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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여행: 베들레헴 – 텔아비브

❙조 영 민 교수 (경희대학교)

요르단과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유적지 여행 마지막날인 9일째.

누구나 들어본 크리스마스 성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과 다윗과 골리앗

의 한 판 대결이 있었던 ‘엘라골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의 여정을 소개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 이번 여행에서 접한 유적지 가운데 가장 소박한 모습의 기념교회와 

전시관이 있는 곳을 들렀다.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남편 요

셉과 함께 베들레헴 작은 농가에 쉬어가는 중이었다.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100 km 이상의 먼 여정으로부터 

쌓인 피로와 함께 산기(産氣)를 느끼자 아래층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탄생한 예수가 2천년 넘게 인류역사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게 흥미롭다. 석가, 공자와 함께 

3대 聖人으로 꼽히는 예수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를 ‘구원자’라고 칭한다. 이들의 참된 스승像을 우리네 대학 

교수들이 정녕 본받을 수는 없는 걸까? 교수들의 본분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되짚어본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혼란을 야기시켰던 우리나라 제 1의 국립대학 한 교수의 德을 들춰본다. ‘예수라면…’ 큰 학문을 가

르쳐야할 敎授들이 학생들을 앞에 두고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국내 어느 대학이 교수를 임

용할 때 참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지 못내 궁금하다. 생계형 교수입네 하면서 월급에, 연구비에 

목말라하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다. 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스스로를 한 없이 낮추었던 예수의 발끝은커녕 교만과 위선에 쌓인 내 모습을 베들

레헴 언저리에 모두 남겨놓고 올 것을…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어부출신의 ‘베드로’라는 이가 있었다. 예수는 그를 참 신뢰하고 믿었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스승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온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수많은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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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정한 일화들이 있다. 은화 30냥에 스승을 팔았던 유다를 비난하기

에 앞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매국노 취급받는 친일파들 앞에서 누군들 떳떳할까마는… 예수가 부

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던져보라 !’ 그러면서 남

의 눈의 티끌을 손가락질하면서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깨우쳐 나오라고 충고하 다. 

내가 과연 베드로의 신들메에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자신 없다. ㅠ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회심한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 들러보았다.

텔아비브로 향하는 길목에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는 교회가 그 너머 석양을 가리고 있었다.

그에 앞서 소년 다윗(David)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엘라골짜기’를 지나갔다. 녹색의 평온한 들녘처럼 보이

지만 기원전 10세기경 이스라엘 역사 속 위대한 왕인 다윗의 무용담이 서려있는 곳이다.

  

우리 일행은 텔 라기스-벧세메스-아얄론골짜기-욥바를 거쳐 텔아비브로 입성하 다. 이스라엘 시골풍경을 

만끽하며 긴 여정을 마치는 길. 때를 맞춰 길 가 아네모네 꽃들이 찐하게 그 색을 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야생

의 아네모네를 보긴 처음이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실 여행 내내 가장 궁금했던 현대역사적 현실이었다. 여리고를 지나면서, 예루살

렘에서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존재는 어떤 상태일까… 회복운동(Zionism)을 신봉하며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기

회를 엿보던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끝날 즈음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토를 확보하게 되고, 아랍계 민족들이 그 

터전에서 소수로 전락하게 되면서 오늘의 위축된 국가로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어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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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일까, 지금 이 세계의 주권 없는 민족들이…
멀리 해변가 텔아비브가 보인다. 요르단의 암만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끝이 나는 이번 역사여

행은 가이드 목사님들의 기원전 2천년에서 최근까지 4천여 년을 넘나드는 재밌는 이스라엘 역사 풀이와 함께 

10여 일간 함께 하 다. 발 딛고 있는 우리 한국과 시대적으로는 현재 나의 생활을 끊임없이 빗대며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즐겼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힘이 된다고 굳게 믿

어왔는데, 한 명의 위인에 의한 세계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