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문 (Double Gate) 
삼중문 (Triple Gate)

훌다 문 

(Hulda Gates)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

중앙 골짜기 (Tyropoeon Valley)

로빈슨 아치 
(Robinson Arch)

오벨 (O
phel)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왕실 행각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감람산

히스기야 시대에 처음 세워졌던 성벽 

상부도시로 올라가는 길

상부도시로 올라가는 길

나팔 부는 곳  

안토니아 요새 (Antonia Fortress)

상점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전 
AD 70년의 성전산을 복원한 가상도
* 이 모양은 고고학 발굴물들을 기준으로 한 가상도이며, 역사적인 고증을 
받았으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성전의 남서쪽에서 성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상점들

성전

훌다문에서 들어오는 길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훌다 문에서 부터 성전 안까지 약 80m

곡식을 저장하는
내실로 가는 길 

놉땅-전망산 (히브리대학교)

460m

485m

315m

성전 서쪽벽: 485m
성전 북쪽벽: 315m
성전 동쪽벽: 460m
성전 남쪽벽: 280m

총면적 144,000m2 (43,560평)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의 옷을 이
곳 안토니아 요새에 보관하였다. 로마제국은 
제사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현재의 통곡의 벽 (원래 이름은 “서쪽벽”)

헤롯의 성전 벽 상부의 평균 폭: 5m
헤롯의 성전 벽 중에서 가장 큰 돌

길이 14.5m, 높이 3m, 두께 6m, 무게 400t

60
m

그러나, 성전의 남쪽 부분은 6m높이의 4층으로된 아치형 구조물들
이 받치고 있으므로, 최대 수용인원은 25만명에 육박함.

성전의 건축: 1. 기원전 20/19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다 손질이 끝나기 까지는 적어도 46년이 걸렸다 (요 2:20). 
       2.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해체애야했다. 왜냐하면 헤롯이 계획한 성전의 크기는 하스모니아 시대의 성전보다
            3배나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 크기와 계획이 너무나 커서, 완공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 8년 동안 100만톤의 돌을 먼저 만들어 놓아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3. 성전벽을 한번 돌아가는데에만 거대한 돌이 800-1,000개가 필요했다. 평균적으로 성전을 이루는 돌 하나의 무게는 4.1t이었다.

4.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확한 틈새 맞춤으로 성전벽을 만들었다.
5. 18,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에 동원되었다. 
6. 성전건축이 완전히 끝난 것은 기원후 60년이 지나서 이고, 완공 후 5년만에 로마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7. 성전에서 사용되는 돌은 모두가 거룩한 돌들이기 때문에 1,000명의 제사장들이 석공으로 훈련을 받아서 직접 돌을 생산했다.

이 벽돌의 크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공사에서 사용된 가장 큰 돌보다도 20배가 더 큰 규모이다. 
이집트의 쿠후왕의 피라미드의 돌의 평균 무게는 가장 작은 것이 1.6t, 큰 것들은 6-10t이 되며, 크기는 가로 세로 2.6-2.9미터 이다. 

9m
헤롯왕의 거리 

예루살렘 금융의 중심지 역할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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