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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 8세기 중반 피피누스 3세의 치세에 프랑크 왕국과 교회의 관계 

진전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중세 초

기 사가들은 프랑크 왕국에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상관성에 대해 상

당한 관심을 쏟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왕국과 교회가 이미 밀접하게 관련

을 맺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왕국과 교회의 협력이 정점에 달했던 카롤루

스 마그누스 시대에 대해서만 주된 관심을 쏟았을 뿐 변화의 계기가 마련

된 피피누스의 시대를 소홀히 하는 한계를 갖는다. 전제가 성립될 수 있

었던 원인과 배경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제적·폭

압적 방식으로 교회를 다루었던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와는 달리 카롤루스 

마그누스는 교회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피피누스의 

교회 포섭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다. 메로빙 왕조를 몰아

내고 카롤링 왕조를 수립했던 피피누스는 왕국의 안정과 새로운 왕조의 

기틀 확립을 위해 기독교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이려 적극적으로 노력했

다.

이에 본고는 8세기 중반 당대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연대기 사료들과 기

독교 성인전을 검토하며 피피누스가 교회를 포섭하여 통치자로 자리매김

해나가는 과정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앵글로색슨 선교사 보니파티우스의 

행적을 연관지어본다. 피피누스가 그의 형 카를로마누스와 공동으로 궁재

이던 시기에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 교회 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했다. 그는 프랑크 교회에 계서제가 부재하고 속인들이 교회의 행정과 운

영에 개입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그는 프랑크 교회에 교

황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러한 그의 개혁 노선은 게르마

니아 종교회의의 칙령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카를로마누스가 모종의 이유로 왕국의 정치에서 물러난 후 프랑

크 교회의 개혁은 피피누스가 주도하기에 이른다. 피피누스는 보니파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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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개혁 노선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이

용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는 교회 재산의 전용을 재허용한 

747년의 법령이었다. 또한 보니파티우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풀다 수도원이 760년대 중반 왕국 수도원 체제에 편입된 사건을 통해 피

피누스가 취했던 교회 정책의 독자성을 엿볼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카롤링 왕조 초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던 피피누스가 세속 권력과 종교 권

력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어갔는가에 대한 연구는 중세 초기를 이

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그 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피피누

스라는 인물이 카롤링 왕조의 기틀 확립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파

악할 수 있다.

주요어: 중세 초기, 프랑크 왕국, 카롤링 왕조, 피피누스 3세, 보니파티우

스, 정치와 종교의 관계

학  번: 2013-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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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751년 11월 궁재(maior domus, the Mayor of the Palace) 피피누스 3세

는 스스로 프랑크인들의 왕(Rex Francorum)으로 등극했다.1) 왕 힐데릭은 

왕좌에서 쫓겨나 아들 테우데릭과 함께 생 베르탱(St. Bertin) 수도원에 유

폐되었다. 메로빙 왕조가 끝이 나고 카롤링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2) 『카

롤루스 마그누스 전기』를 저술한 아인하르트(Einhard)는 힐데릭을 비롯한 

메로빙 왕조 말기의 왕들을 궁재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게으른 왕들(Roi fainéant, do-nothing king)”이라 칭함으로써 왕위 찬

탈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피피누스의 왕위 등극은 카롤링 왕권과 교황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

러 일으킨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는 사료들이 대부분 교황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프랑크 왕국 연대기(Annales 

Regni Francorum)』는 피피누스가 주교 부르카르드(Burchard)와 성 디오

니시우스 수도원의 수도원장 풀라드(Fulrad)를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보내

어 왕위 찬탈 의사를 타진했고, 교황이 이를 승인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

다.3) 이와 더불어 교황을 대신하여 보니파티우스(Bonifatius)가 피피누스의 

1) 단신왕 피피누스 3세(714-768)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Carolus Martellus)의 둘째 아들
이었으나 카롤링 왕조의 문을 연 인물이었다. 그의 형 카를로마누스(Carlomannus)는 
741년부터 747년까지 피피누스와 공동으로 궁재직에 있었으나 돌연 출가하였다. 피피누
스의 아들로는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와 카를로마누스가 있으며 카롤루스 
마그누스는 카롤링 프랑크 왕국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인물이다. 피피누스 3세를 일컫는 
호칭으로는 각각 라틴어 Pippinus Lunior, Pippinus Brevis, 영어 Pippin the short, 
독일어 Pippin der Kurze, 프랑스어 Pépin le Bref가 있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에서 오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라틴어인 피피누스로 통일한다. 그 외에 다른 인명들도 
되도록 라틴어로 표기한다.

2) 카롤링 가문(Karolingi)은 원래 아르눌핑 일족(Arnulfings) 또는 피피누스 일족
(Pippinids)이라 불리던 더 큰 혈족의 방계 가문이다. 아르눌핑이라는 명칭은 그 가문의 
선조라고 일컬어지는 메스(Metz)의 아르눌프(Arnulf)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피누스 일족은 
란덴(Landen)의 피피누스에서 따온 것이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아르눌핑 또는 피피누스 일족이라 칭한다. 피피누스 2세의 서자였던 카롤루스 마르텔루
스가 가문의 단일 지배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보는 카롤루스의 이름을 따
서 카롤링 가문으로 부른다. 

3) Annales Regni Francorum, F. Kurze, ed., MGH SRG Ⅵ(Hanover, 1895), s.a. 749, 



2

도유식을 집전했다고도 주장한다.4) 『위(僞) 프레데가르 연대기 속편

(Continuation to the Chronicle of pseudo-Fredegar)』과 『피피누스 도유

식의 전말(Clausula de unctione Pippini)』 역시 자카리아스의 권위와 지지

가 중요했음을 강조한다.5) 이 사료들을 참고했던 아인하르트도 『카롤루

스 마그누스 전기』에서 피피누스가 교황의 결정으로 왕이 되었다고 밝혔

다.

하지만 교황이 카롤링 왕조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였다. 특히 매키터릭(Rosamond Mckitterick)은 이 

사료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6) 사전에 교황의 승인이 있었다는 기

록들은 피피누스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후일 날조되었다는 것

이다. 그는 피피누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프랑크 대귀족들과 주

교들의 지지와 동의였다고 주장한다. 매키터릭 주장의 요체는 프랑크 왕

국 내부의 동향이 왕조 교체의 여부를 판가름했다는 것이다. 프랑크 대귀

족들은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와 그의 두 아들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의 

군사적 성공에 만족하기 시작했고, 적으로부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카롤링 가문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른 것이

다.7)

하드릴(Wallace-Hadrill)은 피피누스의 교회 포섭이 간단치 않았음을 시

사한다.8) 프랑크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메로빙 왕조로부터 특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카롤링 왕조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를 염려한 피피누스가 주교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

p. 8
4) Annales Regni Francorum, F. Kurze, ed., MGH SRG Ⅵ(Hanover, 1895), s.a. 750, 

p. 8
5) Fredegarii Chronicorum Liber Quartus cum Continuationibus, Wallace-Hadrill, 

J.M., ed. and trans., The Fourth Book of the Chronicle of Fredegar with its 
Continuations(London, 1960), p. 102; Clausula de unctione pippini, B. Krusch, 
ed., MGH SRM Ⅰ(Hanover, 1885), pp. 465-466.

6) Mckittercik, Rosamond, “The Illusion of Royal Power in the Carolingian 
Annals”,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15, No. 460(2000), pp. 1-20.

7) Bachrach, Bernard S., Merovingian Military Organization, 481-751(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2), pp. 92-112.

8) Wallace-Hadrill, J.M., The Frankish Church(Clarrendon Press·Oxford, 1983), p. 
163.



3

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다만 하드릴은 피피누스에 공개적으로 반항하거나 

충성을 바치지 않았던 주교나 교구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는

다. 피피누스가 대략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고만 이야기한다.

카롤링 왕조 초기를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당시에 프랑크 왕

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앵글로색슨 선교사들을 통해 왕국과 교회의 관

계를 살피곤 한다. 특히 ‘게르만인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보

니파티우스는 이 시기를 다루는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는 

『보니파티우스 전기(Vita Bonifatii)』와 『보니파티우스 서신집(Epistolae 

Bonifatii)』과 같이 그와 관련된 사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기 때문이

다. 또한 앵글로색슨 선교사들은 교황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탐구는 왕국과 교황의 관계에도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프랑

크 왕국과 보니파티우스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자들 중 대표적으로 쉬퍼

(Theodor Schieffer)는 프랑크 교회를 개혁하고 이교를 신봉하는 게르만 

족을 개종시키기 위해 이들이 전적으로 서로 협력했음을 강조한다.9) 그러

나 쉬퍼의 연구는 왕국과 보니파티우스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는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보니파티우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프랑크 

교회 개혁은 프랑크 왕국 내부에서 많은 불만과 반발을 야기했다.10) 이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때부터 카롤링 가문에 충성했던 주교들과 귀족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자신의 통치지역이었던 네우스트리아(Neustria) 지역에

서 한 때 프랑크 교회 개혁에 매진했던 피피누스가 이러한 불만을 제어하

고 프랑크 교회를 끌어들이려 힘썼던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피피누스의 노력을 규명한다면 카롤링 왕조 성기의 왕국과 교회의 긴

밀한 관계에 대한 보다 완전한 파악이 가능하다. 프린츠(Friedrich Prinz)

는 카롤루스 마그누스 시기의 프랑크 고위 성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제국의 

귀족이었고 카롤링 통치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피피

누스의 교회 정책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11)

9) Shieffer, Theodor, Winfrid-Bonifatius und die christliche Grundlegung 
Europas(Freiburg: Verlag Herder, 1954).

