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생 동굴? 마굿간 아니야? Grotto of the Nativity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보면, 적지않게 당

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교회 지하의 동굴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번듯하고, 교

회에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인가를 찾게 되는데, 정작 

교회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 

정면의 제단 아래의 동굴로 내려가야 예수님께서 탄

생하셨다는 장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께서는 동굴이 아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거 구유에 뉘었으

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 

2:7)

꼭 마굿간이라고 성경에서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으니, 당연히 마굿

간 또는 외양간일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이 뿐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에 

가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마리아의 집이 마

치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굴거주라고 하면, 마치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 원

시인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뭔가 예수님께서 태어

나신 장소나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대해

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이스라엘의 집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의 구조는 4개의 방이 있는 형

태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이런 집구조를 Four 

Room House 라고 부르는데, 이 4개의 방의 구조는 신

기하게도 가나안 지역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의 형태가 이집트에서 발견

된다면, 가나안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가능하게 하는 아주 독특

한 가나안 지역 만의 주거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Four Room House의 단면도에서 4개의 방 가

운데에서 벽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들은 돌기둥입니다. 이 돌기둥이 있는 곳은 마굿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탄생 동굴] 왼쪽 사진과 같이 몇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있는 작은 문을 들어가서 또 약 10여개의 계단을 더 내려가야 예수님게서 탠생하

셨다는 예수님 탄생 동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워낙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가 작고 동굴의 내부도 그리 넓지 않아서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

생교회에 가서 저 동굴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손 한번 만져보는 데에가지 빨리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

야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필요한 공간들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아 

지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좀더 부유한 집이라면 더 

많은 공간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

람들은 가운데의 그림처럼 4개의 공간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을 더 나누어 좀더 실용적으로 공간

을 활용하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왕국의 수도

였기 또 했던 Tel el-Farah (디르사)에서 발견된 이스라

엘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6개의 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집의 

구조를 Six Room House라고 부

르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방의 개수는 4개 이상이 되지만, 

그 공간의 활용이 4개의 커다란 

공간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주

거 형태를 통틀어서 Four Room 

House 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Four Room House는 단층의 

건물일 수도 있고, 복층 건물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도시 

또는 마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물

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샘이 있어

야하고, 서로 왕래하기 편한 교

통의 요지에 있어야하기도 하겠

고, 적들이 공격했을 때에 방어

하기에 수월한 약간의 언덕이면 

[복층 가옥구조]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거하던 가옥의 전형적인 구조 

[Four Room House]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거하던 가옥의 전형적인 구조 

더 좋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수 있는 벌판이 있어야하

겠고.... 등등 많은 조건들을 다 

갖출 만한 장소는 아주 많지 않

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지

나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

역은 일정할 수 밖에 없겠는데

요. 그러다 보니 도시나 마을이 

번창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옆으

로 집을 늘릴 공간은 없기 마련

입니다. 그래서 복층의 건물들이 

생겨났다고들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복층의 건물들 역시 Four Room House의 토대

위에 건물을 올린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아래층은 마굿간이 있고, 위 

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아랫층에 마

굿간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우기 (겨울)에 난방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뜨

거운 공기는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

래층에 마굿간을 놓게 되면, 우리나라의 구들처럼 뜨



끈하지는 않을 지라도, 동물들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공기를 데워줄 수 있습니다. 매우 지혜로

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좀 더 넓은 마당을 소

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표

적인 주거의 형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가옥의 구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

니다. 복층 구조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들도 

많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광야 지역에서 나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비싼 건물일 수 밖에 없으니 말입

니다. 게다가 이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천정을 받쳐

주는 돌기둥도 필요한데, 그것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

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들이거나,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층으로 건물

을 올리는 일반적인 방식은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하

는 것이었습니다. 자연동굴을 건물 벽 안쪽으로 넣어

서 저절로 2층이 생기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자

연적인 동굴을 이용하면서도 Four Room House의 구

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굴의 위쪽 사람들이 거주하

는 공간에 벽을 쌓아서 방의 구분을 만들 수도 있고, 

[복층 가옥구조] 자연 동굴을 이용한 복층 가옥구조 

굴들이 있었기 때문이 이런 가옥구조가 가능했던 것

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

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주된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동

굴의 위쪽 부분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공간이 충분

치 않아서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의 동굴이 있는 마굿

간에서 마리아가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

다. (마굿간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표현때문에 우리 나

라의 문화 배경으로 마치 별채처럼 되어 있는 우리네 

외양간을 생각하신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동굴

에서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굴 안쪽에도 벽을 만들어서 마

굿간과 창고로 따로 따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구

조에서는 4개의 공간 구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됩니다. 그래

서 아주 단순한 복층 건물이 되기 

쉽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자연

동굴이 있는 곳은 마굿간으로 사

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온과 난

방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동굴이

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옆의 그림처럼 자연적인 동굴

을 이용하여서 집을 지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동

굴을 이용하여서 집을 지었을 것

이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자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