원 등. 

50) 물론 서임권 분쟁과 성직매매 문제가 개념상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전자는 주로  . 
주교 서임의 방식과 권한을 둘러싼 교황과 세속 군주 특히 독일 국왕 사이의 물리적 , 
다툼과 관련되어 있는 데에 반해 후자는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 모든 종류의 교, 
회 직무 취득을 주로 신학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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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재를 선별하여 궁정 예배당과 같은 기관의 직무를 맡긴다 흔히 궁. ‘

정사제 라고 불리는 이 성직자들은 궁정에서의 생활을 통해 종(Hofkaplan)’

교적 행정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왕과 긴 한 유대를 형성하, 

게 된다 그러한 관계야말로 그들을 유력한 주교 후보자로 부상시키는 요소. 

였다 국왕으로서는 이들 궁정사제를 공석인 주교좌에 앉힘으로써 해당 지. 

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활용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 

이다.51)

이와 같은 주교 임명 방식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시작과 함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가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이 세속 국가의 구. , 

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왕에 의한 주교 임명을 

점차 교회의 자유 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기 시작‘ (libertas ecclesiae)’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군주와 교황 사이의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 

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초기만 하더라도 양자는 일종. 

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예컨대 개혁 시기의 첫 번째 교황이었던 레오 . 9

세의 경우 취임 자체가 당시 독일 국왕 하인리히 세 의 뜻에 3 (Heinrich III)

따른 것이었으며 심지어 국왕은 성직매매와 성직자 결혼 관행의 철폐에도 

앞장서는 등 개혁의 기획들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52) 자연히 그레 

고리우스 개혁의 초기에 속인 서임에 대한 불만은 교회 외부의 대상을 향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 대체로 내부의 논쟁을 통해 축적되어갔다 훔베르. 

트나 다미아니와 같은 개혁적 논자들이 주교의 선출이 이른바 교회법에 따‘

른 자유로운 선출 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free canonical election)’

는 요구를 점차 속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차원의 문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

써 이후의 본격적인 분쟁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해간 것이다.53)

51) 이러한 구조는 특히 오토왕조와 살리왕조 초기의 독일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이른 
바 제국교회체제 로 일컬어지는 체계로 자리 잡는다 박흥식‘ (Reichskirchensystem)’ . ,
오토왕조와 살리왕조 초기의 제국주교 서양사론 제 호 보다 자세, , 78 (2003), 61-80; 「 」 『 』
한 주교 임명의 과정에 대해서는 Herbert Zielinski, Der Reichsepiskopat in 
Spätottonischer und Salischer Zeit, 1002-1125 (Stuttgart, 1984), 165-181.

52) Hartmann, Inverstiturstreit 물론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종교적 열정의 발로, 9-14. 
라기보다 왕조적 위엄과 정당성을 보다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우려는 치밀한 정치 전략의 
산물이었다. Stefan Weinfurter, Herrschaft und Reich der Salier: Grundlienien 
einer Umbruchzeit, Barbara M. Bowylus trans.,  The Salian Century 
(Philadelphia, 1999), 9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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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인리히 세가 사망하고 왕후 아그네스 가 어3 (Agnes of Poitou)

린 하인리히 세를 대신해 섭정 통치를 시작하면서 세속 군주의 주교 서임 4

관행을 둘러싼 세속 군주와 교황의 충돌은 본격화되었다.54) 지도력 있는 국 

왕의 부재 속에서 이제 교황이 특정 지역의 주교 서임 문제에 대해 적극적

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타리아 운. ‘

동 이었다 파타리아 운동은 년대 말부터 여 년(Pataria movement)’ . 1050 20

에 걸쳐 라노에서 전개된 일종의 지역적 교회개혁운동이었다 라노의 . 

독자적 전통을 옹호하는 대주교 이하 성직자와 도시 내에 만연한 성직매매

와 결혼 관행을 비판하며 쇄신을 주장한 파타리아파는 각각 독일 국왕과 로

마 교황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년 라. 1071

노 대주교 귀도 가 사망하면서 주교 서임권을 둘러싼 국(Guido da Velate)

왕과 교황 양측의 다툼으로 확대되었다.55) 특히 중요한 사실은 훗날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로 취임하게 되는 대부제 힐데브란트가 이 시기에 라노 7

대주교 선출에 관한 국왕의 전통적 권리를 배격하려던 파타리아파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부추겼다는 점이다.56) 즉 파타리아 운동은 곧 이은  , 

시기에도 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임

을 예고하고 있었다.

파타리아 운동에서의 경험이 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에 대한 그

레고리우스의 입장에 영향을 주었음은 그레고리우스 세가 성직자의 성적 7

금욕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인 지역들이 주교 서임을 둘러싼 분쟁의 주 

무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레고리우스는 레오 세 . 9

53) Gerd Tellenbach, Westliche Kirche vom 10. bis zum frühen 12. Jahrhundert, 
Timothy Reuter trans., The Church in western Europe from the tenth to the  
early twelfth century (Cambridge, 1993), 167-184; Blumenthal, Investiture 
Controversy. 89-92.

54) 하인리히의 사망은 년 월 아그네스의 섭정은 년까지였다 섭정기의 정치 1056 10 , 1065 . 
적 환경에 대해서는 I. S. Robinson, Henry IV of Germany, 1056-11106 

을 참고(Cambridge, 1999), 25-62 .
55) 파타리아 운동을 둘러싼 더 넓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 Knut Schulz, 

Denn sie lieben die Freiheit so sehr : kommunale  Aufstände und … 
Entstehung des europäischen Bürgertums im Hochmittelalter 박흥식 옮김 중, , 『
세 유럽의 코뮌 운동과 시민의 형성 길( , 2013), 45-79.』 

56) H. E. J. Cowdrey, “The Papacy,  the Patarenes and the Church of Milan,”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18(1968),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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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교황들처럼 각종 교회회합을 통해 개혁적 교회법을 공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국왕 각 지역의 유력자 및 주교들 심지어는 , , 

속인 대중들에게까지 자신의 뜻을 직접 알리곤 했다 그러한 활동의 흔적은 . 