10) Wallace-Hadrill, J.M.,`Winfrid-Bonifatius und die christliche Grundlegung 
Europas‘,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69, No. 273(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p. 6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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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피피누스가 프랑크 교회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취했

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는 그가 교회 개혁을 자의적으로 이용한 

것이 포함된다. 프랑크 교회 개혁은 대개 742년의 게르마니아 종교회의, 

744년의 수아송 종교회의, 747년의 프랑크 종교회의의 칙령에서 드러난 

교회 자정 노력을 말한다. 이는 피피누스의 형이자 아우스트라지아

(Austrasia)의 궁재였던 카를로마누스와 그의 후원을 받았던 보니파티우스

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것이었다. 이 때 피피누스는 네우스트리아에서 나

름대로의 교회 개혁을 추진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갈리아 전례 예법

(Liturgia)을 로마식 전례 예법으로 대체하려 시도했던 것 역시 교회 개혁

의 범주에 넣기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2) 그런데 교회 개혁 

시도는 큰 성과를 낳지 못했다. 슐러(Matthias Schuler)는 처음에 과감하게 

교회 개혁을 시도했던 카롤링 가문이 그를 완수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의 칙령 중 무단으로 전유한 교회 재

산을 다시 교회로 환수한다는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이유는 교회 

재산을 신하들에게 분배하여 그들의 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잔존하기 때

문이었다. 그의 연구를 통해 교회 개혁의 이상이 왕국의 현실에 부딪혀 

좌절되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게르마니아 종교회의가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며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게르마니아 종교회의를 정치

적으로 이용한 방식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카롤링 가문이 프랑크 교회 개혁을 단순히 종교적 측면으로 국한시키지 

11) Prinz, Friedrich, “King, Clergy and War at the Time of the Carolingians”, 
Saints, Scholars and Heroes:Studies in Medieval Culture in Honor of 
Chas.W.Jones, edited by M. King and W. Stevens(1979), PP. 301-329.

12) 보겔(Cyrill Vogel)은 프랑크 교회의 로마식 전례를 도입이 왕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교황과의 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피피누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Vogel, Cyrill, 
‘Les échanges liturgiques entre Rome et les pay francs jusqu’à l’époque de 
Charlemagne’, Le Chiese nei regi dell’Europa occidentale e i loro rapporti con 
Roma sino all’800, Settimane 7(Spoleto, 1960), pp. 234-235. 반면 베르나르(Pilippe 
Bernard)는 왕국의 통일성 유지와 교황과의 제휴라는 결과에는 보겔에 동의하지만 그 
주역은 교황이라고 주장했다. Bernard, Pilippe, Du Chant romain au chant 
grégorien(VIe-XIIIe sièle)(Paris, 1996), pp. 656-657. 한편 헨(Yitzhak Hen)은 로마
식 전례 도입이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 온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Hen, Yitzhak, The Royal Patronage of Liturgy in Frankish Gaul to the Death of 
Charles the Bald(877)(London;Rochester, N.Y. : Boydell Press, 2001), pp.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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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방식을 규명하는 작업은 후일 나타났던 왕국과 

교회의 밀접한 관련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

랑크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보니파티우스를 단순히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왕국의 종교 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대략 740년부터 760년대 중반까지의 20년이 넘는 기간을 중

점적으로 살핀다. 이 시기는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아버지 카를로마

누스로부터 궁재직을 넘겨받고 보니파티우스를 지원하여 게르마니아 종교

회의를 개최했던 742년부터 풀다 수도원의 왕국 수도원 편입 사건을 아우

른다.

본론은 크게 두 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프랑크 교회의 개혁

을 살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궁재가 되고 

난 후 프랑크 교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개괄한다. 이로써 프랑크 교회 

개혁이 갖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어서 보니파티우스의 선교 

활동과 그와 프랑크 왕국이 만나는 과정을 파악한다. 보니파티우스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그의 선교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

추었다.13) 하지만 그의 선교활동은 프랑크 교회 개혁의 구체적인 조치들

을 결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살필 가치는 충분하

다. 또한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의 칙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

는지,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칙령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

지를 짚어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카를로마누스가 수도사가 되어 출

가하고 난 후 피피누스가 교회를 자신의 편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려 했는

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보니파티우스가 실질적 설립자

였던 풀다 수도원이 왕국 수도원 체제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회 개혁에서 드러난 피피누스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13) 보니파티우스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evison, W., England and 
the Continent in the Eighth Century(Oxford, 1946), pp. 70-93; Schieffer, 
Theodor, Winfrid-Bonifatius und die christliche Grundlegung Europas(Freiburg: 
Verlag Herder, 1954); Wallace-Hadrill, The Frankish Church, pp. 143-161; 
Wood, The Merovingian Kingdoms, pp. 302-321; Mckitterick, Rosamond, 
Alglo-Saxon Missionaries in Germany: Personal Connections and Local 
Influences, Vaughan Paper 36(Leicester, 1991); P. Brown,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A.D. 200-1000(Oxford, 1996), pp. 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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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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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크 교회의 개혁

  1.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와 프랑크 교회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사후의 프랑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당시 프랑크 교회의 

상황은 보니파티우스의 서신을 통해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741년 막 교황에 즉위했던 자카리아스에게 프랑크 교회에는 상당한 문제

가 산적해있다고 개탄했다.14) 그에 따르면 프랑크 교회의 기강이 적어도 

60-70년간 짓밟히고 손상되었으며, 8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종교회의가 소

집되지 않았다. 또한 대주교 자리는 공석이었고 탐욕스러운 속인이 주교

직을 점유하고 있었다. 교회재산의 전용 또한 심각했다. 요컨대 왕국의 

교회는 성직자 위계질서의 결여, 세속의 지나친 간섭, 도덕적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은 여러 근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다.15).  먼저 그는 

종교회의가 80년 이상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695년에 성무일

과 및 교회예식과 관련하여 오세르(Auxerre)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음이 확

인된다.16)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조카가 파리, 바이외, 루앙의 교회들을 

맡고, 속인이 랭스 주교구를 담당하는 등의 세속의 교회 참여가 두드러지

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왕국에서 교회가 세속 권

력을 등에 업고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프랑크 

교회는 기독교 종교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전례

(Liturgia)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있었다.17) 전례 필사본들은 각

14) Bonifatius, Epistolae, 50.
15) 보니파티우스가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서신을 보냈다

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ckitterick, Rosamond, The 
Frankish Kingdoms, p. 54.

16) Schuler, Matthias (1947). "Zum 1200jähr. Jubiläum", pp.362–70.
17) 전례(Liturgia, λειτουργία)는 그리스 고전시대에는 부유한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된 공적 봉사를 의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어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헬레니즘 시기
에는 종류를 막론한 공적 봉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
로 번역되었을 때, 히브리어 ‘avoda(הדובע)’가 신전의 예배를 상징할 때마다 그 대응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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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도원들의 기록실(scriptoria)에서 활발히 기록되어 지역의 교회들에 

유포 및 사용되었다.18) 즉 프랑크 교회는 왕국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인이 아니었고 왕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

이 높다.19) 더욱이 그는 로마식 기독교를 고수하였으므로 독자적으로 발

전해왔던 프랑크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보니파티우스가 프랑크 교회의 실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

만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프랑크 교회를 이

용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했다. 일찍이 브루너(Heinrich Brunner)는 카롤루

스가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봉신들에게 나누어 준 조치야말로 서유럽 봉

건제도의 시초였으며, 이로 인해 프랑키아에 전면적인 사회적·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20) 후속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브

루너의 학설은 한계점이 발견되었는데, 카롤루스의 교회 재산 전용이 유

력 교회와 수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조치였다는 연구들이 등장하

면서 브루너가 카롤루스의 교회 정책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음이 드러났

기 때문이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롤루스가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루너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롤루스

는 기존의 수도원장들이나 주교들을 다수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앉히는 조치를 단행했다. 파면된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

면 수도원장으로는 성 완드릴(Sanctus Wandrille) 수도원의 완도(Wando), 

현재 벨기에 겐트(Ghent)에 있던 성 베드로 수도원의 켈레스티누스

(Celestinus)가 있었다. 주교들 중에는 랭스의 리고베르트(Rigobert, 

사용되었다. 뒤이어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그리스 교회 교부들이 ‘전례’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전례가 예배를 의미하게 되었고, 특히 성찬례(聖餐禮, eucharistic rite)를 지칭하
는 단어로 바뀌었다. 전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en, Yitzhak, The 
Royal Patronage of Liturgy, pp. 1-2.

