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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정한 성지순례(justice tourism)를
위해2010년제네바에서개최된회의를통해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의에 모인, 14개국 27명의 신학자들, 팔레스타인 기독교활동가들, 그리고
여행사업 전문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성장을 위한 성지순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지에 대한 방문과 함께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사람들에대한관심을촉구했습니다.

이 회의는 대안여행그룹(Alternative Toursim Group, ATG)에 의해 준비되었고,
에큐메니칼여행연합(Ecumenical Coalition on Tourism, ECOT), 카이로스팔레
스타인(Kairos Palestine),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등의
협조와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큐메니칼포럼(Palestine-Israel Ecumenical Forum,
PIEF) 주관으로진행되었습니다. 대안여행그룹(ATG)은팔레스타인NGO로서, 성지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공정한 여행과 순례를 전문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성지순례의결정은뜻깊은여정의시작입니다.성지순
례가처음이든아니든,예수가걸었던그길을걸을때
는예수그리스도의가르침에어떻게응답해야할지
고민해야합니다.

이여정은,고통과폭력앞에무기력하게노출된우리
들에게, 평화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의
도움과헌신이필요합니다.새로운방식의성지순례는
우리들 삶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수있는지를알려줄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원하는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
이고신앙적인성지순례준비를위한성서적묵상과여
행수칙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외에도새로운개념의성
지순례를돕기위한다양한자료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여러분은팔레스타인사람들의눈을통해하나님
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지순례로
초대받았습니다.이들은수십년동안억압받고착취당
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존엄성과 신앙과 희망을
포기하지않은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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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류애를향한새로운개념의성지순례

"평화를원한다면정의를위해일하라"
교황바오로4세

"만약당신이불의한상황에서중립을
주장한다면,당신은억압자의쪽에
서는것입니다.
코끼리가쥐를밟으려고할때,
당신이중립이라고말한다면,
쥐는당신의중립에결코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데스몬드투투대주교



카이로스(kairos) :고대희랍어로적절한때를의미합니다

2009년12월팔레스타인기독교지도자들은카이로스문서(Kairos document)를발표했습니다.이문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외부에 알리고,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만들어졌습니다.다음은카이로스문서에서인용한내용들입니다.

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의요청(kairos call) :
유대교,기독교,유대교의성지에서점령은죄악이다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의 비극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이용하는데더관심을가지고있다... 이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일이다. 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필요하다.

모두가중동평화와평화협상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
이는 대부분 말뿐이다. 무력 점령과 자유의 제한이
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 우리 팔레
스타인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백성들이다...이땅에하나님의왕국이건설
될것을우리는믿는다.

"그들이...말하기를평강하다평강하다
하나평강이없도다"

(예레미아6:14) 데스몬드투투대주교

"땅과거기에충만한것과 세계와
그가운데사는자들은 다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24:1)

이를위해하나님은족장들과예언자들과사도들을이
땅에보내셨다. 이땅에는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존한다...서로존중하며사는것이하나님의뜻이며,
우리는이를존중해야한다.우리는불의와전쟁으로부
터해방되어야한다.이곳은하나님의땅이기에화해와
평화와사랑의땅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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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문서의전문과관련자료들은카이로스팔레스타인(Kairos Palestine,www.kairospalestine.ps)
볼수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목적은,위협과안전을명분으로한우월의식이나차별이나폭력이아니라,평등과나눔을위한공
동의비전을만들기위함이다.사랑과상호신뢰가가능한것처럼,평화와온전한화해도가능하며,정의와안전도
또한이루어낼수있다.