오늘날 문서집 과 발췌서신집 등의 사료(Registrum) (Extra Vagantes)『 』 『 』

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자료들은 세기부터 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통틀. 9 13

어 교황이 직접 생산한 문서 중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유일한 예라는 점에

서 가치가 크다.57) 두 사료에 담긴 서신들은 모두 여 건에 이르는데 450 , 

그중에서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대해 언급한 서신은 총 건이다 표33 . (< 1> 

및 표 참고< 2> )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건의 서신 가운데 무려 건이 독일과 이탈리아 33 28

지역으로 발송되었다는 점이다.58) 이러한 집중은 앞서 언급한 사료 전체에  

나타나는 경향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특히 문서. 

들의 작성 시기를 함께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 

으로 발송된 건의 서신들이 모두 그레고리우스의 재임 첫 년에 해당하28 4

는 년 사이에 발송된 것인데1073-1076 59) 이 시기에 작성된 모든 주제의  

서신 여 건 중에서 독일 지역으로 발송된 비율은 분의 정도에 불과220 5 1

하기 때문이다 즉 그레고리우스는 교황 취임 초기부터 성직자 독신 문제에 . , 

관하여 정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독 독일 지역

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57) 정확히는 요한 세 부터 인노켄티우스 세 에 이르는 명의 교 8 (872-882) 3 (1198-1216) 70
황들 중 어느 누구의 문서집도 오늘날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애초의 존재 여부도 그
레고리우스 전후의 몇몇 교황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있다 코우드리에 따르면 이 문서. 
가 예외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년 로마를 떠나 살레르노로 도피했1084
을 때 이전까지 발송된 서신들을 모두 가지고 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H.E.J. 
Cowdrey, The Register of Pope  Gregory VII, 1073-1085: an Engli sh 
Translation 발췌서신집 은 문서(Oxford: Oxford Univ. Press,  2002), xi-xvii. 『 』 『
집 에는 누락되었지만 세기 후반의 연대기와 세기 초에 저술된 그레고리우스의 11 12』
전기 등에 산재되어 있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vita) . idem., The 
Epistolae Vagantes of Pope Gregory VII 를 참고(Oxford, 1972), xix-xxx  

58) 이 중 건은 독일로 건은 이탈리아로 발송되었으며 나머지 건은 독일과 이탈리아  21 , 6 1
왕국 전체를 수신처로 삼고 있다.

59)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이다 1073 3 , 1074 6 , 1075 16 , 107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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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연도
출처 숫자는 문서 번호( )

개수
Registrum Extra vagantes

1073 1.27, 28, 30 - 3
1074 1.77, 2.10, 11, 25,29, 30 - 6

1075 2.45, 47, 55 61, 62, 66, 
67, 68, 3.3, 4

6, 7, 8, 9, 10, 
11 16

1076 4.10, 11 16 3
1077 4.20 - 1
1078 5.18 - 1
1079 - 32 1
1080 - - 1
1081 9.5 - 1

표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그레고리우스의 서신 연도별< 1> ( ) 
출처( :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and the Chastity of the 
Clergy,”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271-272) 

수신지역 출처 숫자는 문서 번호( ) 개수Registrum Extra vagantes

독일
1.30, 2.10, 11, 25, 29, 
30, 45, 61, 66, 67, 68, 
3.3, 4, 5.18

6, 7, 8, 9, 10, 
11 20

독일 및 
이탈리아 - 32 1

이탈리아 1.27, 28, 77, 2.47, 55, 
62. - 6

프랑스 4.10, 11, 20, 41, 9.5 41 5
잉글랜드 및 
노르망디 4.20 16 1

표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그레고리우스의 서신 지역별< 2> ( ) 
출처(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and the Chastity  of the 
Clergy,”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271-272)  

사실 이와 같은 집중도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주교 서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과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

구가 서로 무관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논지. 

는 예컨대 코우드리 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H. E. J. Cowdr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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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년까지의 기간이 그레고리우스의 재위기 중 국왕과의 갈1073 1076 “

등 혹은 그와 관련된 문제들로 교황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은 유일한 [ ] ”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한다.60) 이를테면 성직자의 성적 금욕 문제가 그레고 

리우스에게 일종의 평시 의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 .61) 자연히 코우드리는  

서신 발송에 나타나는 경향성과 서임권 분쟁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를 설

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판단이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 .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하는 년 이후로는 성직자의 금욕과 관‘ ’ 1077

련된 서신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 해 이전까지 그

레고리우스 세와 국왕 하인리히 세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다고 볼 만7 4

한 증거들 역시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62)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즉 그레고리우스의 서. , 

신 발송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오히려 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의 

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 

년 이전에도 그레고리우스 세와 하인리히 세 사이의 관계가 원만1076 7 4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자료는 그레고리우스가 이미 . 

년 사순절 종교회의에서 속인에 의한 주교 서임을 완전히 금지했다는 1075

라노의 연대기 작가 아르눌프 의 기록이다 다시 말해(Arnulf of Millano) . , 

본격적인 서임권 분쟁이 이미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황과 국왕 간의 1075

관계도 더 일찍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63) 이런 관점을 받아 

들일 경우 성직자의 성적 금욕과 관련한 그레고리우스의 서신발송은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교황이 각 지역 주교들에게 자. 