18) Moore, A Sacred Kingdom, p. 220.
19) Mckitterick, Rosamond, The Frankish Kingdoms under the Carolingians, p. 54.
20) Brunner, H., ‘Der Reiterdienst und die Anfänge des Lehnwesens’,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8(1887), 
pp. 1-38.

21) Fouracre, Paul, The Age of Charles Martel(Harlow, Essex, England : Pearson 
Education, 2000), pp.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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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17), 세(Sées)의 크로데강구스(Chrodegangus), 오를레앙의 에우케리우

스(Eucherius, 721-?), 오세르의 하인마르(Hainmar), 비엔느의 윌리카리우스

(Willicarius)가 카롤루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들은 카롤루스의 궁재 등극

에 반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의 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파면

되었다. 

카롤루스가 자의적·독단적으로 주교직과 수도원장직의 인사 조치를 단

행하고 교회 재산을 전용했던 이유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했기 때

문이다. 그는 피피누스 2세(687-714)의 서자로서 궁재에 오를 수 없는 몸

이었으나, 피피누스 2세의 사망 후에 발생했던 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써 궁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크 교회를 그의 편으로 만

드는 과정은 필수적이었다.

카롤루스의 독자적 행보는 외교 정책에서도 드러났다. 교황 그레고리우

스 3세(731-741)는 로마 교구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롬바르디아 왕국을 

무찔러달라고 카롤루스에게 요청했다.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비잔티움 제국 대신 프랑크 왕국을 새로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교황의 파

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22) 하지만 카롤루스는 그레고리우스의 제안

을 거절하고 오히려 롬바르디아 왕국의 왕 리우트프란트(Liutprand, 

712-744)와 동맹을 맺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공격하곤 

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과 바이에른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서

였다.23) 

요컨대 카롤링 가문이 프랑크 왕국의 궁재를 독점하고 있던 메로빙 왕

조 말기에 교회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 재조직 

및 운영되고 있었다. 카롤루스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교황

의 동맹 제의를 거절하였다. 보니파티우스의 서신에서 드러난 프랑크 교

회의 실상은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궁재가 프랑크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황이 동맹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분명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22) Ibid., pp. 158-159.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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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니파티우스의 선교활동

741년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는 프랑크 왕국의 궁재직을 두 아들에게 넘

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카를로마누스는 아우스트라지아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의 동쪽을 맡았고 피피누스는 왕국 서쪽의 네우스트리아(Neustria)와 

부르군디아(Burgundia)를 담당했다. 이때부터 카를로마누스가 로마의 북쪽

에 있는 소락테(Soracte) 수도원으로 출가했던 747년까지 보니파티우스는 

특히 카를로마누스와 깊은 관련을 맺었다. 이 무렵의 보니파티우스는 이

미 예순이 훨씬 지난 노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 전반기(前半期)는 

어떠했을까. 741년 이전의 보니파티우스의 인생 궤적은 아이히슈태트

(Eichstätt)의 주교였던 윌리발두스(Willibaldus)가 남긴 『보니파티우스 전

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보니파티우스는 웨식스(Wessex)의 크

레디톤(Credition)에서 672년과 675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본명은 윈프리드

(Winfrid)였다.24) 그는 다섯 살 때 엑서터의 수도 공동체에서 수도사 생활

을 시작했다. 뒤이어 윈체스터 근처의 너슬링(Nursiling)에서 수도원 생활

을 계속했고, 서른 살에는 사제가 되었다. 그는 40대의 원숙한 나이에 접

어들 무렵이었던 710년대에 브리타니아를 벗어나 유럽 대륙에서 선교활동

을 펼치기 시작했다.

보니파티우스가 유럽 대륙에서 활동하고자 했던 동기로 들 수 있는 것

은 먼저 약 한 세기 전 아일랜드 수도사들 사이에 유행했던 ‘편력(遍歷, 

peregrenatio)’이었다.25) 메로빙 왕조의 전성기에는 콜룸바누스

(Columbanus)를 비롯한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편력의 일환으로 프랑크 왕

국으로 건너와 기독교를 전파하였다.26) 반면 메로빙 왕조 말기에 해당하

24) Levison, England and the Continent in the Eighth Century, p. 70; Shieffer, 
Winfrid-Bonifatius, p. 103; Wallace-Hadrill, The Frankish Church, p. 150.

25) 편력이란 아일랜드 수도사들에게 고향을 떠나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 유랑함을 의미했
다. 여기에는 수도사가 고행을 하면서 기독교 하느님에 대한 신심을 고양함과 동시에 그 
고행을 지켜보는 이교도들을 감화시켜 기독교 불모지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목
표가 담겨 있었다.

26)  그는 룩쇠유(Luxeuil)에 거점 수도원을 건립하고 콜룸바누스파 수도원들을 만들어나가
기 시작했다. 콜룸바누스 및 콜룸바누스 수도원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Fox, 
Yaniv, Power and Religion in Merovingian Gaul: Columbanian Monaticism and 
the Frankish Elite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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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시기에는 앵글로색슨 왕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보

니파티우스는 바로 이 대열에 속한 인물이었다. 『보니파티우스 전기』는 

“하느님의 섭리(Dei Providentia)”가 그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했음을 

보여주는 두 일화를 전한다. 먼저 그의 부모가 그를 수도원으로 보내는 

과정에 관한 일화이다. 보니파티우스의 아버지는 그를 수도원에 입적시키

길 원치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수도사가 되었다.“(보니파티우스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했는가(Qualiter in infantia Dei 

servitium inchoavit)”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그(보니파티우스)는 네 살 혹은 다섯 살이 되었을 무렵 하느님

을 섬기고픈 열망을 품었고 수도의 삶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깊이 생

각해보기 시작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그는 심지어 영혼으로 육체

를 억눌렀고 현세보다는 영원불변을 꾀했다…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즐거움과 사치스러움을 제공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이 가득했다… 하느님의 섭리

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사역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

지의 완강한 기분마저 바뀌었다. 그의 아버지는 급작스럽고도 치명적

인 질병으로 쓰러졌다…”27)

수도원 입적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의지는 하느님의 섭리로 꺾이고 말았

고 보니파티우스는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수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하

는 것이다.

27) ‘Sed quia iam labentia cuncta animo subiecerat et aeterna magis quam 
praesentia cogitare disposuerat, cum esset annorum circiter quattuor seu 
quinque, Dei se servitio subiugare studivit multoque mentis conamine de 
monasteriali iugiter vita insudare et ad eam mentis cottidie nisibus auhelare…
ut vel sic a propositi huius conamine eum cohiberet et ad mundane luxus 
mollitiem incitaret. Sed vir iam Deo in pueritia plenus quanto est… ut suo 
inbecilliores aetatis militoni Deus et coeptae re solacium et ancxiae voluntatis 
augmentum obsistentisque repentinam patris motationem mentis providens 
condonavit, ita ut uno eodemque temporis successu et festina patrem 
egritudo, iam inminente mortis articulo,…’ Willibald, Vita Bonifatii, c. Ⅰ,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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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그와 너슬링 수도원장 윈베르트(Winbert)의 사이의 일화 

역시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 보니파티우스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마음을 이미 굳히고 윈베르트에게 허락을 구했다. 몹시 놀란 수도원장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룸으로써 그가 꿈을 접길 바랐다. 하지만 결국 그의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하느님의 섭리가 승리했다(Dei providentia 

convaluit).”28) 다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흥

미로운 점이 있다. 그는 후일 프랑크 교회 개혁에서 수도원장에 대한 절

대 복종이 3대 덕목 중 하나로 포함된 베네딕투스 계율(Order of Saint 

Benedict, Benedictine Rule)의 도입·정착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일화는 베네딕투스 계율과 모순된다.

보니파티우스에게는 도버 해협을 건너야 할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는 

앵글로색슨족과 혈연적으로 가깝지만 이교를 고수했던 작센족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다.29) 그는 738년 브리타니아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앵글로색슨족과 작센족은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같은 피와 뼈를 가지고 

있으나” 앵글로색슨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반면 작센족은 이교

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동료들에게 작센족을 무사히 개종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30)

이러한 보니파티우스의 개인적 동기에 외부적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던 

것은 바로 교황의 부름이었다. 719년 그레고리우스 2세(715-731)는 보니파

티우스에게 대륙으로 건너가 이교도를 개종시키라는 명을 내렸다.31)

“… 이제 그대가 이교의 족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하느

28) ‘(4) De eo quod ab omnibus primantibus directus sit ad Cent et quod postea 
ad Fresiam pervenit’ Willibald, Vita Bonifatii, c. Ⅳ

29) 보니파티우스의 편력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allace-Hadrill, The 
Frankish Church, p. 150; Wood, Ian, The Merovingian Kingdoms 
450-751(Harlow, England:Longman/Pearson Education, 1994).

30) Bonifatius, Epistolae, Tangl, M., ed. Die Briefe des heiligen Bonifatius(1919), 
46.