우리가처한현실을직접볼수있도록세상의모든그리스도인들을초대합니다.와서보십시오(ComeandSee).
우리는우리가처한현실을세상에알리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평화와사랑과화해의메시지를가지고우리
를찾아와함께기도하는여러분들을우리는순례자들로맞을것입니다.성지순례를통해직접이땅의현실을체
험하고,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람들을경험하기를원합니다.그리고이곳팔레스타인점령지의상황과진실을
세상에알려주시기를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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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념의성지순례를시도하는여러분은정의로운
여행자들입니다.순례를통해서성지에사는사람들의
삶을이해할뿐만아니라긍정적인변화를만들어낼
것입니다. 억압아래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는것은,이들의삶속에함께희망을심는동시에
경제활동을돕는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열약한경제상황처럼,관광산업은이스라
엘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자신들의관광산업발전을위해, 팔레스타
인으로들어오는모든출입을통제하는한편모든팔레스
타인지역의경제활동을심각하게규제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관광객들이주로이스라엘을방문하고있지
만,다행히팔레스타인을찾는관광객들이매년증가하
고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공동체는순례자와여행자
들을위한경쟁력있고특별한관광상품을개발해오고
있습니다.팔레스타인을방문하는여행자들을위한여
행수칙(The Code of Conduct fo-tourists to
Palestine)은유익한정보를담고있습니다. 『팔레스타
인에 대한 가이드북』 (Palestine and Palestinians
Guidebook)도대단히유용한자료입니다.

팔레스타인공정여행에는중요한목적이있습니다.그것
은 "성지에사는사람들을위한정의와평화를촉진하는
일"입니다.새로운개념의성지순례에참여하는교회
들과사회단체들과종교단체들정의에기초한평화를
위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위해
일하기를소망합니다.

"공정여행은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
경제교류를촉진시키며,환경을
보호하는효과적인수단이됩니다...
사회정의를소망하는여행자들은
성지에사는사람들에게긍정적인
영향을끼칠뿐만아니라,인권이
존중되는평등한민주사회에대한
확신을소유하게될것입니다."

라미카시스(RamiKassis)
대안여행그룹(Alternative TourismGroup)

공정여행(Justice Tourism)과팔레스타인여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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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일부신학자들은우리들이겪는고통을성서적,
신학적으로합리화하려고합니다.이러한접근은우리
의실존을위협합니다. 복음서에나오는 "좋은 소식
(good news)"이우리에게는"죽음의전조 (a harbin-
ger of death)"가되어버렸습니다.우리는이들신학자
들이하나님의말씀을더욱깊이묵상하기를원하며,
잘못된해석을바로잡기를소망합니다. 그래야만하나
님의말씀이모든인류를위한생명의근원임을알게
될것이기때문입니다. (카이로스팔레스타인, 팔레스
타인그리스도인들의호소,2.3.3)

우리는이땅에살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이는이념
적이거나신학적인문제만이아니라,사느냐죽느냐의
문제입니다.물론우리생각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도
있고,심지어우리가이땅에자유롭게살고싶다는이
유만으로우리를적으로여기는사람들도있습니다.
우리는이스라엘의점령으로인해고통당하고있습니
다.게다가우리에대한일부신학자들의편견으로 인
해고통을받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우리의소
명은하나님의말씀이죽음이아니라생명의근원인것
을보여주는것입니다.바로이것이우리모두를위한
"좋은소식"입니다.성서를이용해우리의실존을위협
하는사람들앞에서,팔레스타인의그리스도인들과무
슬림들은하나님에대한믿음을새롭게하려고노력하
고있습니다.하나님의말씀은결코파괴의근원이될
수없기때문입니다. (카이로스팔레스타인,팔레스타
인그리스도인들의호소,2.3.4)

"내백성이지식이없음으로망하는도다"

"팔레스타인사람들에대한불의한
정치적편견을지지하는근본주의
자들의신학적입장을재고하는것이
회개의첫걸음이다.
억압받는이들의편에서서,만인을
위한하나님의말씀을보존해야한다...
하나님은어느누구의편도아니다.
정의를원하시는하나님은우리모두의
주님이시며,우리모두를사랑하신다."

호세아4:6

모든인류를위한하나님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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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겪고있는문제들에대한무수한말들과언론보도들이있습니다.하지만우리의본질적인문제는수십
년동안고통받고있다는분명한사실입니다.수탈당하는수백만의팔레스타인사람들의고통을외면함으로써,
교회들은신자들에게중대한잘못을저질렀습니다.세계모든그리스도인들이우리가처한현실을좀더이해하
게된다면,그들은더이상정의와평화를위한우리들을울부짖음을무시하지않을것이라고성지에살고있는
우리그리스도인들은믿고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대한이스라엘의강점과압제의진실은아직도잘알려져있지않으며,영향력있는이익집단들과
언론에의해서감춰지고있습니다.이러한왜곡속에서그리스도인들을비롯한많은사람들은이스라엘의강점과
인권탄압을합리화하는한쪽의이야기만들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로인해어떤이들은단순히관광을목적으로성지를찾을뿐,이곳성지가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의현장이라는사실을깨닫지못합니다.외식하는바리새인들처럼이들은자신들의이기적인축복과믿음
에만관심을갖습니다.또한자신들의편견과선입관에사로잡혀,자신들이보고싶은것만봅니다.