신의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국왕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어떤 편의 해석을 취하든 간에 그레고리우스의 서신이 지역적으

로 독일에 편중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해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서. , 

임권 분쟁이 본격화된 시점이 년과 년 중 어느 쪽이냐의 문제와1075 1077

60)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and th Chastity of the Clergy,” in M. 
Frassetto ed., Medieval Purity and Piety, 272-273.

61) Ibid.
62) Cowdrey, Pope Gregory VII, 89-109.
63) Greog Greser, Synoden und Konzilien, 133-136.



- 30 -

는 별도로 그레고리우스가 재임 직후부터 독일 지역의 성직자의 성적 금욕 ,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코우드리의 입. 

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실마리는 서임권 분쟁을 교황과 . 

군주 사이의 갈등으로 국한하지 않는 데에 있다 즉 그레고리우스가 취임 . , 

초기부터 독일 지역 성직자들에게 성적 행실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를 독일 

국왕과의 갈등 여부와 관련지어 해석하기 보다는 교황 자신의 경험에서 찾

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파타리아 운. , 

동을 통해 서임권 문제와 성직자의 성적 행실 문제가 교회의 자유 를 되찾‘ ’

는다는 개혁의 대의 아래 얼마든지 한데 얽힐 수 있는 것임을 경험한 터였

다 즉 그레고리우스에게는 이미 독일 교회 성직자의 성적 금욕 문제에 관. , 

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임 문제를 비롯한 자신의 . 

개혁 사상 전체를 관철시킬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독일의 . 

주교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세속 국가의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었으

니 그레고리우스의 관심이 독일에 집중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요컨대 속인 서임에 관한 이론적 논쟁이 라노와 같은 개별 도시에서 , 

현실적 갈등으로 구현되는 순간부터 서임권 분쟁과 성직자 독신 문제는 서

로 엄 히 구분하기 어려운 하나의 복합적 사안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파타. 

리아 운동을 직접 경험한 교황 그레고리우스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주교 서. 

임과 같은 개혁의 다른 의제까지 수면 위로 끄집어 낼 수 있음을 독일 국왕 

하인리히 세와의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4 . 

진술은 그레고리우스가 성직자 독신 문제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거나 

그것을 오로지 서임권 분쟁을 위한 전략 으로만 활용했다는 의미가 결코 ‘ ’

아니다 코우드리가 탁월하게 지적했듯이 그레고리우스의 사상과 행동은 근. 

본적으로 정치적 욕망이나 타인에 대한 통제 욕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

도적 전통 즉 교황의 직무에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종교적 열정에서 나오는 , 

것이었다.64) 그에게 성직자의 성적 금욕 문제와 주교 서임 문제는 교회 쇄 

신에 대한 완고한 목표의식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 

64) H. E. J. Cowdrey, Pope Gregory VII,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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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일 지역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관심이 일종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

인지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성직자의 금욕 문제에 대한 교황의 접근이 서

임권 분쟁의 진행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 결과이다, . 

서임권 분쟁의 전개와 독신 요구의 출현-2. Ⅲ

그레고리우스 세가 재위 초기부터 독일 지역 성직자들의 성적 금욕 문7

제에 특별히 집중한 것은 그곳의 교회 현실이 그의 개혁적 목표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지역 주교구들에 대한 교황의 직간접적 개. 

입은 개혁의 기치에 대한 각 지역들의 주교 소속 성직자 혹은 인민들의 태, 

도와 전망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 

그레고리우스 재임 초기에 파싸우 마인츠 콘스탄츠(Passau), (Mainz), 

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Konstanz) .

파싸우에서는 주교 알트만 이 성직자 독신 법령의 실행을 처음(Altmann)

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엄격한 도덕주의자이자 수도원 개혁가로 정평. 

이 나있던 그는 년 사순절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을 담은 교황의 서신이 1075

도착하자 곧 관구 내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 

파싸우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관행이 예로부터 이전의 모든 주교들 “

아래에서 지켜오던 것(quam ab antiquis temporibus constaret eos sub 

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대하였omnibus antecessoribus episcopis habuisse)”

다 기민하게도 알트만은 성직자들을 일단 해산시켰다가 파싸우 교회의 수. 

호성인인 성 스테파누스의 축일 월 일 에 모든 성직자들과 속인들 앞(12 26 )

에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독신법령을 공표해 버렸다 성직자들의 당혹. 

감은 곧 교구 내의 소요로 이어졌고 알트만 자신은 한 속인 귀족의 개입으

로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성직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 

고 소요에 개입한 하인리히 세에 의해 도시 밖으로 추방되었다4 .65)

65) Vita Altmanni, MGH SS. 12. 232-233; Lea, History of Sacerdotal Celibacy, 
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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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인츠의 예에서는 성직자 독신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교

황의 요구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직자들 사이에 놓인 주교 및 대주교들의 

난처함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년 사순절 종교회의 당시 마인츠 대주. 1074

교였던 지그프리트 는 독신 법령을 포함한 종교회의 (Siegfried, 1060-1081)

결정사항이 교황 서신으로 전달되자 한편으로는 교황의 뜻에 즉각적으로 , 

순종하겠다고 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구 내의 성직자들에게 개월의 , 6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교황의 지시가 교회법적 전통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온 성직자

들을 하루아침에 독신 수도자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으니 그들이 자율적으

로 독신 이념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모호한 . 

태도는 교황과 성직자들 양쪽 모두의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성직자들. 