31) 교황은 곧 로마 주교였다. 본고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로마주교라는 호칭 
대신 교황으로 통일한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aaijmakers, Janneke, The 
Making of the Monastic Community of Fulda, c.744-c.900(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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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을 설파할 것을 명하오. 우리의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이

름 안에서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이교도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하느님 

왕국에 봉사할 수 있게끔 가르치시오…”32)

이에 보니파티우스는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하였다.

“… 저는 신앙과 성스러운 가톨릭 교리의 순수함을 받들 것이며, 

의심의 여지없이 기독교인의 온전한 구원이 담긴, 변함없는 신앙의 

통일성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누가 저를 설득한다 해도 보

편 교회의 통일성에 반대되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만

일 일부 주교들이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에 동의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불가

능하다면, 저는 사도좌에 보고할 것입니다…”33)

그의 서약은 교황에 대한 충성과 로마교회를 추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보니파티우스의 행적은 그의 서약대로였다. 그는 여느 앵글로색슨 선교

사들처럼 로마에 대한 충성을 평생 견지했고 로마식 기독교를 고수했다. 

그는 719년 로마로 갔을 때 교황으로부터 ‘보니파티우스’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또한 722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주교로 축성되었다. 그

는 담당교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주교로 승격되었던 742년 

“성 베드로의 사절(missus Sancti Petri)”로 언급되기도 했다.34) 그는 가

는 곳마다 로마식 기독교 모델을 이식하려 애썼다. 그는 특히 교구를 설

정하고 성직자 집단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이러한 보니파티우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바이에른 공 후그

베르트(Hugbert, 725-736)는 그에게 바이에른 교회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

32) Bonifatius, Epistolae, 12.
33) Ibid., 16.
34) 패트릭 기어리, 『메로빙거 세계』,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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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프랑크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교회를 수립할 의도에

서였다. 그 결과 바이에른 교회는 잘츠부르크(Salzburg),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파사우(Passau), 프라이징(Freising)의 4개 교구로 구성되었

다.35)

그렇지만 바이에른 교회의 경우는 보니파티우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얼마 되지 않는 사례 중 하나였다. 로마에 대한 충성이 선교활동의 용이

함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의 선교는 주변국들의 정치 역학

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으며, 선교사를 맞이한 이교도들은 쉽사리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가 프리지아에 첫발을 내디뎠던 716년 프랑크 

왕국과 프리지아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보니파티우스는 브리타니아

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후 다시 유럽 대륙으로 돌아왔던 그가 지

속적으로 시도했던 프리지아와 투링기아(Thuringia) 등지에서의 선교 활동

은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그는 이교에 집착하는 게르

만 족의 반항에 맞서 게르만 토착 신앙의 성지였던 가이스마르(Geismar)

의 떡갈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목재를 사용하여 성 베드로에게 예배당을 

헌정했다. 그는 기독교 선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면서 점점 이

교도들을 전투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36)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는 

그를 보호하고 개종을 강요할 수 있는 물리력이 필요했다. 이는 프랑크 

왕국이 제공할 수 있었다. 보니파티우스와 프랑크 왕국의 접점은 여기에

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도 라인 강 건너의 

지역들에서는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미칠 수 있었다. 기독교 전파를 통한 

이교도 개종을 추구하던 보니파티우스의 관심이 왕국 내부의 프랑크 교회

로 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37)

  3. 게르마니아 종교회의

보니파티우스는 라인 강 동쪽 지역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

35) Wood, The Merovingian Kingdoms, p. 306.
36) Moore, A Sacred Kingdom, p. 216.
37) Ibid.,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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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 왕국을 후원자에서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시기

는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던 740년대 초반이었

다. 카를로마누스가 보니파티우스와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카를로마누스의 통치지역인 아우스트라지아가 보니파티우스의 선교가 이

루어졌던 게르만 지역과 가까웠던 데 있었다. 두 사람이 협력한 결과 742

년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에서 프랑크 교회의 개혁 조치를 담은 칙령이 반

포되었다. 프랑크 교회 개혁은 왕국과 교회 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그런 만큼 볼프(Gunther Wolf)는 보니파티우스의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 게르마니아 종교회의를 꼽았다.38)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와 보니파티우스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는 카롤루스에게 보니파티우스를 소개했다. 

“…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들이여, 우리는 그대가 신심이 깊은 사

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신앙심과 성격이 훌륭한 

우리의 형제 보니파티우스가 주교로 축성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는 로마 주교좌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라인 강 동쪽 기슭에 거주

하는 게르마니아인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더 많

은 이들이 무지의 어둠에 빠져있고 일부는 여전히 이교에 집착합니

다.

이러한 이유로… 그대는 보니파티우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

든 도와주기를,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기

를 간청합니다. 그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는 하느님을 위해서임을 명

심하십시오…“39)

이에 카롤루스는 보니파티우스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스도의 사도, 교부 보니파티우스가 내게 와서 후견과 보호

38) Wolf, Gunther G., “Die Peripetie in des Bonifatius Wirksamkeit und die 
Resignation Karlmanns d.Ä.”,  Archiv für Diplomatik. 45(1999), pp.1–5.

39) Bonifatius, Epistola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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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했다… 그가 어딜 가기로 결정하든 그는 평화를 만끽할 것이

고 우리의 후견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필요로 하는 

바가 있거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와 그의 추

종자들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데려와서 누구도 그를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라…“40)

카롤루스의 보호와 지원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이었음은 보니파티우스 자

신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41) 그는 오랜 친구였던 윈체스터의 다니엘에

게 보내는 편지에서 “카롤루스의 후원이 없었다면 교회를 운영할 수도, 

성직자들을 지켜줄 수도, 게르마니아 지역에서의 우상숭배를 금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42) 보니파티우스는 궁재의 군사적 보호를 바탕으로 헤센

과 투링기아에서 기독교 전파에 힘썼다.

게르마니아 종교회의가 정확히 어디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우스트라지아 

주교들과 성직자들이 총 몇 명 참여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주요 주교들의 명단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들은 보니파티우스를 비롯하여 

쾰른의 레긴프리드(Reginfried), 부라부르크의 윈탄(Wintan), 아이히슈태트

의 윌리발두스, 위트레흐트의 다다누스(Dadanus), 스트라스부르의 에다누

스(Eddanus)였다.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사제들과 귀족들의 조언에 따라 교구들에 여러 주교를 임명하고 

성 베드로의 사절이자 대주교 보니파티우스로 하여금 그들을 관리·

감독케 한다.

⑵ 종교회의를 매년 열어 교령과 교회법을 다시 확립하며 기독교를 

정화한다.

⑶ 사적으로 전용되었던 교회 재산은 교회로 다시 환수한다. 거짓된 

사제들과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부제들의 교회 수입을 몰수하고, 그들

을 면직하여 죄를 참회하게끔 한다.

40) Ibid., 22.
41) Wallace-Hadrill, The Franksih Church, p. 152.
42) Bonifatius, Epistola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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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하느님의 종복의 무기 소지와 전투 참여를 금한다. 아울러 개, 

독수리, 매를 이용한 사냥 역시 금한다.

⑸ 모든 사제는 자신이 속한 교구의 주교에게 복종해야 한다..

⑹ 주교와 사제들은 출신을 막론하고 지역 종교회의의 승인 없이는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⑺ 모든 주교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교 의식을 행하지 않도록 감독한

다. 이를 위해 교회의 보호자인 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⑻ 이 종교회의가 개최된 후 하느님의 종복들 중 육욕의 죄에 빠져

든 이는 고하를 막론하고 빵과 물만을 섭취하며 독방에서 참회해야 

한다.

⑼ 사제와 부제는 속인처럼 입지 말 것이며 하느님의 종복에 걸맞

는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⑽ 수도사와 수녀는 성 베네딕투스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43)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의 칙령 내용은 보니파티우스가 프랑크 교회의 주

요 문제로 인식했던 성직자 조직의 위계질서 부재와 속인의 교회 간섭을 

방지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었다. 10개의 조항이 실제로 각각 얼마나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카를로마누스가 “거짓 사제”라고 지칭

했던 일부 주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대표적으로 트

리어의 밀로(Milo)는 게르마니아 종교회의로 인해 삭탈관직되었다. 그는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지명에 따라 트리어의 주교가 된 인물로, 그 집안

은 대대로 교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44) 그의 아버지 리우트윈

(Liutwin)은 트리어와 랭스의 주교였으며, 밀로는 주교가 되기 전부터 아

버지의 영향력을 물려받아 포악한 자(tyrannus)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

다.45) 그 외에도 이단이라 판명되었던 주교 알데베르트(Aldebert)와 클레

멘트(Clement)가 종교회의에서 단죄되었다. 반면 성직자의 무기소지와 전

43) Bonifatius, Epistolae, 56
44) Wood, The Merovingian Kingdoms, pp. 278-279..
45) Prinz, Friedrich, Klerus und Krieg im früheren Mittelalter: Untersuchugen zur 

Rolle der Kirche beim Aufbau der Königsherrschaft. Monographien zur 
Geschichte des Mittelalters 2(Stuttgart, 197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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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참여는 게르마니아 종교회의 이후로도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고위 성직자였던 주교의 경우 그러했다.46) 주교들이 피피누스의 

군사 원정에 통상적으로 참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주교에게 칙령을 엄격

히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47)

  4. 궁재들의 정치적 의중

카를로마누스는 프랑크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보니파티우스와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그는 칙령을 통해 개인의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정치

적 야심도 드러냈다. 우선 카를로마누스가 칙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반포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메로빙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는 왕과 

다름없었다.48) 그의 의도는 칙령에서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을 “프랑크인들의 공이자 군주(dux et princeps Francorum)”이

라 칭했고 아우스트라지아 지역을 가리켜 “나의 왕국”이라 했다.49) 또

한 “하느님의 법(lex Dei)”을 수호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는 칙령의 서두

에서 이렇게 말했다.

