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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무국 

J. 허버트 넬슨  목사 
총회 정서기 
 
 

장로교 형제 자매 여러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대통령은 "성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투쟁을 종식시킨 것에 관해 "세기의 거래"를 발표함으로써 화제를 바꾸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래"는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게 
했던 조건들을 냉소적으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터무니 없이 훔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팔레스타인 국가에 할당된 지역에도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이익을 포함하려는 
진정한 의지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장로교 총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계획은 "성지"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절대적 위반입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인정한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해를 우리 교회는 일관되게 비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지 건설과 요단강 서안 
전역의 팔레스타인 땅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막대한 면적을 몰수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의 신성한 도시를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분단 되지 않은 수도로 
선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도시의 깊은 종교적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인 주장은 
무시되거나 손상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일방적 행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주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들의 땅은 
도둑맞았습니다. 그들의 성지는 폄하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사업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군사 점령의 철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된 "거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지"에 우리 자신의 뿌리를 염려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부와 우리 대통령의 노력 아래 일종의 사회 및 종교적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뇌와 분노로 외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법 점거와 이스라엘과 그 군부에 의한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모순 중 하나는 우리가 혐오하는 유럽과 미국의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적 사상의 가능성입니다. 더 많은 폭력은 제안된 것과 같은 "거래"의 피할 수 
없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는 억압이 지속되는 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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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지에서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장로교인들에게 우리 대통령에게 더 나은 "거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이 단지 유대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행해질 때까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유대인 자매와 
형제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평한 미래를 위해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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