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known World Gondar

BATHED 
IN THE SPIRIT
Gondar’s many castles have led it to be called Africa’s Camelot. But a visit to 

the northern Ethiopian city during Timkat, the festival that marks the Epiphany, 
reveals a spirituality that outstrips even its royal splendor.

에티오피아 곤다르 
팀카트 축제의 현장

수많은 성(城)이 있어 ‘아프리카의 캐멀롯’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북부 도시 곤다르. 

팀카트 축제 기간 동안 이 도시는 제국 시대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신을 경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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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WATER Timkat is celebrated throughout Ethiopia, 

but Gondar’s prominent past means it takes on a special 

significance here. Fasilides built a large castle and 

seven fortress-like churches on this site in the mid-17th 

century, declaring it Ethiopia’s capital. The emperors 

who succeeded him built their own palaces, turning the 

mountain plateau town into a spectacular royal bastion 

that is now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crowd on the streets swells as the procession 

makes its way through town, picking up teams 

of singing musicians beating goatskin 

drums in front of Debre Berhan 

Selassie, also known as the Trinity 

and Mountain of Light Church, 

which was built by 

Emperor Iyasu I. The 

stone church, like 

many here, doesn’t 

look like much 

ETHIOPIA

My last visit to Gondar was brief, just a pit stop in the 

bustling northern Ethiopian town to pick up supplies for a 

foray into the nearby Simien Mountains. Now I am back, 

and the city has transformed into its magical past, one in 

which it was the capital of the Ethiopian Empire, ruled by 

emperors who lived in castles and palaces that have led 

some to describe it as an African version of Camelot.

It’s a cold January morning, the type of day the highland 

inhabitants would usually spend indoors trying to keep 

warm. But today the streets are thronged with thousands 

of turbaned men and headscarf-clad women wrapped 

in ghostly white garments. Most of them are not locals, 

but pilgrims from across the country that have come to 

celebrate Ethiopia’s most important festival, Timkat, 

which marks the Epiphany and reenacts the baptism of 

Jesus in the Jordan River. In the buildup to the festival, 

Ethiopia’s Ministry of Tourism sets up cultural events, with 

locals dressing as they did in the days of Emperor Fasilides 

and reenacting early castle life, but on the actual day of 

Timkat there are no gimmicks. It’s the real thing.

곤다르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은, 시미엔 산맥 근교를 

여행하던 중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잠시 들른 에티오피아의 

북적거리는 한 북부 도시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방문한 곤다르는 에티오피아 제국의 수도라는 화려한 과거를 

재현, 완전히 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곤다르는 제국의 수도답게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채 안에 역대 황제들의 유적이 많아 

‘아프리카의 캐멀롯’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1월 아침은 뚝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고원 지대 주민이라면 

온기를 유지하고자 보통 실내에만 머무는 때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낮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터번을 두른 남자들과 유령처럼 

하얀 옷과 두건을 쓴 여자들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지 주민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팀카트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다. 팀카트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공현 대축일을 기리고 요단강에서 

치른 예수의 세례식을 재현하는 축제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관광부는 팀카트 축제 전, 주민들이 파실리다스 

황제 시대 의상을 입고 초기 성채의 삶을 재현하는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팀카트 축제 당일에는 이러한 관심 끌기용 

행사는 없다. 진지한 의식만이 치러진다. 

성수의 땅 팀카트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지만, 

이곳 곤다르의 팀카트 축제는 더욱 특별하다. 도시의 찬란했던 

과거 때문이다. 17세기 중반 파실리다스 황제는 곤다르를 

에티오피아의 수도로 공표했다. 그와 함께 거대한 성과 요새 

같은 교회를 7채 건축해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후대 황제들 

역시 자신들만의 왕궁을 차례로 세워 산악 고원 마을이었던 

곤다르는 장대한 왕실 요새로 탈바꿈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축제 행렬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거리의 인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야수 1세가 건축한 데브레 베르한 셀라시 교회 

앞에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연주자 

무리가 합류했다. ‘데브레 베르한’은 ‘빛의 산’, ‘셀라시’는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곤다르의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17세기 파실리다스 황제 시대에 지어진 성(왼쪽 페이지). 팀카트 축제 전, 

파실리다스 황제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아래). 

The fortress-city built by Emperor Fasilides and his successors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opposite). Prior to Timkat, events feature 
locals dressing as people did in the days of the emperor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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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the Ark.” The 14th-century Ethiopian epic Kebra 

Nagast states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abducted 

from Jerusalem and brought to Ethiopia during the first 

millennium. I crane my neck to get a glimpse, but instead 

of the gilded chest containing the stone tablets the Ten 

Commandments were written on, I see priests carrying 

large parcels wrapped in colored cloths on their heads.

The parcels are tabotat, replicas of the Ark that are 

blessed and then carried from churches to Fasilides’ 

Bath, a pool the emperor built adjacent to his castle. This 

is where the masses come to perform Timkat’s baptism 

rites. While much of Ethiopia struggles to find water 

during its arid winter — a circumstance that often limits 

Timkat celebrations to pouring a glass or two over friends’ 

heads — pilgrims come to Gondar by the thousands to 

jump into the large stone bath.

It’s hard to question the devout faith here, especially 

watching the frenzy that falls over participants who have 

come to Fasilides’ imposing palace. Solomon and I make 

에 따르면, 첫 번째 밀레니엄 시대에 모세의 십계를 새긴 

돌을 넣어둔 상자인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에서 탈취되어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고 한다. 나는 성궤를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둘러보았지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담긴 금박 상자 

대신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감싼 커다란 꾸러미를 들고 가는 

사제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 꾸러미들은 일종의 성궤 모형으로, ‘타보트’라 불린다. 이 

타보트는 교회에서 축성을 받은 뒤 파실리다스 황제의 성 근처에 

조성된 ‘파실리다스의 욕조’라 불리는 수영장으로 옮겨진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수영장에서 팀카트의 세례식을 

치른다. 겨울에는 매우 건조한 에티오피아 지역의 특성상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팀카트의 축제 의식도 친구들의 머리에 

한두 컵의 물을 붓는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석조 수영장에 뛰어들기 위해 수천 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이 곤다르를 찾는다. 