참된그리스도인들에게는이러한거짓과불의를뛰어넘는신앙이필요합니다.진정한순례자들은오늘이곳에
서억압받고,가난하고,옥에갇힌이들과함께하면서살아있는그리스도를만나야합니다.그리고진실과정의
를소망하며,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평화를위해노력하는사람들을후원하고축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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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의팔레스타인성지순례의목적은직접
진실을확인하고"선하시고기뻐하시고온전하신" (로
마서12:2)하나님의뜻이무엇인지를찾는것입니다.

우리는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의땅과역사에대해
진진하게듣고배우고기도하면서의미있고뜻깊은
순례여정을시작하려고합니다.이러한배움의시간을
통해이미우리가알고있는것이도전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반면우리는팔레스타인사람들의삶과정의를
위한싸움을경험하며새로운배움을얻을수있을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순례는고통받는이들을위로하는한편,편안함을절제해야만합니다.

순례를통해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과함께세운관계에기초해우리는아래와같이진실과평화와화해를
위한길을찾아야합니다.

1.처음그리스도인들이살았던곳에살고있는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의체험적이고신학적인성서이해에
주의깊게귀기우려야합니다.

2.우리의삶과국가의정책속에서매일매일불의를경험하며살아가는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긍정적인영향
을끼치도록노력해야합니다.이를통해각자의삶의현장에서팔레스타인사람들을위한 책임있는활동을
할수있습니다.

3.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과함께그들의이웃인무슬림형제자매들을만나함께교제하면서팔레스타인의
다양성을경험해야합니다.

4.매일의삶에서모욕과분노와절망과갈등을경험하는팔레스타인사람들의이야기를들으며그들을
위로해야합니다.

5.팔레스타인사람들의존엄성과자유를위한싸움에함께동참해야합니다.

"어디선가정의가외면당한다면,
이는모든곳에서정의가
위협당하는것과같다."

마틴루터킹주니어

성지순례를위한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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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세상과사람들로부터격리된채헝겊으로싸여
있는죽은나사로와같은모습으로살아갈때가많습니
다.예수님은우리에게새로운삶과변화를위해죽음
으로부터걸어나오라고명령하고계십니다. 고린도후
서5장17절에서바울은 "그런즉누구든지그리스도
안에있으면새로운피조물이라이전것은지나갔으니
보라새것이되었도다"라고증언하고있습니다.하나
님은죽음마저도뛰어넘는전능하신분이시라는사실
을나사로의이야기는분명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따
라서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평화가불가능할것이
라는전제는결코성립될수없습니다.

성서는우리의삶이바로순례이며, 순례자의자세로
하루하루를살아야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습니다.
성서의모든내용은피조물들을새로운관계로거룩하
게이끄시는하나님의역사에대한증언입니다."그들
이이제는더나은본향을사모하니곧하늘에있는것
이라”(히브리서 11:16)는말씀이이를보여줍니다. 히
브리서13장은 "형제사랑하기를계속하고손님대접
하기를잊지말라이로써부지중에천사들을대접한이
들이있었느니라."고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성지보다더중요한것은성지에 살
고있는성도들과의교제입니다.거룩한축복과 임재
와권능의장소로의순례는반드시삶의현장에서이루
어져야합니다.우리는모두그리스도의지체들이기때
문에다른그리스도인들의신앙의표현과전통그리고
기쁨과갈등에민감해야합니다.

