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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476년 | 서로마 제국 시대의 마감

  서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세워져서  

   476년 멸망하기까  

   지 역사상 가장 방

   대한 제국 중 하나  

   였다. 로마는 통치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르만 용병대장    에 위협이 되지 않

오도아케르                               한 모든 민족의 문

                                         문화와 종교에 관

용정책을 펼쳤는데, 유독 기독교에게만은 혹독한 핍박을 가했다. 

다행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피 

뿌린 로마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 로마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도층은 부패했

고 세계를 호령했던 군사력은 약화되었다. 또한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지면서 쇠락의 속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동로마보다 먼저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경우, 군대를 유

지할 지원자가 없자 야만족으로 여겨온 게르만족(Gemanic 

peoples)에게 로마 영토에 들어와 살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4

세기 말 무렵의 로마 제국의 국경 지방에는 상당수의 게르만족이 

로마인과 섞여 살게 되었다.

  게르만족은 본래 발트해(Baltic Sea) 연안에 살다가 비옥한 

땅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 온 프랑크족(Franks), 부르군트족

(Burgundians), 고트족(Goths), 반달족(Vandals)을 통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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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말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들을 바바리안(Barbarian)이라

고 불렀다.

  게르만인을 통칭하여 바바리안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말이 

바-바-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명칭이

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그렇게 미개한 민족이 아니었으며, 정말 

미개한 야만족이있던 훈족에게 쫓겨나 농토를 찾아 남하한 사람

들이었다.

  이들은 부족한 노예 대신 농사를 짓고, 용병이 되어 로마 군대

의 일원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그 가운데는 공을 쌓아 지휘자가 

된 인물도 꽤 있었다. 476년에 서로마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탈

리아 왕이 된 오도아케르(Odoacer)도 그런 인물 중의 하나였다. 

물론 서로마 황제가 폐위된 이후에도 당시 사람들은 황제 폐위

의 사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제국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로마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 되었고 

이런 점에서 후일 476년을 제국 서반부의 마지막 해로 여겨왔

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북쪽 로마 제국의 국경은 자연히 사

라지고 유럽은 몇 개의 게르만족 왕국으로 갈라졌다. 이 왕국들 

가운데 라인강 근처에 살고 있던 프랑크족이 통일된 프랑크 왕국

을 세워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서로마는 왜 멸망했을까?

  서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테오도시우스(Theodosius)가 

395년에 제국을 그의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Arcadius)와 호노

리우스(Hoonorius)에게 떼어 주며 나라의 힘이 분산된 것과, 당

시 관리들의 부패를 꼽을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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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비생산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비

대할 만큼 많았다. 그 결과 도시에 사는 귀족들은 사치와 허영에 

병들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했다. 셋째는 너무 오랫동안 북쪽의 

침략자들에게 시달려 군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

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교회의 책임도 있었는데, 당시 교회

는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인도하는 데 미흡했다. 

서로마 멸망이 선교에 미친 영향은?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울필라스(Ulfilas)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야만인들을 위한 선교는 지속되었다. 아니 오히려 멸망 

후에 더욱 강력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

국의 보호 아래 있을 때의 로마교회는 고여서 썩은 물처럼 선교

의 열정이 식어 있었지만, 로마의 멸망으로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고 선교에 열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로마의 멸망으로 서방교회는 신학적 문제에 관한 관심보다 선교

와 전도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도원들은 더 이상 경건하

고 특이한 인물들이 세속을 등지고 택했던 곳이 아니라 이방을 

향한 선교 수행의 전위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