의 반발은 같은 해 월 개최된 에어푸르트 종교회의에서 대주교의 10 (Erfurt) 

살해 모의가 진행될 정도로 고조되었고 지그프리트는 교황에게 독신 법규의 

완화를 요청해 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이를 이유로 교황에

게 소환당하는 징계를 받았다.66) 결국 년 월 교황 사절이 참석한  , 1075 10 , 

가운데 열린 마인츠 종교회의에서 대주교는 독신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자신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콘스탄츠에서는 그레고리우스의 정책이 총체적인 반대에 부딪쳤다 교황. 

의 교령을 전달받은 주교 자신이 법령의 시행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다 당. 

시 콘스탄츠의 주교는 년 하인리히 세에 의해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1071 4

국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오토 였다 다른 지(Otto I. 1071-1080,86) . 

역의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오토 역시 년 사순절 종교회의의 결정사항1074

을 서신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파싸우 주교와는 정반대로 그는 독신의 당. 

위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구 성직자들의 편에 서서 독신 법령 시행을 거부

66) 그레고리우스는 그해 월에 보낸 서신에서 지그프리트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는 완 12
전히 달랐으며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엄중히 지적하였다. Reg., 2. 29. 
“verum, juxta quorumdam relationem, aliter quam sperabamus te egisse 
comperimus. quod si negligentur irrequisitum transire permittimus, fraternum 
tibi amorem minus impendere non sine magno taciturnitatis periculo 
probamur. Quapropter apostolica auctoritate religionem tuam admonemus, ut 
ad synodum, quam,  Deo annuente, in prima septimana Quadragesimae 
celebraturi su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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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그레고리우스를 격분시켰다 그해 말 그는 콘스. . 

탄츠로 다시 서신을 보내 오토의 행동이 교구 성직자들의 욕망의 끈을 “[ ] 

풀어놓아 계속해서 여성과 수치스럽게 결합 하게 만든 치명적 실책이자 동”

시에 일개 주교가 교황청의 교령을 업신여기는 전무후무한 오만 이었다고 “ ”

격렬히 비난했다.67) 동시에 오토의 관할 아래 있는 성직자와 속인들 모두에 

게 별도의 서신을 보내 주교가 계속 완고하게 나올 경우 그에게 어떠한 “[ ] 

존경과 순종도 보이지 말라 고 명령했다” .68)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이듬해 사 

순절 공의회로의 소환을 거부한 오토의 직무정지로 이어졌고 교황은 , 1076

년 월 파문 및 직위해제를 선고했다 물론 이것이 독신 법령의 즉각적 관2 . 

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69)

세 도시의 사례는 교황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 

째 성적 금욕에 관한 정책은 개혁 전반에 관한 각 지역 주교들의 태도를 , 

확인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주교가 금욕 규범의 시행에 얼마나 .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교황은 그가 주교 서임에 대한 교회의 권

리 주장을 지지해 줄 인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예컨대 그레고리우스가 년 주교구에서 추방당한 알트만에게 독일 . 1080 , 

지역을 관장하는 교황의 상임 사절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파싸우에서의 사

건을 통해 그가 서임권 분쟁을 포함한 교황 주도의 개혁을 대변하는 인물임

67) Epp. vag., no. 9. “ frena libidinis laxasti, ut qui mulierculis se iunxerant … … 
in flagitio persisterent, et qui necdum duxerant tua interdicta non timernt. O 
impudentiam, o audaciam singularem, uidelicet episcopum sedis apostolice 
decreta contempnere” 

68) Epp. vag., no. 10. “Quaorioter omnibus sicut prediximus, maioribus atque 
minoribus Deo et beato Petro adherentibus apostolica auctoritate precipimus,  
si in bduratione sua persitere uoluerit, nullam ei obedientie reurentiam 
exhibeatis” 

69) 콘스탄츠 성직자들에 대한 교황의 직접적 간섭은 독신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 
교구 내부의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기의 가장 중요한 연. 11 대기 작가 중 하나로 꼽
히는 베르날두스 와 사제 알보이누스 는 서신 교환을 (Bernold of Konstanz) (Alboinus)
통해 년에서 년까지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직자의 결혼을 불법화하려는 시1074 1076 ① 
도가 기각되었다는 전승의 진위 그레고리우스의 년 독신 법령을 교회 전통의 , 1074② 
계승으로 봐야 할지 파괴로 봐야 할지의 여부 비 독신 성직자들에 대한 불순종 , ( )非③ 
선동의 적법성 등에 대해 논쟁하였다. MGH LdL II. 7-26; Bastow, Married Priest,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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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성직자들의 반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 

마인츠의 주교는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콘스탄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교황이 대주교를 거치지 않고 일반 주. 

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당대의 관행이나 현존하는 그레고리우스 세의 7

다른 서신활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 마인. 

츠 대주교 지그프리트에게 콘스탄츠를 포함한 대주교 관구 내의 주교들은 

성직매매 및 독신에 관한 공의회 교령 내용을 전달하라는 교황의 요구를 

년 월에 이미 전달받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콘스탄츠에 대한 교황의 1075 2 . 

개입은 주교와 독일 국왕 사이의 정치적 유대를 의식한 행동이었을 가능성

이 크다 즉 성직자에 대한 성적 금욕 문제를 통해 개혁에 대한 주교의 입. , 

장을 확인하고 그를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다.

둘째 독일 주교구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교황은 지역 성직자들의 완강한 , 

반대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의 반발은 파싸우. 