"이말씀을하시고큰소리로나사로야
나오라부르시니죽은자가수족을
베로동인채로나오는데그얼굴은
수건에싸였더라예수께서이르시되
풀어놓아다니게하라하시니라"

요한복음11:43-44

"사람아주께서선한것이무엇임을
네게보이셨나니여호와께서네게
구하시는것은 오직정의를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겸손하게
네하나님과 함께행하는것이아니냐"

미가서6:8

"즐거워하는자들과함께즐거워하고
우는자들과함께울라"

로마서12:15

새로운개념의성지순례에대한성서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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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개념의성지순례에대한성서적이해

하나님은우리의삶이위협받고,학대받고,파괴될때
찾아오십니다.아벨과우리야와나봇과이집트의노예
들과가난한이들과과부들을위해그분은찾아오셨습
니다.하나님은마른뼈들을살리셨습니다."이에내가
그명령대로대언하였더니생기가그들에게들어가매
그들이곧살아나서일어나서는데극히큰군대더라."
(에스겔서 37:10) 하나님의주권과통치는,삶의자유
가있고,눈먼자가앞을보며,양들이자유로이걸으며,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어디에나 현존합니다.
하나님은억압받는백성들을해방시키기위해예언자
들을보내셨으며,하나님의심판을선포하게하셨습니
다.우리의삶의현장에정의와사랑을이루기위해하
나님은영원한순례의길에서계십니다. 하나님은스
스로세상과어떻게씨름하며진실한인간의삶이무엇
인지를보여주기위해성육신하셨습니다.그리고불의
를벗기기위해스스로부당하게취급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25:25-35의최후의심판에관한비유를보
시기바랍니다.)

"주의성령이내게임하셨으니
이는가난한자에게복음을전하게
하시려고내게기름을 부으시고나를
보내사포로된자에게자유를,
눈먼자에게다시보게함을전파하며
눌린자를자유롭게하고주의은혜의
해를전파하게하려하심이라하였더라."

누가복음4:18-19

"하나님을사랑한다면,
하나님이창조하신그분의백성들도
사랑해야한다.
우리는교회(건물,기념물,전통,유물,
예배,상징)를사랑한다.하나님의
이름으로우리가만든것들을사랑하지만,
하나님이창조하신사람들과자연을
사랑하는데는실패했다."

DeenabandhuManchala,세계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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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수백만명의순례자들이성지를찾아왔고,
신앙인들의교제라는중요한것을경험해보지못한채
집으로돌아갔습니다.그리스도의삶과죽음과부활의
장소인성지에 2000여년간살아온팔레스타인그리
스도인들이존재는기독교그리고그전통과깊은연관
성을가지고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아랍세계와 함께
따뜻하고관대한친절을베풀며살아왔습니다.그리고
이와함께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수세기전부터
그들의 선조들이 해온 것처럼, 그들의 땅을 찾아온
순례자들을환영해왔습니다.

이땅의주인으로서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그동
안알려지지않았던성지들을순례자들에게안내해줄
수있고,이장소들에얽힌신앙의이야기들을들려줄
수도있습니다.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에게성지는
단지관광명소의의미를뛰어넘어매일의예배장소입
니다."살아있는돌들"인이땅의백성들은성지의거룩
한전승의지킴이들이며,그리스도와예언자들의삶의
이야기들이담겨있는장소들의보호자들입니다.

"사람에게는버린바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입은보배로운
산돌이신예수께나아가너희도
산돌같이신령한집으로세워지고
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받으실신령한제사를
드릴거룩한제사장이될지니라."

베드로전서2:4-5

"팔레스타인사람들의친절은
2000년전예수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이어져온오랜전통이다."

RichardPotts신부(The Ligourian편집장)
www.TravelPalestine.ps

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과하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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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이얼마나되는지알수는없습니다.대부분이흩어져살고있고인구조사도한적이없
기때문입니다.대략80만에서100만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팔레스타인전체인구의중요한한부분을차지
하고있고,언어는아랍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이들의역사는2000년전예루살렘에세워진초대교회와관련
되어있으며,이땅에서떠나본적도없는사람들입니다.현재동예루살렘(East Jerusalem)과가자지구(Gaza
Strip)를포함한웨스트뱅크(WestBank)에약5만명정도의그리스도인들이살고있으며,전체인구의약1.2퍼
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에는약16만명정도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적은숫자에도불구
하고이들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사회의지도력을가지고,특히사회사업과교육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
하고있습니다.팔레스타인의NGO들중대략45%정도가교회나교회관련단체들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대다수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미국,남미,호주,캐나다,유럽등지에살고있습니다.약15만명의그리스도
인들을포함한대략75만명의이들팔레스타인사람들이1948년나크바(Nakba,재난을뜻하는아랍어)의해에
추방되어난민들이되었기때문입니다.1948년이후의팔레스타인공동체의해체는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
을포함해예외없이진행되었습니다.

