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신도의 잡다한 성탄절 질문들

(2)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언제이며, 어떤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는가?

사실, 이 년도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걸로 교회에서 아는 척하는 청년이나 청장년들이 한두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를 난처하게 만들지요. 이 참에 "내가 몰라서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선제압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풀어 놓겠습니다. 

A.D.와 B.C. 흔히들 기원전과 기원후를 이야기할 때에 B.C.와 A.D를 사용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하고,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out Lord)의 약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로부터 세는 년도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년도

표현방법은 525년에 만들어져서 800년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요즈음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학계에서는 B.C.E.(Before

Common Era)와 C.E.(Common Era)를 사용합니다. 종교성도 배제하고

예수님의 탄생년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배제하는 방법이지요. 

세가지 다른 학설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년도에

대해서는 세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2 B.C.E.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4 B.C.E.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 B.C.E.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7 B.C.E.가 더 성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롯대왕이 죽은 때가 4 B.C.E.이고, 헤롯대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는 두 살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였다는 것(마 2:16)은 아마도 헤롯이 죽기 전 최소한 2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에서 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잠시 접어두고 먼저 한가지 학설을 걷어내겠습니다.

2 B.C.E.설인데요,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2 B.C.E.에는 이미 헤롯대왕이

죽고 난 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 B.C.E.냐 7 B.C.E.냐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오늘날과 같이 전세계가 한개의 공통달력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때로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의 달력은 저마다 제 각각입니다. 어떤 나라는 왕의 치세를 기준으로

원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가기도하고, 또 어떤 나라는 원년이 없이 그냥

1년, 2년, 3년 이렇게 년도를 세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왕의 통치기간을 달력으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 끼리만 그 달력을 사용하면, 년도를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와 서로 비교해서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의 달력으로

언제인지를 알려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나라들 간의 전쟁 역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왕 95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고,

고구려에서도 "장수왕 5년에 다윗과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면, 다윗왕

95년과 장수왕 5년이 같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연대구성을 해 나아가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맨날 나라가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각 나라의 별자리

연구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박사 (µάγος) '마고스'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또는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일 것이라는데에 의견을

거의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천문학자들의 주 업무는 별의



이동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이

왕에게 주는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마고스'였고, 별들의 움직임과

모양새들이 신의 계시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갑자가 페르시아

시대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원전 2000년 전의 바벨론에서도 이와 같은

별자리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태어나 별자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드러낸다는 점술들은 벌써 기원전 20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유행하던

것이었으니 그 역사가 4000년이 되네요. 이 중에서도 별자리의 기록들이 가장

잘, 그리고 많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220 B.C.E부터 75 C.E.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나? 그럼 박사들이 본 별들은 무엇일까요? 망원경이라는 것이 만들어 진것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부터였으니, 박사들은 육안으로 별자리를 관측했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큰 별(항성)들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박사들이 본 별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가지 가설을 내어 놓습니다. 첫번째는 핼리

혜성 (Halley's comet)입니다. 그런데 핼리 혜성일 확률이 없는 이유는 이

혜성이 등장한 년도가 12 B.C.E로 너무 이른 데에다가 성경에 보면, 큰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머물러야하는데, 아시다시피 혜성은 계속

움직이지요. 그래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학설입니다. 

두번째는 금성과 목성이 만나는 현상입니다. 매우 밝은 빛을 내는데요. 이

현상이 목격된 것은 2 B.C.E.입니다. 맨 처음에 년도에 대한 학설을 내어

놓으면서 2 B.C.E.를 주장한 학자들이 바로 금성과 목성이 만나는 현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별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때는 벌써 헤롯대왕이 죽은 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세번째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번째 학설은 이미 1604년에

케플러(아시죠? ㅋㅋㅋ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시대 사람으로

"행성운동법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지요.)가 예수님의 탄생 별과

관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천제에서 가장 밝은 별과 그 다음으로

밝은 별입니다. 이 두별이 만나게 되면 그 빛의 밝기가 달의 1/3수준이라는

군요. 광야에서 보름달이 뜬 밤이면 큰글자 성경을 그냥 읽을 정도로 밝은데, 그



밝기의 1/3 수준이라면 광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은 800년에 한번씩 나타나는데요. 그 현상이 바로 7 B.C.E.에

있었습니다. 이 두 별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더라도 가깝게 위치해서 매우 밝은

빛을 내는 것은 11개월 동안이고, 이 11개월 동안 세번에 걸쳐서 태양-지구-

목성-토성의 순서로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 때가 7 B.C.E. 5월 27일, 10월 6일, 그리고 12월

1일이었습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년대는 7 B.C.E.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대왕이 죽은

때가 4 B.C.E.이고, 헤롯대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는 두 살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였다는 것(마 2:16)은 아마도 헤롯이

죽기 전 최소한 2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별의

움직임상 7 B.C.E.가 성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크고 밝은 별은

태양-지구-목성-토성이 일렬로 서는 때에 목성과 토성이 밤하늘에서 서로

겹쳐져 밝은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비로로 부록을 달아봅니다. ㅋㅋㅋ

그럼, 왜 박사들은 먼 페르시아에서 유대땅까지 왔을까요? 목성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행성으로

마르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두번째로 큰 빛을 내는 행성으로 왕을 상징하였지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지혜, 생명, 그리고 창조의 신인 에아를 상징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큰 두개의 빛이 하나로 합쳐져서

물고기 자리를 지나가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두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는 옛 세계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신에 의해서 선택된 새로운 왕의 탄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