“… 그들은 대주교 보니파티우스, 뷔르츠부르크의 부르카르드, 쾰

른의 레긴프리드(Reginfried), 부라부르크의 윈탄(Wintan), 아이히슈태

트의 윌리발두스, 위트레흐트의 다다누스(Dadanus), 스트라스부르크의 

에다누스(Eddanus) 및 그 휘하의 성직자들이다. 이들은 이전 군주들의 

치하에서 쇠잔해버린 하느님의 법과 기독교의 기강을 어떻게 재수립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거짓

된 사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내게 조언했다…”50)

46) Moore, A Sacred Kingdom, p. 227
47)Prinz, “King, Clergy and War at the Time of the Carolingians”, pp. 315-316; 

Jarnut, Jörg, “Bonifatius und die fränkischen Reformkonzilien(743-748)”, 
ZSRG.K 66(1979), P. 15, 146

48) 742년은 메로빙 왕조의 왕위가 비어 있는 공위기(interregnum)였다. 테우데릭 4세
(Theuderic, 721-737)와 힐데릭 3세 사이의 6년이 바로 그 시기였다. 카를로마누스의 
과감함과 자신감은 왕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49) Bonifatius, Epistola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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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마누스는 그와 카롤링 가문이 메로빙 왕조를 대신하겠다는 의중

을 칙령을 통해 드러냈다.51) 카롤링 가문의 찬탈 의지 피력은 이번이 최

초는 아니었다. 651년 아우스트라지아의 궁재이자 카롤링 가문의 선조였

던 그리모알드(Grimoald, 643-656) 1세는 당시 왕이었던 지기베르트

(Sigibert, 632-656) 3세의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 힐데베르트

(Childebert)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종용했다. 지기베르트는 이를 승낙하고 

힐데베르트를 입양하였으나 다고베르트(Dagobert) 2세가 태어남으로써 그

리모알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그리모알드는 반역죄로 붙잡혀 

처형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건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그리모알드는 독자

적인 왕조를 세우는 대신 아들 힐데베르트가 메로빙 가문의 일원으로 왕

위에 오르도록 획책했다. 반면 카를로마누스는 메로빙 가문이 아닌 카롤

링 가문의 이름으로 왕 행세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의 칙령은 카롤링 가문의 진정한 첫 왕위 찬탈 조짐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아우스트라지아 각지에서 소집된 주교들은 왕에게 조언하듯 

카를로마누스에게 해결책을 내놓았다.

카를로마누스와 보니파티우스는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의 개최와 그 진행

과정에서 서로 협력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보면 서로가 종교회

의의 개최 목적을 다르게 생각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 교회 자체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 목표는 로마식 기독교였다. 그

는 알프스 이북으로 교황의 권위를 확장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니

파티우스는 그의 충직한 종복이었다.52) 이와 더불어 프랑크 교회는 라인 

강 동쪽으로의 선교에 이바지해야 했다. 반면 카를로마누스가 게르마니아 

종교회의를 개최했던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기

독교에 대한 열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목적 또한 

상당했다. 카를로마누스는 종교회의 칙령을 통해 메로빙 왕들의 무능함을 

50) Ibid., 56.
51) Moore, A Sacred Kingdoms, p. 224.
52) Costambeys, Marios, and Innes, Matthew, and Maclean, Simon, The 

Carolingian World(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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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왕위 찬탈의 의지를 피력했다.53) 또한 종교회의에 주교들과 속

인 귀족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결합을 더욱 긴밀하게 추

진할 수 있었다. 결국 카를로마누스에게 있어 게르마니아 종교회의는 프

랑크 교회의 개혁을 통해 신하들을 결속시킬 수 있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셈이다.

744년 네우스트리아와 부르군디아에서도 종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른

바 수아송 종교회의였다. 두 회의의 칙령이 대동소이했다는 점에서, 보니

파티우스가 수아송 종교회의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만 

이 종교회의 역시 주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수아송 종교회의 칙령의 핵

심은 진실한 신앙의 회복, 이교 단죄, 초기 교회의 전통 준수였다.54) 적법

한 주교가 각 교구를 담당해야 하며, 대주교좌가 공석이던 랭스(Reims)와 

상스(Sens)에는 각각 아벨(Abel, 744-748)과 하트베르트(Hartbert)가 취임한

다는 세부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성직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네딕투스 계율의 도입이 천명되었으며 이들이 최저생계를 이

어갈 수 있도록 교회재산의 환속이 결정되었다. 환속되지 않은 교회명의

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대납부의 의무가 생겼다.

피피누스는 게르마니아 종교회의가 갖는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가능성

에 주목하고 수아송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칙

령을 반포했는데 이는 카를로마누스의 경우보다 더욱 과감하고 노골적인 

시도였다. 742년에는 왕위가 공석이었던 반면 744년에는 힐데릭 3세가 국

왕으로 옹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역시 실질적인 왕의 역할

을 담당했다. 수아송에서의 교회개혁을 통해 그는 자신의 권력 안으로 주

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점차 주교직은 궁재와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

졌다.55) 종교회의는 프랑크 교회를 개혁한다는 ‘합당한’ 명분을 두 형

제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회재산의 강탈이나 전용 위주로 이루어졌던 카롤

루스의 정책보다 온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교회를 포섭할 수 있었다. 카

롤루스는 신하들에게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에서 몰수한 토지들과 수

53) Moore, A Sacred Kingdoms, p. 224
54) Wallace-Hadrill, The Frankish Church, p. 164.
55) Prinz, Klerus und Krieg im früheren Mittelalter: Untersuchugen zur Rolle der 

Kirche beim Aufbau der Königsherrschaft,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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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들을 배분하곤 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쁜 평판을 얻었을 뿐 아니라 

후일 보니파티우스와 그 지지자들에게도 비난을 받았다.56)

보니파티우스가 프랑크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동시에 카롤링 가문의 권

력 신장을 꾀했는가는 알 수 없다. 그는 게르마니아 선교활동을 통해 얻

은 명성을 바탕으로 카를로마누스에게서 교회개혁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프랑크 교회의 일신과 로마의 영향력 제

고였다.57) 그러나 일련의 종교회의들이 개최되면서 궁재로 대표되는 세속

권력과 프랑크 교회는 이전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기에서 보

니파티우스의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카를로마누스와 피

피누스는 보니파티우스가 단초를 제공했던 프랑크 교회개혁을 통해 왕조

교체의 명분과 정당성을 발견했으며, 성속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족이 아닌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왕국 내부

에 별다른 기반이 없어 다른 유력 성직자들보다 프랑크 통치자의 후견과 

지원 여부에 더욱 취약했다. 이는 그의 적극적 지지자였던 카를로마누스

가 갑작스런 출가로 왕국의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56) Moore, A Sacred Kingdom, pp.219-220.
57) 보니파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프랑크 왕국과 완전히 결합되지 못하였다. 그는 로마

의 지명을 받은 인물이나 앵글로색슨족 사람을 원했다. 그의 로마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으며 프랑크 교회와는 다른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패트릭 기어리, 『메로빙거 
세계』,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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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피누스 3세의 권력 강화 전략

  

  1. 왕권의 구축

카를로마누스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되지 않았다면 카롤

링 왕조의 개창자에 걸맞은 인물은 피피누스보다는 카를로마누스였다.58) 

하지만 747년 카를로마누는 급작스럽게 수도사가 되었다. 『페타비우스 

연대기(Annales Petaviani)』는 746년 알레마니아 원정에서 발생했던 칸슈

타트(Cannstatt) 학살에서 비롯된 죄책감으로 인해 카를로마누스의 출가 

결심이 촉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59) 반면 『프랑크 왕국 연대기』에 따

르면 그는 이미 745년 동생 피피누스에게 출가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카를로마누스는 그의 형제 피피누스에게 세상으로부터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은 그 해에 군사 원정을 전혀 감행하지 않

았으며, 카를로마누스는 자신의 은퇴를, 피피누스는 형제의 출발을 위

해 선물과 명예로운 보상을 준비했다”60)

『프랑크 왕국 연대기』는 카를로마누스의 출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다.