파실리다스의 웅장한 궁전으로 먼 길을 재촉해온 순례자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베켈레와 나는 수천 명의 구경꾼으로 인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수영장으로 향했다. 일부는 주변의 나무 위로 

외관상의 느낌은 그다지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곤다르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내벽과 천장 

전체를 장식한 프레스코화를 감상할 수 있다.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백 천사의 얼굴이 신도를 맞이한다. 

데브레 베르한 셀라시 교회의 베레케트 아디수 사제는 몇 분간 

축제 행렬에서 벗어나 나에게 데브레 베르한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거라오. 

구세주 강림을 믿는 수단의 마디즘 신봉자들이 1800년대에 

곤다르를 공격했을 때 모든 교회가 전소되었죠. 데브레 베르한도 

그들의 손에 파괴될 뻔했지만, 군사들이 횃불로 불을 지르려 하자 

교회 주변으로 시커먼 벌떼가 날아와 이들을 물러나게 했답니다.” 

아디수 사제가 자긍심 넘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 뒤를 

따라 대천사 미카엘이 불타는 검을 들고 나타났고, 침략자들은 

발길을 돌려 도망치고 말았다지요.”

나는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나 기꺼이 가이드를 자청하고 나선 

청년 솔로몬 베켈레를 다시 만났다. 그의 손에 이끌려, 메드하네 

알렘 교회 앞에 모여드는 군중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베켈레는 

알록달록 수를 놓은 가운으로 치장한 한 무리의 남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사제들이 성궤(聖櫃)를 들고 가요.” 

14세기에 쓰여진 에티오피아의 역사서 <케브라 나가스트>

from the outside, but the interior reveals one of Gondar’s 

masterpieces: a ceiling painted with the faces of hundreds 

of angels, many sporting different expressions.

Bereket Addisu, one of the church’s priests, takes a 

few minutes away from the celebrations to enlighten me 

about the legend of Debre Berhan. “We are standing in the 

place of a miracle,” he says. “When the Mahdist Sudanese 

warriors attacked Gondar in the 1800s, they burned all 

the churches to the ground. Debre Berhan was about 

to be included in this destruction, but when the soldiers 

came with their torches, a swarm of bees descended over 

the church and kept them back.” With a triumphant look, 

Addisu continues. “Archangel Michael appeared after this, 

with a flaming sword, and the invaders turned and fled.”

I’m led into the throng that has converged in front of the 

Church of Medhane Alem by Solomon Bekele, a jubilant-

faced and slender 20-year-old whom I’d met in a café a few 

days earlier and who had exuberantly pleaded to be my 

guide. He points to a group of men decked out in colorfully 

embroidered gowns and says, “Look, they are our priests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는 여성(왼쪽). 성궤의 모형인 ‘타보트’를 들고 가는 행렬(위). 

데브레 베르한 셀라시 교회 내부(오른쪽 페이지).

Timkat celebrations include a procession of devotees in bright 
costumes singing, beating goatskin drums and bearing replicas of the 
Ark of the Covenant (left, above). The spectacle is in sharp contrast to 
the quiet found within Debre Berhan Selassie Church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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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ay to the bathing pool, which by now is a scene of 

utter bedlam, with thousands of spectators cramming 

into every available space. Some have even climbed 

trees around the compound, and everyone falls into a 

spellbound silence as the priests begin their incantations.

“They are blessing the water,” Solomon whispers to me, 

his eyes ablaze with rapture. After a final chant, the mass 

of people gives a spine-tingling yell. Hundreds of pilgrims 

leap into the water. I turn to Solomon, but he is already  

gone, splashing about, his face beaming as if he has 

discovered a hidden elixir. 

The first celebrations of Timkat in Gondar date only to 

the 16th century. But witnessing the mass baptism taking 

place in the pool — with many of the participants clasping 

hands in prayer, holding crosses or crying with joy, the 

onlookers shaking prayer sticks, pounding drums and 

dancing as if the Holy Spirit has possessed them — I could 

swear I’m in a scene right out of the Bible.

 By Dave Stamboulis Photographs by Franck Charton

올라가기도 했는데, 사제들이 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일순간 모든 이들이 넋을 잃은 듯 침묵에 잠겼다. 

“물을 축성하는 거예요.” 베켈레는 황홀함에 반짝이는 눈으로 

나에게 속삭였다. 마지막 기도문의 낭독이 끝나자, 수많은 

순례자들은 전율을 일게 하는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물로 

뛰어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베켈레 쪽을 돌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베켈레의 얼굴은 마치 

숨겨진 영약이라도 찾은 듯 환한 미소로 가득했다. 

곤다르에서 처음으로 팀카트 축제가 열린 때는 16세기경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참가자들이 여전히 성령(聖靈)에 

사로잡힌 듯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거나 환희에 

울부짖고, 기도봉을 흔들고, 북을 치며 춤을 춘다. 경건함과 

흥겨움이 공존하는 대규모 세례식 한가운데 서 있자니 눈앞으로 

성서의 한 장면이 펼쳐진 느낌이 들었다. 

 글 데이브 스탐불리스 사진 프랑크 차턴 

사제들의 기도문 낭독이 끝나자 순례자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Timkat culminates in a mass baptism in Fasilides’ Bath, a pool that 
the emperor built adjacent to his cas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