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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파게에서 예루살렘
까지:
1. 벳파게 성당과 수
도원

벳파게(Bethpage)
예루살렘 입성 성당

2. 카르멜 수녀원의
주님의 기도 성당
3. 주님 승천 경당
4. 주님 눈물 성당
5. 성녀 마리아 막달
레나에게 봉헌된 러
시아 정교회 수녀원
6. 겟세마니 성당
7. 동정 마리아의 무
덤과 사도들의 동굴
8. 성 스테파노 정교
회 성당
9. 성 스테파노 성문
(사자성문)
10. 성 안나 성당
(벳자타 연못)

성지 개방 시간:
여름: 8.00-12.00 / 14.00-17.00
겨울: 8.00-12.00 / 14.00-16.30
Tel.: 02-62.84.352
02-62.84.352
www.custodia.org/en/sanctuaries/
bethphage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합시다.

벳

파게 성당은 올리브 산 동쪽에 위치한
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군
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한 것을 기념
하는 장소이다.

한
국
어

성경 구절과 그리스도교 전통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루카 19,29-40]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
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
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
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
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
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
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
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
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
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
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
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오늘날 우
리가 기리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념하였다. 곧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 온 회중은 올리브 산에 올라간다. ... 제11시
정각에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와 나뭇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

러 나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마태 21,9;
시편 118,26) 하고 외치는 복음 구절을 봉독한다. 곧바로 주교님
과 온 회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올리브 산의 정상에서 걸어 내려
온다. 온 회중은 주교님 앞에서 걸으며 찬미가와 후렴을 부르면
서 줄곧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라며 찬미가
와 후렴에 응답한다. 지역 어린이들 모두, 너무 어려서 아직 걷
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 어깨에 둘러메여 다니는 아이들 모두 나
뭇가지를 들고 있는데, 어떤 이는 종려나무를, 어떤 이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주
교님을 모시고 갑니다. 주교님을 모시고 산의 정상을 떠나 예루
살렘 시내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 주님 무덤 성당까지 ... 모두
걸어갑니다.”(4세기 말, 에게리아의 『순례기』)
9세기 초에는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이 행렬을 시작하였다. 곧
“(승천 장소에서) 1마일(약 1.6km) 떨어진 곳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앉으신 곳이다. 그곳에서 해마다 값을 치르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랐고, 성지 주일에 사람들은 이 길에서 예루살렘
으로 행진하였다.”(콘스탄티노플의 에피파누스 수사, 8/9세기).
또한 4세기에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길에서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
리아를 만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기록도
있다(에게리아의 『순례기』). 1870년에 한 마을 사람이 땅을 파다
가 십자가군들의 서사적 그림을 담은 다듬은 돌을 발견하였는데,
라자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두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었다. 이곳에 ‘벳파게’라 이름 붙인 예루살
렘 입성을 기념하는 작은 성당이 세워졌다. 현재의 모습은 1945
년에 복구된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 기념 행진은 십자군의 통치
가 끝난 뒤에는 없어졌다가, 16-17세기에 작은형제회(프란치스
코회)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성지 보호 관구 봉사자가 나귀를 타
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1933년 이후로는 장엄한 행렬의 모
습을 되찾게 되고, 가톨릭 예루살렘 주교가 이를 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