처럼 주교의 의지가 굳건한 지역에서조차 금욕 규범의 관철을 좌절시킬 만

큼 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우스 세는 각 주교구의 인민. 7 ‘

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만약 성직자들이 나의 결(populus)’ . “ [ ] 

정 더 정확하게는 독신 규범에 관한 교황들의 교령들을 무시할 경우 인, [ ] , 

민들은 결코 그들의 사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는 년 월 사순절 ” 1075 2

종교회의의 결정이 좋은 사례이다.70) 그레고리우스는 성적 금욕을 거부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불순종을 공공연히 종용함으로써 성직자들

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 해 말 콘스탄츠의 . . , 

성직자와 인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주교가 성 베드로의 계율도 공“

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무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 질책하면서 ”

그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굴 경우에는 그에게 존경을 보이지도 순종하지도 “

말라 고 강하게 지시한 것이다” .71) 이러한 요구는 결코 콘스탄츠에 한정되지  

70) Epp. vag., no. 6. “Statuimus etiam ut si ipsi contemptores fuerint 
nostrarum immo sactorum patrum constitutioum, populus nullo modo 
eorum officia recipiat.”  

71) Epp. vag., no. 10. “Sed episcopus uester neque beati Petri reuerentia 
precepti neque officii sui sollicitudine  attractus si in obduratione sua … 
persistere uoluerit, nullam ei obedientie reuerentiam exhibe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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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년 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신에 따르면 여성과 연루된 . 1075

성직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교에게 불순종할 의무는 독일 전역의 모든 “

성직자와 속인들 의 것(omnibus clericis et laicis in regno Teutonicorum)”

이었다.72) 

이른바 소요 법령 이라고 불리는 이 지시가 그 자체로 ‘ (Aufruhrkanon)’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년에 발표된 교황 니콜라우스 세의 미사 집. 1059 2 ‘

전 금지 조항에 이미 같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73) 그렇지만 년 1059

과 그레고리우스 세의 재임기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앞서 밝혔듯이 교황 7 . 

자신부터가 라노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민에 대한 호소가 실제로 힘을 가

질 수 있음을 경험한 터였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라는 선동. 

은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교회 규범을 거부하는 성직자들에게는 물론

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주교의 권위까지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위의 사례. , 

들이 독일 지역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물론 사료적 조건만을 고려하면 ?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가 독일 주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 

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우선 비록 위의 사. 

례들처럼 자세한 정황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지만 성직자의 성적 금욕 문제와 

관련한 교황의 비슷한 서신들이 독일 주교구와 인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빈

번히 발송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교황이 다른 주교구에 대해서 . 

소극적 자세를 취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지는 않다 예컨. 

대 콘스탄츠와 파싸우와 같은 도시들이 모두 특별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

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는 마인츠와 파사우 콘스탄츠 등에서 , 

나타난 성직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황의 개혁에 도움

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다 교? . 

황 그레고리우스 세가 정치적 유불리 여부보다 종교적 당위와 열정에 따7

라 움직이는 인물이었다는 코우드리의 해석이 그것이다 거기에 더해 교황. 

72) Epp. vag., no. 14.
73) Boelens, Kleriereh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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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이 늘 반대만 불러일으킨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각 . 

주교구에 교황의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혁적 수도원의 존재였다 예컨대 콘스탄츠 주교구. 

에는 상트 블라시엔 수도원이나 도시 인근의 라이헤나우(St. Blasien) 

처럼 흑림 지대의 히어사우 을 중심으로 하는 슈바벤 지(Reichenau) (Hirsau)

역의 고유한 수도원 개혁 운동의 유산을 받은 수도원들이 있었다.74) 이 기 

관의 구성원들은 세속 군주에 의해 임명된 주교 및 도시 내 성직자들과 오

랫동안 대립해왔으며 따라서 교황의 개입은 주교좌 및 도시 내 인민들에 대

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훗날 상트 . 

블라시엔 출신이자 교황파 주교였던 겝하르트 가 (Gebhard III, 1084-1110)

하인리히 세의 지원을 받은 상트 갈렌 수도원장 울리히4 (Ulrich of St. 

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도시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그러Gallen) , 

한 영향력 확대의 장기적 결과이기도 했다.75)

물론 년을 전후로 정치적 상황은 교황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1076

었다 주교 서임권을 둘러싼 군주와의 정치적 분쟁이 격화되면서 그레고리. 

우스 세와 후임 교황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7

어려워진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로마에서 안정적으로 교황좌를 지킬 수 . 

없었다 그레고리우스는 하인리히 세에 대한 두 번째 파문 년 월 .  4 (1080 7

일 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립국왕 루돌프3 ) (Rudolf of 

까지 같은 해 월에 사망하면서 정치적으로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Swabia) 10

되었다 결국 그는 년 로마를 탈출하여 살레르노로 피신해야만 했고 . 1084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후임자인 빅토르 세 는 대. 2 (Victor II, 1086-1087)

립교황 클레멘스 세와 그를 옹립한 하인리히의 세력 탓에 사망하기 불과 3

넉 달 전인 년 월에야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다 차 십자군 원정의 1087 5 . 1

주창자였던 우르바누스 세 와 중세 교황 중 재임2 (Urbanus II, 1088-1099)

기가 가장 길었던 파스칼리스 세 의 처지도 기껏2 (Paschalis II, 1099-1118)

74) 슈바벤 지역을 포함한 독일 수도원들과 그레고리우스 세의 개혁 사이의 관계에 대해 7
서는 Cowdrey, Pope  Gregory VII 을 참고, 253-270 .  

75) Helmut Mauer, Kontanz im Mittelalter: I. Von dem Anfägen bis zum Konzil 
(Stadler, 1989),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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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 전자는 취임한지 년 만에 로마에 입성하. 5

였으며 후자는 무려 명의 대립교황들의 도전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4 .

