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틸라
카타콤바

도미틸라 카타콤바로 오시는 길

Termini역에서: 714번 버스를 Piazza dei Navigatori까지 
타고 와서 왼편의 Via delle Sette Chiese를 걸어서 282
번지까지 오면 됩니다.

Piazza Venezia에서: 160번 버스를 타고 Piazza dei 
Navigatori까지 타고 와서 위에 적힌 것과 같이 오면 됩니다.

Piazza S.Silvestre에서: 160번 버스를 타고 위에 것과 같이.

Largo Torre Argentina에서: 30번 버스를 타고 위에 것과 같이.  

영업 시간

9:00 ~12:00  와 14:00 ~ 17:00  

화요일 휴관

자세한 문의 사항
Catacombe di Domitilla

Via delle Sette Chiese, 282 - 00147 ROMA (RM)
Tel. 0039.06.5110342
Fax 0039.06.5110512

웹사이트: www.domitilla.info
E-mail: info@domitilla.info 

관리 
거룩한 말씀의 선교회가 2009년 
1월 1일부터 카타콤바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이 곳
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깊
은 뜻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장소를 보존 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바램은 이 장엄한 카타콤
바의 영성적, 문화적인 부유함을 
이 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달하는 것 입니다. 

거룩한 말씀의 선교회 

저희는 수사들과 수사 신부들로 이루어진 선교 단체로, 

Anold Janssen 성인으로부터 18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

다. 또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증언하며 공동체 생활을 합

니다. 국제적이고 범문화적인 공동체 생활 안에서 하느님

의 은총으로 저희가 주님 사랑과 교회 보편성의 표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

저희의 선교를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위급한 이들에게 우선

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가난

하고 추방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저희 선교회는 아직 복음이 전파 되지 않은 곳 또는 복음이 

온전한 방식으로 전파되지 않은 

곳과 지역 교회에 도움이 필요

한 곳에 갑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 가는 곳의 민족들의 문화적, 

종교적인 전통을 인정하고 보존

하며, 그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

며 저희의 선교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도미틸라
카타콤바

SS. Arnold Janssen
e Joseph Freinademetz



방문자들은 카타콤바 안의 프레스코화들과 초대 그리
스도인들의 상징들 뿐만 아니라 광대한 동굴의 크기와 
깊음에 감동 받을 것 입니다. 또한 고대의 건축 기술들
의 산물인 이 복잡하게 얽힌 지하 동굴들을 보며, 이런 

지하 환경을 만든 이들의 
특별함을 관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원하는 방문객에 한
하여 예약을 통해 미사 
또는 보편 전례를 카타콤
바 안의 성당과 경당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
공 합니다. 성당에는 500
명 정도의 사람들까지 들
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곳을 방문하면서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 삶의 여러 측
면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기에 걸쳐서 보존되어 온 조각
들과 화려한 프레스코화들에 새겨진 상징적인 장식들에 
감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 통해서 첫 그리스
도인들의 하느님과의 관계와 이 곳에 묻힌 순교자들에 
대한 경배에 대한 표
징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안내자들의 안내
로 이루어 지며, 방문자가 원하는 언어로 이루어 집니
다. 안내 되는 언어는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
페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독일어이고, 경
우에 따라서 러시아어, 그리스어, 한국어, 일본어, 크로
아티아어 등의 여러 언어들은 녹음된 테잎을 통해 안
내할 수 있습니다.

카타콤바의 첫 지하 동굴들은 로마 황제의 조카인 플라비
아 도미틸라 (Flavia Domitilla)가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으며 2세기 말, 3세기 초 부터 동굴을 파내기 시작했
습니다. 이 지하 동굴들은 “dei Flavi”라고 알려진 지하 
동굴 주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곳은 이미 석관과 무덤
들을 들일 수 있는데 적합한 동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Triclinium, 즉 죽은 이들을 위한 향연 (refrigeria)을 드
릴 수 있는  삼각의 제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Tricli-
nium은 또한 “사랑과 영혼의 방” (Cubiculum di Amore 
e Psiche)이라고 알려진 작은 경당에서도 볼 수 있다.

도미틸라 카타콤바는 로마의 광대한 카타콤바 중에 하나
이고, 지하 성당과 15만개의 무덤이 있는4개의 층에 총 
17Km의 동굴과 복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