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지 보호 관구

유다

아인 카렘(Ain Karem)
성 요한 세례자 탄생 성당 

주님의 선구자 성 요한 세례자는 예루살렘 부근

의 아인 카렘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성당은 

나이 든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 요한 세례자를 기념

한다. 그의 부모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즈카르야와 예

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인 성녀 엘리사벳이다. 

장소

성지 개방 시간
여름: 8:00-11:45 / 14.30-18:00
겨울: 8:00-12:00 / 14:30-17:30
Tel.: 02-632.30.00 
Fax: 02-643.34.51
www.custodia.org/en/sanctuaries/
ain-karem-saint-john-baptist

그리스도교 전통

조지아어(Georgian)로 쓰인 고대 성구집에 따르면(7-8세기), 예

루살렘에 있는 성당은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 축일을 8월 28일에 

지냈다. 곧 “아인 카렘이라는 마을, 성녀 엘리사벳을 기리는 기념 

성당에서”라고 하였다. 9세기경의 한 전승에서는 이곳이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지임을 증언한다. 성당은 루카 복음에 언급된 사건

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러시아 대수도원장 다니엘은 “즈카르야의 

집은 예루살렘 서쪽 산기슭에 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

게 인사하러 즈카르야의 집으로 오셨다. ... 이 집에서 예수 그리

스도의 선구자 성 요한 세례자가 태어났다. 이곳에 오늘날의 성

당이 세워졌다. 안쪽에는 제대 왼쪽으로 성 요한이 태어난 작은 

동굴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12세기 초). 오늘날에도 본래

의 성당 모습이 남아 있는데,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1600년대까지 4세기 동안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가 소유하여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발굴 작업은 성당 밖에서 이루어졌는데(실베스테르 

살레르, 작은형제회, 1941-2년), 1세기 유다인들과(예식용 욕조

에서) 그 뒤의 이교인들이 이곳에 거주했다는 증거를(아프로디테 

신상에서) 보여 준다. 비잔틴 시대에(4-5세기부터 시작하여) 이 

일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묘지로 사용되었는데, 1885년에 발견된 

모자이크 비문에서 ‘하느님의 순교자’라고 언급한 익명의 숭고한 

두 사람의 무덤이 그 주변에 있다. 이 묘지 앞에서 모자이크가 포

장된 성당 유적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성당은 남쪽 가까운 데서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성 요한 세례자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유다 지역의 오랜 예식 전통의 증거들이 된다. 

고고학 도면

1. 세례자 요한의 탄

생 동굴

2. 성당 (11-12세기)

3. 비문과 무덤들이 

있는 순교자 경당

    (5세기)

4. 남쪽편의 경당 

    (7세기)

5. 정결례 욕조

    (1세기)

6-7.십자군 홀 

   (12세기)

세례자 요한 성당 
입구쪽 순교자들 
경당 안에 있는 모
자이크 비문

Saint John the Baptist Convent
Terra Sancta
P.O.Box 1704
91170 En Kerem - Jerusalem
Israel

Tel.: 02-632.30.00; Fax: 02-643.34.51
www.custodia.org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합시다.

한
국
어



성경 구절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즈카르야의 노래

[루카 1,57-80]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

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

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

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

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

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

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

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

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

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

하였다. 

기도

✚ 주 예수님을 향한 성 요한 세례자의 겸손하고 용기 있는 증언

을 묵상하고, 교회의 신비로운 정배이신 그리스도와 깊은 우정

을 나누며 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은총을 청합시다. 

1. 그리스도께 맡겨진 모든 신앙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앙인들이 성 요한 세례자의 모범에 따라, 주님을 용기 있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도와주소서. ◎ 

3. 예수님께 대한 신앙으로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지고 있는 어려움을 인

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4. 냉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예언자들을 겸손과 열정을 다해 받

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소서. ◎

5.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 마음에 머무르시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6. 순례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애로운 현존 안

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 

✚ 성 요한 세례자에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 예

수님을 선포하도록, 자비롭고 신실한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령으로 강해져 용기와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살

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

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 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