그렇지만 년대 중반 이후 무려 여 년간 지속된 위기상황이 개혁1070 50

의 전적인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우선 성직자 독신 문제와 관련한 교. 

황들의 입장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적. 1

어도 교회법상의 관심과 수사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게다가 그레고리우스 . 

세 이후의 교황들은 대부분 수도사 출신이었다7 .76) 그러므로 성직자의 성 

적 금욕에 관한 그들의 신학적 정책적 입장이 그레고리우스의 그것과 크게 ,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다 또한 비록 로마 및 이탈리아 반도. 

에서 교황이 정치적으로 적잖은 곤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역 일

부에서는 개혁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물들이 심심치 않게 주교의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었다 질린스키 는 년 이후부터 . (Herbert Zielinski) 1079

보름스 협약 으로 서임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년 (Concordat of Worms) 1123

사이에 독일 지역의 주교좌에 오른 인물 중 세속 군주에 의한 주교 서임에 , 

반대할 뿐 아니라 본인의 주교서임 과정에서 교황 혹은 그의 대리 사절의 

직접적 도움을 받은 명을 그레고리우스파 로 구분한다19 ‘ ’ .77) 그레고리우스  

세와 우르바누스 세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각각 명 명이었으며 파7 2 3 , 5

스칼리스와 겔라시우스 세 칼릭스투스 세에 의해 선출된 이들도 각각 2 , 2

명 명 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개혁적 주교들은 앞서 언급한 파싸우와 4 1 , 6 . 

콘스탄츠를 비롯하여 막데부르크 잘츠부르크 할버(Magdeburg), (Salzburg), 

슈타트 등 독일 전역의 주요 교구 및 로타링기아 지역 일부에(Halberstadt) 

까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폭넓게 진출하였다.

76) 유일한 예외는 보름스 협약의 당사자였던 칼릭스투스 세 였 2 (Calixtus II, 1119-1124)
다 참고로 그의 두 후임자인 호노리우스 세 제 차 라테라. 2 (Honorius II, 1124-1130), 2
노 공의회를 주재한 인노켄티우스 세 의 경우 수도원 출신이 아닌 수도참2 (1130-1143)
사회원 출신이었다. 

77) 이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 개혁을 지지한 주교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밤베르크의 주 . 
교 오토 나 잘츠부르크 주교 콘라드(Otto of Bamberg, 1102-1139) (Konrad of 

의 경우 주교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국왕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황 파Salzburg)
스칼리스에 의해 서임을 받은 후 편을 바꾸기도 했다. Zielenski, Reichsepiskopat, 

각주 참고184,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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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를 독 

신 요구로 뒤바꾼 피사 종교회의와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시기적으로 2

년 보름스 협약 그리고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최된 제 차 라테라1122 , 1

노 공의회 이후라는 점이다 즉 교회는 서임권 분쟁이 마무리 된 이후에 . , 

야 비로소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를 교회법의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사실 보름스에서 체결된 교황과 국왕 사이의 합의란 반세기 넘게 지속된 양

측 간의 치열한 다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애매한 성격의 것이었다 주교 서. 

임에 있어서 세속적 권한 은 국왕이 종교적 권한 은 (temporalia) , (spritualia)

교황이 각각 나누어 부여하는 원칙은 교회와 군주 누구에게도 독점적 권리

를 확보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78)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손해 , 

78) 보름스 협약의 내용을 담은 두 원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황제의 칙령 나는 하느 . : “

주교 주교구 주교 재임기 임명교황
Hartwig Magdeburg 1079-1102

Gregorius VIIPertolf Konstanz 1080-1084
Gebhard III Konstanz 1084-1110
Udalrich Chur 1089-1096

Urbanus II
Poppo Metz 1090-1097
Thiema Salzburg 1090-1101
Herrand Halberstadt 1090-1102
Udalrich Passau 1092-1121
Heinrich Magdeburg 1102-1107

Paschalis IIOdo Cambrai 1105-1112
Gebhard Trient 1106-1120
Arnold Merseburg 1117-1126
Theoger Metz 1118-1120 Gelasius II
Berthold Hildesheim 1119-1130

Calixtus II

Friedrich Lüttich 1119-1121
Stephan Metz 1120-1162
Sigeward Minden 1120-1141
Rugger Würzburg 1122-1125
Adalbero Bremen 1123-1148

표 년 년 독일 주교구에 임명된 그레고리우스파 인물들< 3> 1079 -1123 ‘ ’ 
출처( : Herbert Zielinski, Reichsepiskopat,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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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 쪽은 세속 군주였다 앞서 언급했던 그레고리우스파 주교들의 임명. ‘ ’ 

과 지역 제후들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동일 지역 출신이 아닌 후보를 주교, 

로 임명하는 기존의 관행은 벌써 흐트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왕. 

과 주교 사이에 유지되어온 궁정 중심의 유대관계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독일의 주교구들에는 이미 국왕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배치된 측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79) 

서임권 분쟁의 종식을 통해 개혁의 지지 세력은 그동안 교황의 권위와 

개혁의 대의 모두를 받아들인 인사들을 주교로 임명하는데 성공을 거두면서  

축적한 자신감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군주와의 정치적 갈등에만 매몰되. 

