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다니던 길이라고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닙

니다. 늘 드리던 예배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알아오던 그 사람

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낯선 사람으로 다가올 때

도 있습니다. 베델(Bethel)과 아이(Ai)를 가기 위해서 

늘 지나던 마을 타이베(Taybeh)가 바로 제게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타이베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작은 아랍마을입니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타이베는 구약성서 시대의 "오브

라"(Ophra)이자(수 18:23), "에브라임"이라는 도시이기

도 합니다(삼하 13:23).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1:54에 

단 한번 나오는 마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마

을은 다른 아랍마을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을 전체

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거대한 광야와 이슬람 마

을 가운데에 외로운 섬과 같은 마을입니다. 

항상 지나가기만 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지

나치지 않고 섰습니다. 오래된 교회의 옛터에 섰

습니다. 

세월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린 비잔틴 시대의 교회

의 흔적(5세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들

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비록, 멜카이트, 그리

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건물이 건재해 있

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바로 이곳 무너진 교회를 찾

아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한눈

에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제단 뒤 벽으로 펼쳐보이는 광야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잠

시 몸을 숨기셨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팔레스타

인 Area A, B 지역을 지날 때마다 드는 긴장감 따위

는 이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숨소리만 바람을 

타고 들려오니 말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셔야했던 예수님. 자신의 죽

음을 준비해야했던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타이베 Taybeh라는 말은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살라딘 Saladin이 붙여준 이름이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마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살라딘이 칭찬하였는데, 그래서 '타이베'라는 말은 아랍어로 '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선한 마을

이라는 뜻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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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면, 이 교회의 한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라도 고요하게 있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잠시 계셨지만, 그 예수님 때문

에 한 마을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

었고,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잠시 오셨던 예수

님이 아니었다면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

로 때가되면 모스크에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렸

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시간

이 되면 아름다운 교회의 종소리들이 들리고, 새벽

에는 성경을 읽는 사제들의 목소리들이 텅빈 광야

를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그 메마른 광야의 척박

한 마을이 그럴진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을이 세워졌는지,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소리들이 텅빈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

지 광야에서 귀기울여 봅니다. 

성 죠지 교회 St. George Church의 무너진 제단 뒤로 보이는 유대광야의 작은 언저리. 제단에 올라서 무너진 벽을 너머로 보면 요르단에 이르는 드넓

은 광야가 펼쳐져 있다. 금새라도 광야는 사람들을 빨아들일 것같다. 

교회의 곳곳의 구석진 곳에는 이렇게 마리아의 성상들과 정교회 교인

들이 기도하며 피웠던 향과 재들이 남아있다. 아직 타고 있는 촛불은 이

곳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예

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