“카를로마누스는 로마에 이르러 체발식을 거행하고 성 실베스테르

(Sylvester)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에서 몬테 소락테(Monte Soracte) 

수도원을 지었다.61) 그는 그 곳에서 얼마간 머무른 후 몬테카시노

58) 듀튼(Paul Edward Dutton)은 힐데릭의 강제 출가보다도 카를로마누스의 자진 출가가 
피피누스의 유일 권력 획득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만일 카를로마누스가 수
도사가 되지 않았다면 피피누스가 단독으로 궁재가 될 일은 없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왕이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고 주장했다: Dutton, Paul Edward, Charlemagne’s 
Mustache: and other Cultural clusters of a dark age(New york: Palgrave 
Macmilan, 2004), p. 21.

59) Annales Petaviani, s.a. 746, ed. Pertz, MGH SS 1, p. 11.
60) Annales Regni Francorum, s.a. 745.
61) 교황 실베스테르 1세(314-335)를 말한다. 몬테 소락테는 현재 몬테 소라테(M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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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 Cassino)에 있는 성 베네딕투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었

다.62)

연대기가 카를로마누스의 출가과정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이유는 그 집필 목적 때문이었다. 『프랑크 왕국 연대기』는 8세기 후반 

프랑크 궁정에서 피피누스를 비롯한 카롤링 왕들에 대한 정보를 당시 왕

국 식자층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카롤링 왕조의 등극과 왕위승계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집필·편찬되었다. 특히 피피누스에게 있어 카를로마

누스는 의지할 수 있는 형이기도 했지만 차후 카롤링 가문이 왕국의 왕권

에 도전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다. 카를로마누스가 자발적

으로 권력을 포기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카를로마누스가 출가 전 

마련해놓았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대기의 집필목적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아들 드로고(Drogo, 생몰년 

불명)에게 아우스트라지아 궁재직을 맡겼다.63) 드로고는 실제로 잠시 동

안 궁재직을 승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 연대기』는 

이에 대해서 침묵한다. 카를로마누스의 정당한 후계자인 드로고는 연대기

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64) 이상의 내용은 피피누

스가 카를로마누스를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하였음을 보여준다. 

피피누스가 전(全) 프랑키아의 권력을 홀로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은 길

고도 지난했다. 먼저 그와 카를로마누스는 741년 10월 아버지 카롤루스의 

뒤를 이어 공동 궁재가 되기 직전 조부 피피누스 2세와 그의 정실 플렉트

루디스(Plectrudis) 사이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테우도알드(Theudoald, 

707/8-741)를 살해했다. 이복동생이었던 그리포(Grifo, 726-753) 역시 처리

대상이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스와나힐드(Swanahild)는 프랑크 왕국과 갈

Soratte)이다.
62) Annales Regni Francorum, s.a. 746.
63) Collins, Roger, “Pippin Ⅲ as mayor of the palace: the evidence”, Bechar and 

Jarnut, eds., Der Dynastiewechsel von 751, p. 86.
64) 『프레데가르 연대기』는 “카를로마누스가) 그의 통치권과 자신의 아들을 피피누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한다. Fredegar continuationibus, c. 30. 하지만 이는 피피누슥 왕권
을 확립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위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Collins, Ibid.



24

등을 빚던 바이에른의 오딜로의 조카였다. 향후 스와나힐드를 매개로 그

리포와 바이에른이 연합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결국 그와 스와나힐드는 

수도원에 유폐되었다. 하지만 야심이 충만했던 그리포는 포기하지 않았

다. 741년에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반란을 일으켰다.65) 또한 수도원을 

탈출하여 작센과 바이에른 등지에서 피피누스를 괴롭혔다. 피피누스는 이

복동생에 대해 상당기간 인내심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포가 포

로로 붙잡혔을 때 그를 풀어주었을 때도 있었고, 748년에는 네우스트리아

의 12개 군(郡)을 주어 다스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포는 피피누스의 배

려에 만족하지 않았고 753년 아키텐(Aquitania)에서 살해당함으로써 파란

만장한 삶을 마쳤다. 피피누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덜어진 셈이었지만 그

리포는 왕국 내부에서 그리고 카롤링 가문에서 그의 잠재적 경쟁자였

다.66)

프랑크 왕국은 대외적으로도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렸다. 피피누스는 

741년부터 768년까지 상당기간 군사 원정을 단행했다. 카를로마누스가 아

우스트라지아의 궁재였던 747년까지는 둘이 함께 외적들과 싸웠다. 그 대

상은 아퀴타니아, 작센, 바이에른, 알레마니아 등 주변국 거의 모두를 아

울렀다. 왕국 연대기는 연대순으로 이들의 군사작전을 기록했다.

‘742년’: “궁재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는 아퀴타니아

(Aquitania) 공(公) 후날드(Hunald)에 맞서 군사를 일으켰고 로슈

(Loches) 성을 취했다. 이 군사 원정에서 그들은 비유 푸아티에(Vieux 

Poitiers)를 기점으로 프랑크 왕국을 분할했다.67) 그 해에 카를로마누

스는 알레마니아를 초토화시켰다.”

65) Annales Regni Francorum, s.a. 741.
66) 이는 메로빙거 왕조의 창시자였던 클로비스(Clovis)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클로비스

는 그의 직계후손이 왕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프랑크 소부족들의 왕위를 차
지하고 있던 친척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의 왕국은 네 아들에게 분할 상속되었으나 마
침내 클로타르 1세(Clothar Ⅰ)가 통합했다. 그 후로도 왕국은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의 
과정을 겪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브라이언 타이
어니, 시드니 페인터 공저, Western Europe in the Middle Ages, 300-1475, 이연규 
역, 『서양 중세사: 유럽의 형성과 발전』(집문당, 2012), pp. 68-69, 92-103.

67)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비유 푸아티에를 기점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음을 말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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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년’: “그리고 나서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는 바이에른 공 

오딜로(Odilo)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 해에 카를로마누스는 

홀로 작센으로 나아갔다. 카를로마누스는 조약에 따라 호헨제부르크

(Hohenseeburg)라 불리는 성을 얻었고 작센 공 테오도릭(Theodoric)을 

굴복시켰다.”

‘744년’: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는 다시 작센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작센 공 테오도릭은 두 번째로 사로잡혔다.68)

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궁재는 왕국에 가장 위협적인 외부 

세력이었던 작센, 바이에른, 아퀴타니아의 준동에 끊임없이 대처해야 했

다.69) 이에 피피누스는 747년 법령(capitularium)을 반포함으로써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와 흡사한 교회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쟁의 위협과 우리의 국경에 대한 특정 부족들의 공격으로 인하

여, 하느님의 동의와 성직자 및 프랑크인들의 조언에 따라 군대를 지

원하기 위해 교회의 재산 일부를 당분간 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70)

이 법령은 프랑크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끝났던 해에 반포되었다. 즉 

피피누스는 이 법령을 통해 일련의 종교회의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회의의 결정사항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게르마니아 종교회의의 

‘사적으로 전용되는 교회재산의 환수’ 조치는 무효화될 것이었다.

68) Annales Regni Francorum, 742-744.
69)  『프랑크 왕국 연대기』에는 피피누스와 작센, 바이에른, 아퀴타니아와의 끊임없는 전쟁

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작센은 피피누스 재위 동안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고,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치세에도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켰다. 각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연도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작센: 743, 744, 747, 753, 758, 바이에른: 743, 748,  아퀴타
니아: 760,761, 762, 763, 766, 767, 768. 치세 초기에는 작센 및 바이에른과 전쟁을 치
루었으며 말기에는 주로 아퀴타니아와 각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Annales Regni 
Francorum.

70) capitularirum lestin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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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보니파티우스는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왕국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었다. 따라서 종교회의와 상반되는 조

치를 담은 법령 반포에 그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는 752년 성 디오니시우스 수도원의 수도원장 풀라드에게 보낸 서

신에서 “내가 늙고 병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나의 동료들

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 나의 후계자로 룰루스

(Lullus)를 선택하였으니 이 소식을 피피누스 전하에게 전해달라”는 부탁

을 하였다.71) 또한 그는 1년 후에는 피피누스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다. 여

기에서 그는 “제가 한 번 더 전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왕국의 회합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안스프리드(Ansfrid)라는 제 휘하

의 성직자가 도망쳤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는 자신을 공정

하게 대할 것을 명하는 전하의 명령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입니다…이 자의 거짓됨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피피누스에게 탄원했

다.72) 보니파티우스가 이전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피피누스와 긴

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서신들을 작성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피피누스의 왕권 구축에 있어 교황의 역할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피누스가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왕위 찬탈 의사를 

타진하였고 자카리아스가 이를 승인했다는 『프랑크 왕국 연대기』의 내

용에 근거하여 교황이 피피누스의 왕위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매키터릭은 이 기록이 카롤링 왕조 성

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화라고 주장했다.73) 그는 피피

누스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보다 왕국의 대귀족들과 프랑

크 주교들의 지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카롤링 왕조

와 교황의 동맹은 자카리아스의 후임이었던 스테파누스 2세(Stephanus, 

752-757)가 754년 프랑크 왕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

다. 754년 이전의 피피누스는 로마 교구를 위협했던 롬바르디아 왕국과 

71) Epistolae Bonifatii, nos. 93,
72) Ibid., nos 107.
73) Mckittercik, Rosamond, “The Illusion of Royal Power in the Carolingian 

An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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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데 주저했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어린 그를 롬바르디아 왕 리

우트프란트에게 볼모로 보내어 프랑크 왕국과 롬바르디아 왕국의 동맹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프랑크 왕국은 되도록 이탈리아에 개입

하지 않게 되었다. 피피누스는 선대부터 이어져왔던 대외 정책을 고수하

였고 스테파누스 2세가 직접 프랑크 왕국으로 피신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그때서야 롬바르디아 왕국에 대한 군사 원정을 감행했다. 이러한 측면으

로 볼 때 왕국과 교황의 동맹이 비교적 늦게 성사되었다는 매키터릭의 주

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자카리아스가 보니파티우스를 통해 끊임없이 

프랑크 교회에 개입하려 시도했던 사실도 설명된다.