어있던 관심을 성직자 독신 문제와 같은 개혁의 다른 의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다시금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피사 종교회의와 곧이어 개최된 제 차 . 2

라테라노 공의회가 갑작스럽게 성직과 결혼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즉 성직자의 성적 금욕과 기독교적 질서에 관한 . , 

교회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독신의 이상은 이제 현실적 구호로 등

님과 그분의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앞에 반지와 지팡이 사, [
목자로서 주교가 가지는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 옮긴이 를 통한 모든 서임을 돌- ]
려드리며 나의 왕국 혹은 제국 내의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자유로운 선출이 있
을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성 베드로의 재산과 권한 중 불화의 시작으로부터 오늘날까. 
지 내 아버지의 시대에든 내 시대에든 갈취한 것이 있다면 로마 교회에 돌려드릴 것입, 
니다(dimitto Deo e t sactis dei apostolis Petro et Paulo sancteque  catholice 
ecclesie omnem investituram per anulum et baculum, et concedo in omnibus 
ecclesiis, que in regno vel imperio meo sunt, canonicam fieri electionem et 
liberam consecrationem. Possesiones et regalia beati Petri, que a principio 
huius discordie usque ad hodiernam diem sive tempore patris mei sive etiam 

교황의 meo ablata sunt, que habeo, eidem sacte Romane ecclesie restituo).” 
칙령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나 칼릭스투스는 하느님께서 총애하는 아들이자 로마인들: “
의 황제인 하인리히 세에게 독일 왕국에 속한 왕국의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에의 참5
석을 보증하며 해당 후보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대주교나 공동관구장의 조언[ ] , 
과 판단을 따라 그대가 더 옳은 쪽에 동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하는 바이다
(Ego Calixtus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 tibi dilcto filo Heinrich V. Dei 
gratia Romanorum imperatori augusto concedo electiones episcoporum et 
abbatum Teutonici regni, qui ad regnum pertinent, in praesentia tua fieri, ut 
si qua inter partes discordia emerserit, metropolitani et comprovincialium 
consilio vel iudicio saniori parti assensum et auxilium praebeas).”  Johannes 
Laudage,  Matthias Schrör ed., Der Investiturstreit: Quellen und Materialien 

에서 재인용(Köln, 2006), 224-227 .
79) Zielinski, Reichsepiskopat, 하인리히 세와 세 시기에 국왕이 주교 서임181-187. 4 5
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을 참고할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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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준비를 마쳤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을 통해 교황과 교회법의 보편적 권. 

위는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었고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주교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가 각 지역의 . 

주교 서임 문제에서 교황이 취해야 할 입장과 전략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성

공의 씨앗이 되었다면 그 과정의 끝에서 얻어진 열매가 결국 다시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가 출현하는 밑받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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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의 교회법 전통에 비추어보았을 때 제 차 라테, 2

라노 공의회에서 출현한 보편적 성직자 독신은 매우 새로운 성격의 제도였

다 개혁 이전의 교회법이 성직에 입문한 사람의 결혼이나 결혼한 사람의 . 

성직입문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반면 제 차 라테라노 , 2

공의회는 성직자와 여성과의 성적 관계가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상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못 박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에서 후자로의 발전은 점진적인 양상을 띠지 않았다 그레고. ‘

리우스 개혁 이 진행되는 동안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강제하는 동기나 방’

식이 다양화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

실이지만 정작 교회법의 내용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다 속인 기혼. 

자가 성직에 입문하거나 미혼의 성직자가 새로이 결혼생활을 시작할 가능성

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이들에 대한 교회의 요구는 여성들과의 동거를 중, 

단하라는 수준에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온전한 의미의 독신 요구는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 직전에서야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즉 성직자 독신의 2 . , 

제도적 확립은 일종의 교회법적 도약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러한 도약은 교회법의 내용과 논리를 가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교회법

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출현한 것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 . 

시기 교회는 이미 성직자에게 완전한 독신을 요구할 충분한 동기를 갖추고 , 

있었다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교회의 . 2

규범은 그 자체로 독신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성직자들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규범이 출현하지 못했던 것은 

신학적 난관 때문이었다기보다 그러한 규범의 강제를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직자에 대한 독신 요구가 서임권 분쟁의 맥락과 합쳐진 것은 그러한 

여건을 무르익게 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주요 지지자. 

들은 세기 중반의 라노와 같은 시공간에서 이전까지 주로 이론적 신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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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영역에서만 논의되던 독신 의제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것은 개혁의 핵심 인물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세에게. 7

서 두드러졌다 그는 서임권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재위 초기부터 독일 . 

지역의 주교와 성직자 인민들에게 성직자에게 성적 금욕을 관철시킬 것을 , 

직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의 존재를 가려내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성직자에 대한 금욕 요구가 서임권 분쟁의 초기 국면에서 교황에게 일종

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분쟁의 본격적인 진행 과정에서 성취된 크고 작은 

성공은 다시금 금욕 요구가 엄 한 의미의 독신 요구로 도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레고리우스 세 이후 교황들은 정치적 곤경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7

나마 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이들을 주교좌에 앉히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레고리우스 세가 재임기 중반 이후에 그러했듯이 서임권 분7 , 

쟁이 완결되기 전까지 성직자 독신 문제는 교회의 최우선 순위일 수 없었

다 상황은 보름스 협약과 제 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절충적인 형태로나마 . 1

서임권 분쟁을 종식시킨 이후에야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혁을 통해 교황과 . 

교회법의 권위가 점차 신장되어가고 그것을 실제로 관철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각 지역 주교들의 지지가 확보되면서 이제 교회법의 이상이었던 엄

한 의미의 독신이 현실적 구호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 

볼 때 성직자에게서 적법한 결혼의 가능성을 박탈한 피사 종교회의와 제, 2

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결정은 갑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결론이

었다.

성직자 독신 제도는 성직자들이 속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체성에 바

탕을 둔 구별된 계층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단. 

