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주간
“어린이와 청소년: 희망을 키우고 변화를 만들다”

배경: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
은 매년 국제평화의 날인 9월 21일이 속한 한 주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예배와 교육활동, 옹호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증언에 힘써줄 것을 요
청하고 있다.

날짜: 2018년 9월 16일(일)  23일(일)

주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위; 피해자에서 평화를 만드는 이
(Peacemaker)로

“평화를 위한 변화의 바람이 되십시오”
•

폭력적 분쟁의 가해자인 청소년

•

폭력적 분쟁의 피해자인 청소년

•

평화 과정에서 자산으로서의 청소년

• 평화 구축자로서의 청소년
• 변화의 대리인으로서의 청소년

주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에 회원 교회, 신앙공동체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합니다. 정의의 소망을
공유하는 전 세계 교인과 개개인들은 공동의 공적 증언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평화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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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상황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
•

학교의 접근성: 팔레스타인에서는 교육을 받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웨스트 뱅
크와 동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학교 운
동장, 교실에서도 심각한 괴롭힘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WCC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 유니세프 협력)의 참여자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많은 공격을 목격했고, 이
런 괴롭힘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이들은 검문소에서의 지체, 군
대 주둔, 정착민 공격, 위험한 도로, 폐쇄 군사 지역, 철거 명령 및 폭력적 충돌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의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
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그리고 이들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 체포 및 구금: 이스라엘 군사법원 제도를 통해 매년 약 500-700명의 팔레스
타인 어린이들이 체포, 구금 및 기소되고 있습니다. 군법에 따르면, 12세에 불과한 미
성년자들도 체포될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보안 범죄”로 간주된 돌멩이질 때문에
체포됩니다. 피고인 대부분은 무장 군인들에 의해 야간에 체포되며 군사 법원에 기소
될 때까지 구금됩니다. 동일한 군령 하에서 어린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지
만, 실제로는 소수의 어린이들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회: 유럽직업훈련재단(European Training Foundation)의 팔레스타인 노동 시
장 및 고용 정책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에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참여율이 낮
다는 것입니다. 불충분한 투자와 높은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신입 노동자들이 노동시
장에 흡수될 수 없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수입과 국제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이동 규제는 무역 부문에서 낮은 고용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웨스트 뱅크
와 가자 지구 의 젊은 층(15-24세)의 실업률은 모두 매우 높습니다. 평균 실업률은
각각 38.8%, 52%로써 가자 지구의 실업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두려움과 정신적 외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폭력과 분쟁 상황은 어린이들
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잦은 악몽에 시달리고, 심리사회적 악화의 징
후를 보입니다. 2018년 5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가 인
터뷰한 20개 학교 교장들의 전언에 따르면, 아이들에게서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와

2

악몽을 포함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에 대한 폭력적
대응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사회적 지원의 증대라고 전했습니다.

중재자(Peacemaker)로서의 청소년을 위한 희망과 기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형성된
다고 봅니다. 그들은 가족과 분리되거나, 고아가 되거나, 강제로 아동 노동에 종사하거나, 가
장이 되거나,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될 수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스
스로 개척하고, 분쟁 상태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 다른
여정,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치유와 화해: 성경에는 화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협상, 회개,
용서, 그리고 공동의 기초와 공유된 미래를 탐색함으로써 갈등과 적개심, 경험 또는
불의에 대한 인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의 화해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
지로 신약에서도 화해가 현재의 변화, 즉 매우 뿌리깊은 갱신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평화”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로마서
5:1, 11). 이는 또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요한 방식으로 작용합니
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힘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선물
입니다. 이들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평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

문화와 전통: 지속적인 평화는 신앙과 영적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합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는 사람
들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루어지는 화해는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치유의 길을 결정하고 창출합니다.”라고 했습
니다. 문화와 전통은 돌과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은 현재와 미래사회에 중요한 과거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은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보호하며, 홍보하는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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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를 통한 평화 증진: 평화는 폭력의 부재 또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평화는 성 평등, 정의, 지속적인 교육과 균등한 고용 기회, 인권 보호,
정치적 포용 등을 포함하여 서로를 강화시키는 수많은 요인, 상황과 관련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별히 지도력 개발 과정에서 이웃 종교와 소수 민족의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풀뿌리 운동의
차원에서 많은 벽을 허물게 합니다.

관련 자료:
•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 관한 WCC 정책 (1948-2016, 요약자료)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public-witness/
peace-building-cf/wcc-policy-on-palestine-and-israel-1948-2016-summary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접경지역의 폭력사태에 대한 WCC 규탄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wcc-decries-violence-on-israel-palesti
nian-border
• 성지에서 정의로운 평화와 ‘처벌 면책의 종식’을 위한 WCC의 요청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wcc-calls-for-just-peace-and-an-end-t
o-impunity-in-the-holy-land
•

예루살렘 지원에 관한 Al-Azhar Al-Sharif 국제 회의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general-secretary/speeches/al-azh
ar-al-sharif-international-conference-on-supporting-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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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도문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청 Atallah Hanna 주교)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 육
신을 입고,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뿌리내리
고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주옵소서. 불법점령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을 떠나게 되어 숫자는 줄었지만 우리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룩한 곳에서 선함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과 어린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희
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와 장애인이 고통과 곤경,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비통함과 비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당신의 자
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들, 수감자들의 가족과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에 정의
가 성취되기를, 억압받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당신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시
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폭력, 살인과 죽음의 언어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안전과 평화, 안정감
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 테러, 살해와 폭력의 문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괴, 혼돈과 절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와 예멘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
옵소서. 이 지역에서 테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그리스도인과 모든 시민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 살인, 폭력의 언어가 없기를 원합니다. 진
정한 대화와 사랑, 인간애와 화해의 문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혼돈, 전
쟁과 불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젊은 날의 상처를 견디고
당신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 각 나라와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인류 가운데 사랑, 연민과 인간애의 가치를 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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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도문

(라말라 루터교회 Imad Hadad 목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는 무겁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당신께 나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당신을 닮게 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강
렬한 빛으로 불의와 전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빛을 마주하도록
또한 복수, 증오, 두려움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삶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풍성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당신께 배운 진정한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진리는 우리를 두려움, 증오와
극단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셔서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축복받은 이 땅에 우리의 자
녀들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확증되고 사랑
으로 세워진 참된 소망에 이르게 하기를,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받아 들이 데
에 방해가 되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
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주신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평
화 속에서 자라기를, 또한 검문소, 감옥과 총의 공포가 없는 곳에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화롭고 즐겁게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
소서. 정치인들과 의사 결정권자들의 눈을 여시어 모든 싸움과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존중,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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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기도문
(예루살렘 감리교회 웨스트 페나인 무어 구역 John C Howard-Norman 목사)

하나님, 당신께서는 팔레스타인 거리를 거니실 때 점령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갈라진 세상 속
에서 사랑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
들과 유대인, 무슬림, 드루즈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 의심, 증오, 불의, 역사 그리고 분열이 가득합니다.
오래 전에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갈구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폭력과 증오에서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가
치를 인정하며 모든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샬롬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시대에 평
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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