  2. 풀다 수도원의 왕국 수도원 편입

피피누스는 왕이 되고 난 후 좀 더 과감한 교회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바로 왕국 수도원의 확보였다. 그는 기존에 존재했던 수도원들을 ‘왕국 

수도원(Reichsabtei, royal abbey)’으로 만들어 자신의 휘하에 두는 조치

를 단행했다. 그의 대표적인 국왕 수도원에는 성 디오니시우스 수도원, 

성 베르티누스 수도원, 성 완드릴(Sanctus Wandrille) 수도원, 스타블로-말

메디(Stablo-Malmedy) 수도원 등 유력 수도원이 포함되었다.74) 또한 카롤

링 가문 수도원으로는 대표적으로 프륌(Prüm) 수도원이 있었다.75) 피피누

스는 이 수도원들에 불수불입의 특권(immunitas)을 부여하고, 수도원 구성

원들이 수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그는 수도원장의 

부임을 추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왕 수도원으로 지위가 격상한 수도원

들이 교구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수도원을 관장하던 주교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피피누스는 주요 왕국 수도원들 외에도 그가 영

향력을 확보한 여러 수도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국왕 수도원이 

된 수도원들은 왕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갖가지 의무를 졌다. 먼저 왕과 

순찰사(missi)가 여행 중에 수도원이나 관할 영지에 머무를 때 이들을 부

74) 특히 성 디오니시우스 수도원과 피피누스의 관계는 각별했다. 그는 성 디오니시우스 수
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 묻힌 곳도 바로 이 수도원이다.

75) 라틴어로는 프루미나(Prumina) 수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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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또한 물품이나 화폐를 연공으로 바쳐야 했으

며, 왕국 수도원의 수도원장은 왕의 조언가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또

한 왕과 왕가, 왕국의 안녕을 비는 종교적 의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었

다. 그런데 전술한 수도원들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영향력도 미미했던 한 

수도원이 피피누스의 보호 하에 들어갔다. 이는 풀다(Fulda) 수도원이었

다. 

풀다 수도원은 744년 스투르미우스(Sturmius)와 그의 제자들이 풀다 강 

인근의 빈 공터에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건립의 실질적인 주역은 보니파티

우스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스투르미우스는 그의 지시를 받아 풀다 수

도원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보니파티우스는 751년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풀다 수도원의 설립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제가 설교를 행하는 사람들 주변의 황량한 벌판 가운데 숲이 

우거진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성 베네딕투스 규율 하에 살면서 한 

수도원을 짓고 있는 일단의 수도사들을 그 곳에 정주시켰습니다… 죽

고 난 후에는 이 곳에 영원히 묻히고 싶습니다…76)

보니파티우스가 자신의 시신을 안장할 장소로 풀다 수도원을 선택했다

는 사실은 그가 이 수도원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만 수도원의 건립 장소에 대한 그의 묘사는 과장되었

다는 평이 지배적이다.77) 그는 교황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낼 의도를 가지

고 있었다.78) 자카리아스는 보니파티우스의 호소에 풀다 수도원에 대한 

교황의 특권 부여장으로 응답했다.

“교황 자카리아스가 주교 보니파티우스 및 그에 의해 건립된 수도

원의 수도원장들에게. 타당한 요청은 항상 승인되어야 하오. 그대가 

76) Bonifatius, Epistolae, nos. 86.
77)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수도원 부지 인근에 옛 도로 2개가 지나가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aaijmakers, The Making of the Monastic 
Community of Fulda, pp. 28-29.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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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집의 설립자로서 바친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권의 수여는 거

부되어서는 안될 것이오. 그대는 풀다 강둑의 보코니아(Bochonia)에 

건설된 수도원에 사도좌의 특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소. 성스러운 

교회의 관할에 속하고자 하는 그대의 소망을 하느님의 뜻으로 승인하

며, 우리의 권위가 그대의 청원을 충족시킬 것이오…”79)

자카리아스는 보니파티우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교황 특권의 구체적 내

용을 명시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사도좌의 성직자를 제외한 

그 어떤 성직자도 이 수도원에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누구도 

수도원장의 초청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그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릴 

수 없다. 이 수도원은 사도좌의 특권에 담겨있는 권리들을 영원토록 

향유하리라. 이 교령은 그 어떤 고위 성직자일지라도 이 수도원에 내

려진 특권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할 수 없다.80)

자카리아스의 교황 특권으로 풀다 수도원은 일반 성직자들의 간섭을 받

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라이마커즈(Janneke 

Raaijmakers)는 보니파티우스가 피피누스를 의식하여 교황으로부터 특권

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81) 즉 교황 특권이 기타 기독교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세속 권력의 간섭에서 풀다 수도원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확

신이 보니파티우스의 생각 기저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니파티우스

가 교황의 특권이 추후 전개될 피피누스의 간섭으로부터 풀다 수도원을 

막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이는 오판이었다. 실제로 피피누스가 풀

다 수도원에서 발생했던 사태에 개입했을 때 교황의 특권은 아무런 역할

을 하지 못했다.

풀다 수도원이 국왕 수도원 체제에 포섭된 시기는 760년대 중반이었다. 

79) Bonifatius, Epistolae, nos. 89.
80) Ibid.
81) Raaijmakers, The Making of the Monastic Community of Fulda, p. 32.



30

풀다 수도원이 설립된 지는 약 20년 후, 보니파티우스가 사망한지는 약 

10년 후였다. 편입의 표면상 계기는 풀다 수도원 내부의 갈등이었다. 이 

갈등은 보니파티우스의 사후 풀다 수도원의 주도권을 두고 마인츠 대주교 

룰루스(Lullus, 754-786)와 풀다의 수도원장 스투르미우스 간의 알력으로 

초래되었다. 보니파티우스는 사실상 마인츠 교구와 풀다 수도원 모두를 

관장하였다. 다만 풀다의 교황특권 획득으로 보건대 그의 사후 두 조직의 

이원화를 꾀한 듯하다. 그런데 『보니파티우스 전기』는 그가 룰루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룰루스여, 그대는 내가 투링기아에서 

착수했던 교회 건설을 완료해야만 한다. 실수의 길에 빠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현재 건설 중인 풀다 바실리카를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

고 노고로 인해 쇠약해진 나의 시신을 그 곳에 안치시켜라”82)

 룰루스는 자신이 마인츠 대주교이며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았으므로 그

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풀다 수도원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하

였다.

룰루스가 풀다 수도원에 간섭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일부 수도사들이 스

투르미우스의 수도원 운영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로는 스

투르미우스가 프랑크 왕국의 주적이었던 바이에른 출신 때문이라는 지적

과 그의 거친 성정으로 인해 수도사들의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의

견이 공존한다83). 그들은 스투르미우스보다는 룰루스가 보니파티우스의 

정통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스투르미우스는 이들의 요구

에 굴복하지 않았다. 반기를 든 수도사들은 급기야 피피누스의 개입을 요

청했다. 피피누스는 일단 룰루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에 따라 스투르

미우스는 수도원장 직에서 해임되었다. 룰루스는 수도원장에 자기 휘하의 

82) Vita Bonifatii, ch. Ⅷ.
83) Patzold, S., “Konflikte im Kloster Fulda zur Zeit der Karolinger”, FGbl 

76(2000), PP. 76-77; Becher, M., Eid und Herrschaft: Untersuchungen zum 
Herrscherethos Karls der Großen(Sigmaringen, 1993), pp. 21-77; Raaijmakers, 
The Making of the Monastic Community of Fulda,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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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를 임명했다. 하지만 풀다에 대한 룰루스의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지

는 못했다. 다수의 수도사들은 피피누스에게 스투르미우스의 귀환을 탄원

했다. 결국 이들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스투르미우스는 풀다의 수도원장으

로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스투르미우스 전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잠시 후 왕은 자신에게 오라고 스투르미우스에게 명했다. 그리