순히 성직자의 성적 금욕에 관한 신학적 논의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다. 

텔렌바흐 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직자 독신 제도의 확립은 (Gerd Tellenbach)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the right order in the 

의 중요한 일부이자 그것의 결과물인 셈이었다world)” .80) 본 논문은 서임권  

80) G. Tellenbach, Church, State and Christian Society at the time of the 
Investiture Contest 역설적이, R. F. Bennet,  trans. (London, 1940), 1, 166-167. 
게도 사실 텔렌바흐는 성직자 독신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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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의 관련성을 통해 성직자 독신의 제도적 확립이 개혁의 전체 그림과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쉽게도 이 글은 서임권 분쟁의 보다 . 

세세한 장면들 이를테면 한 도시 혹은 주교구의 상황이 통시적으로 달라지는 , 

모습이나 교황과 국왕 주교와 같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상호 관계 등을 살피, 

지 못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은 제한된 사료 조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 

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성직자 독신 문제가 주교 서임 관행의 변화와 관련하. 

여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연구들의 도움으로 보다 세 한 방식으로 조명될 여

지는 충분히 남겨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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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1 그레고리우스 개혁 시기의 독일 주교구 숫자는 면적 > ( ) ㎢
출처( : Herbert Zielinski, Reichsepiskopat,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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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2 하인리히 세 재위기의 그레고리우스 파 주교 및 대주교 > 4 ‘ ’ 
출처( : Herbert Zielinski, Reichsepiskopat,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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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3 하인리히 세와 하인리히 세 시대의 궁정의 영향이 배제된 주교 서임> 4 5
검은색은 하인리히 세 재위기 흰색은 하인리히 세 재위기: 4 , 5

출처( : Herbert Zielinski, Reichsepiskopat,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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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Clerical Celibacy 

and Investiture Conflict

Jasub Koo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how the establishment 

of clerical celibacy as a universal institution was interrelated with the 

Investiture Conflict, which was one of the main agendas of the 

Gregorian Reform that occurred from mid-11th century to early 12th 

century. Hitherto, the problem of celibacy was mainly comprehended in 

the perspective of socio-economical history, or history of canon law. 

These approaches focus on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of nobility  

and provisions related to sexual conduct of clergy, respectively. This 

paper, however,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clerical celibacy can 

be fully comprehended only when it is considered in their relation to 

overall environment of the reform. 

Despite its similarity to sexual abstinence, which had been required 

for clerics since early 4th century, the concept of clerical celibacy as a 

universal church institution was quite new for canon law. Former 

church legislations prohibited neither clerics’ marriage itself nor 

investiture on married laymen. The Second Lateran Council, on the 

other hand, declared clerial marriages as illegitimate even 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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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lerics and women had legal formality. That is, 

clerical marriage became not just prohibited, but principally impossible.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is development of canon law, from the 

demand for clerical abstinence to the one for clerical celibacy, was 

never gradually accomplished. Throughout the gregorian reform, motives 

or means to impose sexual abstinence on the clergy diversified and the 

structural conditions which are necessary to enforce concerning laws, 

were also arranged. However, at the very core of related laws, the 

precise concept of celibacy had not been embraced. Still, married 

laymen could join in the holy order and unmarried clerics faced few 

obstacles to get married, for the interest of church authorities remained 

on keeping them from sexual intercourses with women, not from  

marriage. Demand for clerical celibacy itself somewhat suddenly 

appeared at the synod of Pisa in the early 1130s when it invalidated 

existing marriage of clerics and then was embodied in the clauses of 

the Second Lateran Council. In other word, the clerical celibacy as a 

universal church institution emerged through a leap in the canon law.

What makes the clerical celibacy established in the catholic church, 

therefore, was not the logical or gradational changes of the canon law, 

but its surroundings that significantly alter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ture conflict. In the middle of civil struggles, such as Pataria 

movement in Milan, adherents of the reform learned that  raising the 

matter of clerical celibacy, which had been discussed only within 

theological area, could be a very useful means to exert pressure upon 

episcopal election.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Pope Gregory VII, who  

had personally intervened in the dispute as a papal legate and 

maneuvered Milanese people into resistance against their king’s favoured 

archbishop. Based on this experience, he, even in his early reign, 

adjured german prelates to enforce his instruction on clerical abs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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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rprisingly, many bishops and clerics vehemently opposed, insisting 

they have a customary right to marry or to avoid papal interference in 

local affairs. Nevertheless, through this process, Gregory VII could 

figure out who would support the reform and who would not, and 

also acquire substantial influence on episcopal investiture by inciting 

populus to stand against disobedient spiritual authorities.

If the strong demand for clerical abstinence enabled popes to clarify 

the frontline of investiture conflict, practical successes in episcopal 

investitures, in turn, provided them with a firm basis for bringing 

forward the strict clerical celibacy. Although most of Gregory’s 

successors suffered political struggles in securing their own position in 

Rome, they were able to appoint reformative candidates over the 

german episcopate, albeit partially. Once the investiture conflict was 

settled by Concordat of Worms(1122) and the First Lateran 

Council(1123), the accumulated confidence that church gained started to 

be expressed in legislations on clerics’ sexual behavior. Authority of 

canon law was recognized more than ever before and political obstacles 

were also mostly removed. The long-held ideal of celibacy was now 

ready to make an appearance in a real world, the universal clerical 

celibacy.

 

Keywords : Clerical Celibacy, Investiture Conflict, Gregorian Reform, 

Pope Gregory VII, Clerical Marriage, Canon Law, German 

Episcopate, Aufruhrk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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