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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샤를마뉴 대제와 선교

800년 | 샤를마뉴 대제의 대관식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샤를마뉴

    샤를마뉴 Charlemagnc (카롤  

  루스 대제)는 제2의 콘스탄티누  

  스였으며, 서유럽 500년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  

  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웠으며, 기독교 선교  

  활동을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후원을 행사했다.

     샤를마뉴는 교황 레오 3세가  

  귀족들이 보낸 자객들에게 폭행  

  을 당하고 교회의 공금을 착복했  

  다는 비난을 받으며 상당한 어려  

  움에 처했을 때, 교황의 결백을   

  선언함으로써 곤경에서 구출해   

  주기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인 800년 12  

       샤를마뉴의 초상       월 25일 크리스마스, 샤를마뉴가   

                            그의 대신들과 로마의 성직자들

에게 둘러싸인 채 성 베드로성당의 제단 앞에 왔을 때, 교황 레

오 3세는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황제의 관을 샤를마뉴의 

머리 위에 씌웠다. 삽시간에 군중들이 모여들어 미리 지시받은 

대로 "하나님께 왕관을 받은, 위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로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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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찰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장수와 승리가 있으리라!"고 환호

했다. 이 대관식을 통하여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뉴를 제국의 

황제와 로마교회의 보호자로 임명했던 것이다. 샤를마뉴는 그런 

감투를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지 않았다.

  어쨌든 사를마뉴에게 왕관이 씌워진 것은 곧 샤를마뉴가 단지 

프랑크족의 왕만이 아니라 부활한 서로마의 황제요, 교회령의 동

맹자요 보호자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과연 샤를마뉴는 새로운 

서로마의 황제답게 기독교를 통하여 인간 생활과 문명을 향상시

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에게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어

서 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

과 신성 로마 제국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역사는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로마 제국이 쇠퇴한 후 약 1천년 뒤 르네상

스가 꽃필 때까지의 긴 유럽의역사에서, 그(샤를마뉴)만이 독보적

으로 위풍당당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샤를마뉴 황제의 선교적 성과

  샤를마뉴는 통치를 맡게 된 첫날부터 숨을 거두는 최후의 순

간까지 기독교 신앙의 확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물론 

그의 선교 방법은 때로 너무 강제적이어서 주민들이 기독교 세례

와 죽음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샤를

마뉴는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색슨족 4천 5백 명을 반역, 살인, 

방화 등의 혐의로 죽이기도 했다.

  샤를마뉴의 생각에 모든 신민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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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의 통일성과 단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으며, 또한 신

민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

앙을 거부하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

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저들에게 훨

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계속 신앙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적이 분명하며, 그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중대한 위협임이 분명했다. 또한 이런 자들의 운명은 

어차피 지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숨을 희생해서라

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고 그는 생각했다.

  색슨족들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자 샤를마뉴는 스페이어 법령

(The Act Speyer)을 발표하고 색슨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국민

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또한 이교도

들을 대상으로 한 사형 규정을 폐지하고 색슨족들은 색슨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기도 했다.

  그의 영토 확장과 함께 이루어진 무력에 의한 선교 방법은 분

명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

은 이들에게 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

득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