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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인류 최고 보물과
비밀의 저장고
바티칸 시국은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나라’
로 통한다. 지구상 국가들 중 가장 작지만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와 교회, 교구를
통괄하는 최고 통치기관인 교황청이 자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이 지내는 가톨릭
의 성지이자 인류의 가장 귀한 보물과 비밀
이 담겨 있어 연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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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recious

Heritage

바티칸 시국 지도와 주요 시설

Radio Station

Vatica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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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라디오 바티칸 시국의 국제방송국으로
1931년 개국했다. 이탈리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7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주
요 내용은 가톨릭 복음이다. 송신소는 바티칸
시국의 영토가 좁아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다.

(AFP=연합뉴스)

헬기장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궁전 내의 미술관, 도서관, 기념물 등을 포괄하는 공
간이다. 고대 조각과 벽화를 비롯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이 있으며, 역
사적인 사건에 대한 숨겨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 등이 있다.

Sistine Chapel

Post Office

(AFP=연합뉴스)

시스티나 예배당은 바티칸 시국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내부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아름다운 그림이 자리하고 있다.
역
기차
(AFP=연합뉴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해주십시오.”
로마를 탈출하려다 예수를 만난 후 되돌아온 베드로가 로마군에 붙잡혀 최후를 맞으며 한 말이다. 베드로는
지금 바티칸 시국의 그의 이름을 딴 성당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
바티칸 시국은 1870년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군대에 함락되면서 교황청이 보
유했던 영토를 빼앗겼다. 8세기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영토를 바친 뒤 1천100년 동안 유지했던 지배권을 상

시스티나 예배당 건축가 조반니 데
도르티의 설계로 1481년에 완성됐
다. 내부 벽면과 천장의 그림은 르네
상스 회화의 보고임을 여실히 드러낸
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
클라베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비오 4세 빌라

성 베드로
대성당

미
술
관

로이터=연합뉴스)

바티칸 우체국 바티칸 시국을 방문한 사
람들이 기념엽서를 보내기 위해 주로 이
용하는 시설이다. 배달 정확도 100%를
자랑하며, 환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도
서
관

실한 것이다. 교황은 이탈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로 자처했다. 교황 비오 9세
(1846~1878 재위)는 교황청을 독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1929년 교황 비오 11세는

교황청

파시스트 정권과 라테란(Lateran) 협정을 맺으며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했다. 무솔리니는 바티칸을 독립국가
(로이터=연합뉴스)

인쇄소

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의 승인을 얻어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고, 교황은 주권 국가의 지위를 얻으며 교회의
성 베드로
광장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출
입
구

Papal Apartment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분의 1 정도인 0.44㎢의 공간에는 가톨릭의 최고 기관인 교황청과 바티칸의 상징인
성 베드로 대성당, 시스티나 예배당, 교황이 생활하는 궁전,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은
832명(2011년)에 불과하지만 인구밀도는 세계 6위에 올라 있다. 물론 대부분은 성직자와 근위병이다. 교황

Paul VI Hall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으로만 구성된다. 1527년
신성로마제국의 로마 약탈 당시 스위스 용병들

바오로 6세 알현실 교황의 일반
알현을 위해 성 베드로 광장 대신
이용하는 건물이다. 최대 수용 인원은
6천300명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페리클레 파치니가 청동과 황동으로 제
작한 ‘그리스도의 부활’ 조각상이다.

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교황을 지켜 바티
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곳에는 교회
시설만 있을 것 같지만 방송국과 우체국, 기차
역, 은행, 시장이 있고, 박물관에는 하나뿐인 레
스토랑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황 아파트 성 베드로 광장이 내려다보이
는 곳에 자리한 교황의 아파트이다. 교황은
매주 일요일 이곳 창문 뒤에서 성 베드로 광
장에 모인 방문객을 만난다.

(AFP=연합뉴스)

201304 91
(AFP=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Feature

Vatican City
3월 19일 미사를 집전하
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을
찾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어린이의 머리를 만지
고 있다. 교황은 일반적으
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에 바티칸 시국의 방문객
을 만난다.

