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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4월 16일 

 

이스라엘의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신에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6곳은 ‘도피성 (City of Refuge)’으로 지정되었다. (뒷면의 

지도 참조)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과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3개의 

도피성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 있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도를 참조하여 보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여 있어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할 경우 하룻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거리상의 이유로 지중해 근처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달아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 따라서 이 

‘도피성’은 실수로 위중한 살인죄를 지었으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피난처’인 것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의 친척들로 부터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 것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달아나도 소용이 없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되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죄사함)’의 은총이 내려진 것은, 이 도피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과실에 대하여 죄사함(사면)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고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게데스 –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인 ‘납달리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세겜 –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다. 세겜 남쪽으로 그리심산 (해발 846m)과 북쪽으로 에발산 

(해발 940m)이 위치해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깨 

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헤브론 –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여, ‘연합, 동맹,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다. 

 

:: 골란 – ‘므낫세 동쪽 지파’에 속한 땅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란 의미이다. 요즈음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골란 고원 (Golan Heights) 지역이다. 골란 고원 북쪽에는 헤르몬산 

(Mount Hermon)이 위치해 있고, 이 헤르몬산에 ‘갈리리 바다’의 ‘발원지’가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쓰는 식수의 70%를 ‘갈릴리 바다’에서 공급하고 있다. 

 

:: 길르앗 라못 – 요단강 동쪽 ‘갓 지파’의 땅에 속해 있으며 ‘언덕, 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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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셀 – 사해 동쪽에 위치한 ‘르우벤 지파’에 속한 땅으로, ‘요새’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요새’가 되신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