동예루살렘과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에거주하는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동양정교회(OrientalOrthodox
Churches),동방정교회(EasternOrthodoxChurches,Caledonian),가톨릭교회(CatholicChurch),복음주의교회
(EvangelicalChurch)등의네개교파에소속되어있습니다.13개의공식적으로인정된교파들외에도복음주의
계열의군소교단들이있습니다.

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거의모든지역에살고있습니다.그리고이들중대다수가
베들레헴과예루살렘성지인근에살고있습니다.대략10여개의마을혹은도시의시장이그리스도인들이며,
팔레스타인정부에도여러국회의원들과장관들이있습니다.

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은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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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팔레스타인의교회들을방문해함께예배를드리고,함께이야기를나누며교제하시기바랍니다.
십수개의그리스도교파들이있으니,팔레스타인에서교회를찾는것은어렵지않습니다.

2.팔레스타인여행사나안내자(지침서자료참조)의부분적인혹은전체일정에관한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이스라엘여행사들도웨스트뱅크에출입을허가받았으나,이스라엘안내자는팔레스타인의현실과다른
안내를하면서,어떤"아랍인들"과의접촉도허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3.이스라엘여행사들도베들레헴의예수탄생교회로여행자들을데리고가지만,잠간동안만머물고,
또한상품구매도권하지않습니다.여러분은팔레스타인식당에서식사하며,쇼핑을하고,호텔에머물면서
베들레헴을즐길수있습니다.이를통해팔레스타인경제를도울수있습니다.

4.팔레스타인사회,문화,교육,신학기관들을방문하실수있습니다.

5.다양한팔레스타인시민사회단체들이나여성,아동,인권,장애인들을위한단체들을경험할수있습니다.
또한그들의행사에참여할수있는지문의하시기바랍니다.

6.팔레스타인가정을방문하거나홈스테이를할수있습니다.팔레스타인여행사들은기꺼이한끼의식사나
혹은여러날을머물수있는홈스테이를주선해줄것입니다.

7."팔레스타인과사람들(PalestineandPalestinians)"과같은가이드북의도움을받는다면,보다풍족한
여행을즐길수있습니다.(지침서자료참조)

8.도보여행을시도해보시기바랍니다.도보여행은차로근접하기어려운팔레스타인의자연,풍경,문화를
직접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과의만남:
"살아있는돌들"과의의미있는만남을위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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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팔레스타인여행을위해반드시지켜야할것들이있습니다.아래의내용은팔레스타인과국제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의성지순례를위해필요하다고여겨정리한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순례의준비
팔레스타인여행을위해서다음을참조하기바랍니다.
1.여러장소를효과적으로돌아볼수있는실현가능하고균형있는일정을마련해야합니다.
2.최근소식이나행사들에관해,가이드북,여행안내서,여행후기등을통해사전정보를충분히얻어야합니다.
3.팔레스타인사람들을통해현지상황,안전문제,지역역사,문화,관습등에관한최신정보들을얻어야합니다.
4.단순관광보다는배움을염두에두시고,편견은버리고순례를떠나야합니다.

여행현지에서
팔레스타인여행도중만나는현지인들을배려하고자연을보호할때,여행자와팔레스타인사람들
모두에게도움이됩니다.
5.여행자세
•지역문화를존중하고배우기바랍니다.사진을찍는것은괜찮지만,팔레스타인사람들은 사진에찍히는것에
대해민감한편입니다.먼저찍어도되는지허락을받는편이좋습니다.

•지역의관습을따라야합니다.팔레스타인사람들의의복규정을존중하고소박한차림을하는것이좋습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과교제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문화적가치는그들과다를수있습니다.
예를들면,시간,교제,대화의개념이다를수있습니다.