고는 그가 이전에 재직하고 있었던 수도원을 다시 다스리라고 지시했

다. 왕은 대주교 룰루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풀다 수도원으로 

명예롭게 돌아오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고 (왕은) 사도좌의 로마 교황, 

축복받은 최고 권위자 자카리아스가 예전에 성 보니파티우스에게 내

렸던 특권을 되돌려 주었다. 수도사들은 그 수도원에서 오늘날까지 

이 특권을 지켜오고 있다. 왕은 또한 그 수도원의 안녕과 보호는 그 

누구도 아닌 왕의 손에 있음을 명했다. 전술한 교황특권과 왕에게서 

받은 권력을 지닌 채로 스투르미우스는 수도원으로 돌아왔다…”84)

결국 풀다 수도원 갈등 사건의 최종 해결자는 피피누스였다. 피피누스

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풀다 수도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였다. 그 과정에서 스투르미우스는 해임과 복직의 과정을 거쳤으며, 풀다 

수도원에 대한 룰루스의 영향력 확대는 차단되었다. 또한 피피누스는 보

니파티우스가 자카리아스로부터 얻어냈던 교황특권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을 보였다. 그의 이 모든 행동은 풀다 수도원의 사태 해결에 자신감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풀다 수도원 사태에 과감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수도원

이 프랑크 왕국의 조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카를로마누스가 보니파

티우스에게 토지를 증여했던 것이다. 이는 보니파티우스의 서신에서도 확

인된다. 그는 자카리아스에게 “저는 예전에 프랑크 인들의 왕이었던 경

건하고 신앙심 깊은 카를로마누스의 도움으로 이 공간을 획득하였습니

다”85)라고 보고했다. 그는 또한 신속히 사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풀다 

84) Eigil, Vita Sturmi,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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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풀다 수도원은 왕국

의 적국이었던 작센 및 바이에른과 접한 동쪽 변경에 위치하고 있었다. 

변경에서 일어난 내부 소요는 자칫 군사적 마찰이나 국경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니파티우스의 영향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

던 곳이 바로 풀다 수도원이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풀다는 

왕국의 여느 수도원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수도사들은 보니파티우스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변경한 베네딕투

스 계율에 따라 살았으며,86) 프랑크 왕의 법령보다도 풀다 수도원 내부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87) 피피누스는 보니파티우스의 후계자들 간 

싸움에 조속히 개입하여 보니파티우스의 유산인 풀다 수도원의 독자적 성

향을 지워 없애야 했다.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피피누스의 개입은 시

간문제였다.

풀다 수도원이 국왕 수도원이 된 과정을 통해서 피피누스가 왕국과 교

회의 관계설정에 있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음을 알수 있다. 이는 두 

종교회의를 통한 프랑크 교회 개혁, 그리고 여러 국왕 수도원 확보를 바

탕으로 피피누스의 권력이 보다 안정화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로 보기는 힘들다. 그가 주도권을 유지했기에 

권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었지만 그의 권력이 강화되었기에 그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 교회 개혁을 통해 피피누스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그가 원했

던 풀다 수도원의 독자성 보존은 좌절되었다. 

풀다 수도원은 왕국 수도원이 되기 전까지 사실상 보니파티우스의 개인 

수도원이었다. 이제 이 수도원의 위상은 피피누스로 인해 달라졌다. 새로

운 왕조의 야심찬 왕은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자 신속하게 풀다 수도원의 

소요를 잠재웠다. 이제 풀다는 왕국 수도원으로 거듭나 프랑크 왕국과 한 

운명 아래 놓이게 되었다. 소규모의 장원(Familia)에서 왕국의 주요 수도

85) Bonifatius, Episolaae, nos. 86.
86) Raaijmakers, The Making of the Monastic Community of Fulda, p. 37.
87) Demyttenaere, A., The Claustralization of the World(Utrecht, 1997); Cubitt, C., 

“Monastic memory and identity in early Anglo-Saxon England”, Social Identity 
in Early Medieval Britain(Leicester University Press, 2000), pp. 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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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후 풀다 수도원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치세에 

작센 족 선교의 주요 거점으로 활약했으며 프랑크 왕국의 멸망 후에는 신

성 로마 제국의 제국 수도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88) 피피누스는 풀다 수도원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요 거점 수도원

으로 활약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행동이 풀

다 수도원과 왕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88) 풀다 수도원이 국왕 수도원 및 제국 수도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ussong, U., ‘Studien zur Geschichte der Reichabtei Fulda 
bis zur Jahrtausendwende’, AfD 31, 32(1985, 1986), pp. 1-225, 129-304; 
Schieffer, R., ‘Fulda, Abtei der Könige und Kaiser’, Kloster Fulda, pp. 39-55; 
Stengel, E. E., ‘Die Reichsabtei Fulda in der deutsche Geschichte’, AUGRF, pp. 
1-26; Hen, Yitzhak, The Royal Patronage., pp.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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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프랑크 왕국 연대기』를 비롯한 카롤링 왕조 초기의 사료들은 피피누

스가 왕위에 올랐던 751년에 카롤링 왕권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선전한다. 

이들은 카롤루스 마르텔루스가 카롤링 가문이 궁재직을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카를로마누스와 피피누스가 궁재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

서 그들의 권력에 도전할만한 왕국 내부의 경쟁자들과 외부의 적들을 제

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카를로마누스는 마치 왕권에 아무런 욕심도 없

었던 것처럼 스스로 수도사가 되어 정계를 떠났고, 프랑크 교회의 개혁에 

매진했던 보니파티우스도 개혁의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프리지아로의 

선교를 떠났다가 순교했다는 것이다. 교황 자카리아스는 피피누스의 왕위 

찬탈을 기꺼이 승인했다.

하지만 피피누스의 왕권은 751년에도, 그 이후에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출가한 카를로마누스와 이복동생 그리포는 여전히 피피누스의 지위를 위

협하는 정치적 경쟁자들이었다. 왕국의 변경에는 왕국의 혼란을 틈타 군

사적 침입을 강행하려는 주변국들이 있었다. 프랑크 교회 역시 피피누스

에게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사망하기 직전인 760년대 중

반까지도 풀다 수도원을 왕국 수도원 체제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즉 피피누스는 그의 치세 내내 왕권 안정을 위해 정치적·종교적 측면에

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이 시기를 다루는 

여러 사료들이 카롤링 왕조 등장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

대에 만들어진 선전물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프랑크 교회 개혁의 본래 취지는 무

색해졌다. 하지만 피피누스는 점차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본래 

그는 왕국과 교회의 관계 정립에 있어 경험상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길과 보니파티우스의 길이 그것이었다. 

현실정치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세속의 간섭을 비교적 줄여 나갈 것인가. 그는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제 3의 길을 만들어나갔다. 교회를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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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명 하에 개최된 종교회의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이로써 교회의 공개적인 반항은 미연에 방지되었고 교회에 정식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되었다. 이 기회를 제공한 인물은 카를로마누스였

고 기획한 인물은 보니파티우스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적절히 활용했던 

사람은 바로 피피누스였다.

본 논문에서 규명하지 못한 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카를로마누

스가 수도원으로 출가한 정확한 이유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며 게르마니

아 종교회의 칙령의 세부 조항들의 각각의 준수 여부 역시 파악하기 어렵

다. 또한 피피누스가 네우스트리아에서 교회 개혁에 나선 원인, 그와 보

니파티우스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들

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차후에 새로운 사료가 등장하거나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자료가 축적된다면 추후 밝혀질 여지

는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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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 프랑크 왕국 지도

https://en.wikipedia.org/wiki/Austrasia#/media/File:Frankish_Empire_481_to_

814-en.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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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롤링 가계도

아르눌프
메스의 주교

안제기젤

피피누스 1세

베가 그리모알드

힐데베르트
피피누스 2세

드로고 그리모알드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카를로마누스 피피누스 3세 그리포

카롤루스 마그누스 카를로마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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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kish Kingdom 
and Church in early Carolingian Dynasty

Focusing on Pepin the Short and Boniface

JunKy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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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Frankish Kingdom and church in the reign of Pepin the Short. 
Scholars who did research history of Early Middle Ages hav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inter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power 
and religious power. The earlier studies have pointed out detailed 
aspect under the premise that Kingdom and church already 
formed close contact. This existing perspective, however, neglects 
reign of Pepin which lay the foundation of change. The cause and 
background of premise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Charles 
Martel dealt with chuch with a high hand. On the other hand 
Charlemagne respected church. This change was possible because 
of Pepin’s effort for bringing church over to his party.

To illuminate Pepin’s effort, this thesis scrutinizes chron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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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aint’s lives. This process is tied up with Boniface’s 
whereabouts. Boniface was a key figure when the reform of 
Frankish Church was being made. He not only tried to introduce 
hierarchy to Frankish Church, but also strove to get rid of 
interference of worldly person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hurch. 
His effort was reflected in the edict of the Church synod, 
Concilium Germanicum. But after Carloman was driven out from 
the mayorship, Pepin took lead in the reform of the church. He 
was not so much a follower of Boniface as arbitrary user. 
Capitulary issued in 747 and the event of incorporation of Fulda 
Monastery into Royal abbey show Pepin’s unique policy. To 
research How Pepin tried to form a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power and religious power provide clue to understanding of Early 
Middle Ages.

Keywords: Early Middle Ages, Frankish Kingdom, Pepin the Short, 
Bonifac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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