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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와 순교

A.D. 64-68년 |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303~311년,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마지막 박해

    기독교는 왜 박해를 받았을까?

      처음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혁명적 본질, 비타협적 성격, 그리고 그리스도에  

    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세력으  

    로부터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로마인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런 신들이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   

    을 도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제사를 거부했으  

    므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로 비쳐졌다. 또한 교회는 비천  

    한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환대하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로마의 사회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아울   

로마의 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  러 성만찬은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받아 위험한 사교로 인식    

에게 돌리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1세기 로마의 네로 황제의 (Nero Claudius Caesar Drusus   

   Germanicus)에서 시작한 기독교 박해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  

   고,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 때 그 절정에 달  

   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65년부터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네로는 자기  

   명령으로 불을 질러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없앨 핑  

   계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돌렸으며, 바울과 베드로도 이 시  

   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03년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는 포고를 내  

   려서 교회의 건물을 파괴하고 성서를 소각하며 신앙을 버리겠다고  

   맹세하지 않는 가정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는 등 극심한 박해를 

가장 혹독하게 기독교인을 탄압  가했다. 이런 박해의 풍랑은 제국 전역을 휩쓸었는데, 기독교인이  

했던 디오글레티아누스 황제      많았던 동방 지역은 이보다 더 혹독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

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더 고귀하게 여겼다. 그 나라의 완성은 

저세상에 있다는 종말 신앙으로 그들은 이 땅의 어떠한 힘이나 지배적인 종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다.

순교자 퍼페투아

  여러 순교자들 중 특히 퍼페투아(Perpetua)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준다. 퍼페투아는 3세기

초반의 아프리카 카르타고 (Carthage)의 순교자이다. 그녀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동적인 일기를 썼다. 

  그녀는 일기에서 "나에게 감옥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보다도 이 감옥에 

있기를 원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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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찾아와 “딸아, 나의 늙은 머리를 바  

  라보고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나를 버리지 말고 너의 자존  

  심을 버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  

  고 대답했다. 또 힐라리아누스(Hilarianus) 총독은 개인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너의 늙은 아비와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라.  

  그리고 황제의 복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회심을 요구  

  했으나 그녀는 이조차 거절했다.

    어떤 기독교인은 퍼페투아와 다른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드디어 그들에게 승리의 날이 밝았다. 그들은 감옥에서 경기  

  장까지 마치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두려움보다는 즐거  

  움과 기쁨의 떨림으로 행진해 나아갔다."

  퍼페투아와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가 로마의 극

    로마 법정에 선 퍼페투아       악한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