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지 보호 관구

유다

아인 카렘(Ain Karem)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성당과 유해 보관소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 하느님이요 구세주이신 역사

의 주님께 감사의 노래인 찬미가(마니피캇)를 불렀다. 

장소

성지 개방 시간
여름: 8.00-11.45 / 14.30-18.00
겨울: 8.00-11.45 / 14.30-17.00
Tel.: 02-641.72.91
Fax: 02-643.11.63
www.custodia.org/en/sanctuaries/ain-
karem-visitation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합시다.

고고학 도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성지와 엘리사벳의 은신처: 

1. 성지 입구 2. 비잔틴 시대의 물저장소 (6-8세기) 3. 작은 샘과 

우물 (6-7세기) 4. 위층 성당 5. 십자군 시대의 홀 (12세기)

한
국
어



성경 구절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

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

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

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

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

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

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

갔다. [루카 1,39-56]

그리스도교 전통

14세기 초에는 동정 마리아께서 방문한 엘리자벳의 집이 성 요

한 세례자 탄생지와 다른 곳으로 알려졌다. 곧 “즈카리야의 집

은 유다 산악 지방에 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성당이 있고, ... 

이 성당들 사이에 제법 물이 차 있는 샘이 흘렀다. 첫 번째 성

당 자리에서 엘리자벳이 성모 마리아의 문안(축하) 인사를 받았

고, 성 요한 세례자가 죄 없는 아기 순교 때 숨어 지냈다고 한

다. 두 번째 성당 자리는 성 요한 세례자가 태어난 곳이다.” (페

루지아의 요한 페단조라,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330년). 

이 성당은 복음서 말고도 신약 외경인 『야고보 원복음』에(2세

기) 나오는 성 요한 세례자의 피신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다. 곧 

“나무가 가득한 작은 골짜기 너머로 달아난 엘리사벳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외쳤다. ‘산이여! 어미와 아들을 받아다오.’ 그러자 

산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피신처를 내주었다. 헤로데의 병사들

이 그들을 쫓아 그곳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

왕하였다. 바위에 표시가 되어 있어, 오늘날에도 이 사건이 일

어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바위 위에 작은 성당이 있는데, 성

당 아래에는 조그만 동굴이 있고 입구 앞에 다른 작은 성당이 더 

있다. 이 동굴에는 샘이 흘러 엘리사벳과 요한이 이 산에 머무

르는 동안 이 물로 갈증을 달랬고,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천사

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곳에서 살았다.”  ‘엘리사벳과 요한의 동

굴’에서 나온 유물은, 빠르면 7세기에 로마 라테란 대성당과 다

른 곳에 보관되었을 법하다. 유해 보관소에 전시된 돌은 오늘날

에도 그 전통을 이어간다. 14세기에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도

자들이 이 성지를 돌보다가 얼마 뒤에 떠났고, 1679년에 작은

형제회에서 이 장소를 확보하게 되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발굴 작업을 실시하면서(벨라르미노 바가

티 신부, 작은형제회, 1937년), 고대의 기념비적인 구조물의 유

적이 위쪽 성당의 일부이자, 돌로 된 오래된 회랑이 있는 지하

실(성유물 보관소)이었음을 증언하게 되었다. 그것은 가늘게 영

구히 흐르는 샘 위에서 끝나 있었다. 주목할 것은 성당 남쪽 위

에 있는 잘 보존된 십자군 시대의 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