(로이터=연합뉴스)

방문객 최고 희망은 ‘교황 알현’
가톨릭 순례자들은 물론 바티칸 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 중 하나는 교황을 알현하
는 일이다.
그러나 교황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이자 시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
자나 고위공직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면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교황 알현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부서인 교황궁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황 알현이나 교황 집전 행사
에 참석한 이는 총 235만1천200명이었다. 알현 참석자는 44만7천 명이었고, 성 베드로 광장이나 카스
텔 간돌포 여름 집무지에서 열린 삼종기도에는 약 125만 6천 명이 참석했다. 또 50만1천400명이 교황
이 주재하는 행사에 참석했으며, 14만6천800명은 개인적으로 교황을 만났다.
일반인이나 관광객은 먼발치에서 교황을 보고 그의 말을 듣는 일반 알현이나 일요일 삼종기도 참석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황은 일반적으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광장에
모인 방문자들을 만난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교
황은 성 베드로 광장 오른편의 숙소 건물 맨 위층 오른쪽으
로부터 두 번째 창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간혹 성 베드로
광장에 등장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물론 교황이 주례하
는 미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작정 바티칸에 간다고 교황을 알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황궁내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기입해 팩스로 미리
신청을 한 후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참석 티켓을 수령해야 한
다. 참석 티켓은 무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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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가치의 보물들
바티칸 시국은 1984년 국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각기 다른 시기에 세워진 성당 3개로 구성
된 성 베드로 대성당과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 모양의
광장, 하늘을 찌를 듯한 오벨리스크, 호화로운 궁전
등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류 최고의 보물로 여
겨진다.
보물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죽은 예수를 품
에 안은 마리아를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베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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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니가 만든 ‘성 베드로의 의자’, 아르놀포 디 캄비
오가 제작한 ‘베드로의 청동상’은 성 베드로 대성당
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베드로의 청동상’은 순례자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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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바티칸 시국은 수많은 보물들을 품
고 있다. 고대 조각과 회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작품, 역대 교황들의 수집품 등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들이 오른쪽 발등에 입맞춤하는 전통이 있어 발가락

역사적인 비밀 간직한 비밀 문서 보관소

이 많이 닳은 것을 볼 수 있다.

교황청은 지난해 비밀 문서 보관소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문서 100점을 일반

바티칸 박물관은 보물들의 집합소이다. 회화관, 피오

에 공개했다. 가톨릭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세 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르네상스 이후에도 중

클레멘티 미술관, 이집트 박물관, 도서관, 키아라몬

요한 영향을 미쳐 비밀 문서 공개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티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라파엘로의 방 등에는

공개된 문서 중에는 1312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주재한 템플러 기사단에 대한 종교재판, 기사단의

고대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미술품과 역대

신성모독적인 입단식 행위에 대한 교황의 사면을 담은 양피지, 1521년 교황 레오 10세가 마르틴 루터

교황의 수집품 등이 소장돼 있다.

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한다는 내용을 담은 칙서가 포함됐다. 또 1530년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요

지난 3월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열린 시스티

청서, 1633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기록, 1793년 처형되기 전 교황에게 보낸 프랑스 마리 앙투

나 예배당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아네트 왕비의 편지 등도 흥미를 불러일

심판’을 볼 수 있고, 라파엘로의 방에는 ‘아테네 학당’

으켰다.

이 자리한다. 또 벨베데레의 안뜰에서는 후기 헬레니

그러나 공개된 문서들은 극히 일부에 지

즘 시대의 걸작인 ‘라오콘’과 우아한 ‘아폴로상’, ‘헤

나지 않는다. 이곳에는 8세기 말부터 역

르메스 상’ 등을 볼 수 있다.

대 교황들이 유럽의 왕과 제후, 추기경,

바티칸 비밀 문서 보관소에는 역대 교황
들이 받은 서신을 비롯해 성서 사본, 재
판과 회의 기록 등 방대한 양의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교들로부터 받은 서신을 비롯해 성서
사본과 각종 발표문, 재판과 회의 기록
등 3만5천여 권에 달하는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고의 선반을
모두 이으면 85㎞에 이른다고 한다.
비밀 문서 보관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
는다. 많은 이들은 예수와 마리아, 교회
에 관련된 수많은 비밀들이 이곳에 잠들
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많은
학자와 일반인들이 이곳에 호기심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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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이유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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