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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합시다.

갈릴래아

도시 지도

장소

티베리아스:   
1. 작은형제회 성당과 수도원. 2. 대 모스크 3.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4. 모세 마이모니데스 무덤 5. 랍비 아키바 무덤 6. 
무슬림 공동묘지 7. 시청 8. 십자군 성곽  9. 거룩한 십자가 
수녀원 10. 터키 벽의 탑

복음서에 따르면, 많은 티베리아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배를 타고 

카파르나움에 왔다. 고대 그리스도교 전승은 

그곳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큰 공동체가 

있었다고 전한다. 후기 전승은 티베리아스에서 

일어난 복음서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데에 

집중한다. 

한
국
어



그리스도교 전통

티베리아스는 갈릴래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여 사분영주 헤로데 안티파스의 저택이 있

을 정도였다. 바로 그가 신도시를 건설해 자신의 보호자이자 

친구인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붙여 그에게 헌

정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티베리아스’이다. 

요한 복음(6,3)에 따르면,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빵의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왔다. 이 호수를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에서 이 도시가 더 중요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에피파니우스에 따르면, 4세기경에는 분명히 티베리아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백작 요셉이 유다교에서 

개종할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운 이교도 신전 자리에 성

당을 지을 수 있도록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허락을 받았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나자렛이나 카파르나움처럼 티베리아스

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세기의 성 윌리발드는 성지를 방문하여 유다인 회당들 못지

않게 많은 성당들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사셨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하었다. 십자군 시대와 그 

뒤에는 갈릴래아 호수 주변을 안전하게 방문하기 어려웠기에, 

복음서의 여러 사건을 티베리아스에서 집중적으로 기념할 수

밖에 없었다. 곧 나병 환자의 치유, 베드로 장모의 집 방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죄 많은 여인 

이야기, 장애 여인의 치유, 백인대장 이야기, 지붕을 뚫고 내

려온 중풍 병자의 치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치유(실제로

는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남) 등 이다. 

이러한 정보는 1106년에 티베리아스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러시아의 대수도원장 다니엘과 같은 권위 있는 증거자에 의

해 수집되었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집, 마태오를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어

린 시절에 대한 외경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다른 방문자들에 

의해 추가되고 확정되었다.

16-17세기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 보호 관구는, 비록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잘 보존된 십자군 시대의 

한 성당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1847년에 이를 매입하고 

1870년에 복원하였는데, 이 성당이 현재 호숫가에 있는 베

드로 수위권을 기념하는 성 베드로 기념 성당이다. “내 양들

을 돌보아라.”(요한 21,16) 

최근에는 다른 비잔틴 시대의 오래된 성당(6세기)이 티베리

아스 도심지에서 남쪽, 훌륭한 전경이 펼쳐지는 베레니케 산

에서 발견되었다. 

교황님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아무)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

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맡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

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

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