6.습관
•연민을느끼며돈을주는등의근시안적인감정적행동을자제하시기바랍니다.이는상대방에게
모욕감을줄수있습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을그들의존엄성을위해싸우고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합니다.
•당신의생각이나방법으로팔레스타인사람들을격려하기보다는,책임있는자세로그들을후원시면좋습니다.
•성지를방문할때,해당성지를관리하는종교인들의안내를정중히받아드리는편이좋습니다.

7.천연자원의올바른사용
•소중한천연자원을절약하는일에동참하시기바랍니다.지나친소비는지양하는것이좋습니다.
•자신의나라와비교하지말고,다소불편하시더라도현지의상황에적응하시기바랍니다.

성지순례자들이지켜야할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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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경제후원
•지역의전문성을존중해적절한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지역의상품을소비하시기바랍니다.
•지역공동체에도움이되는여행을하시고,지역경제에도움이되도록대중교통수단,
현지안내인,숙박시설,식당,시장등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필요하다면봉사료를지불할수있습니다.
9.당신이만나는사람들은수년간군사적지배아래서살아온사람들인것을잊지마시기바랍니다.
정치적문제들에대해토론하거나,그들의이야기를들을때는진지해야합니다.

10.의미있는성지순례가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현지주민들의일상을경험하는일에
깊은관심을갖기를원합니다.

순례를다녀온후
팔레스타인여행을마치고집으로돌아오면,순례의경험을친구나이웃들과나누기원합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은당신의관심에진심으로고마워할것입니다.이를통해당신은여행의소중한의미를
되새길수있고,다른한편으로는주변의이웃들과공동체에도움을줄수있습니다.
11.경험나눔
•당신의공동체와팔레스타인공동체간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만나는사람들과당신의경험을나누시기바랍니다.
•만약단체여행을했다면,다른여행자들과경험을나누면좋습니다.
•가족들과함께여행경험을나누고,글들을써서주변공동체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12.여행중다짐한것을잊지말아야합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에게당신이약속한것을잊지말고,그들을계속존중하시기바랍니다.
•팔레스타인사람들을기억하고,그들을위해기도하며,필요하다면행동에나서야합니다.

13.경험을통해배운것을발해야합니다.
•여행을떠나기전과여행을다녀온후의당신에게일어난변화에대해생각해보십시오.
•사람들을만나면,당신이경험한편견과불의에대해이야기하시기바랍니다.

14.실천이필요합니다.
•중동에서의당신나라의개입과활동에대해관심을가져야합니다.
만약그것이옳지않다면나서서반대해야합니다.부정확한여행정보나고정관념을가지고
있는언론보도등에도반대해야합니다.

2009년 Palestinian Initiative for Responsible Tourism(PIRT)가제작한 " 팔레스타인의관점에서바라
본성지순례를위한수칙(A Code of Conduct for Tourism in the Holy Land: A Palestinian Initiative)"
에서발췌했습니다. 수칙전문이나추가정보를원한다면www.pirt.ps를방문하면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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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팔레스타인인권단체:

Al Haq
Independent Palestinian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organization
www.alhaq.org

Applied Research Institute of Jerusalem (ARIJ)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www.arij.org

Badil
Resource Center for Palestinian Residency& Refugee Rights
www.badil.org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 Palestine Sectio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Palestinia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www.dci-pal.org

International Center of Bethlehem
Lutheran-based, ecumenically-oriented institution empowering the local community
www.annadwa.org/dar

International Middle East Media Center
Independent media coverage of Israel-Palestine
www.imemc.org

JointAdvocacy Initiative (JAI) of theEast JerusalemYMCAandYWCAofPalestine
Working for peace with justice in Palestine, based on humanitarian and Christian values.
www.jai-pal.org

도움이되는자료들
(추가정보를원할경우www.pirt.ps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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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ros Palestine
Christian Palestinians’ word to the world about what is happening in Palestine
www.kairospalestine.ps

Palestine Center for Human Rights
NGO based in Gaza dedicated to protecting human rights
www.pchrgaza.org

Palestinian Bible Society
Committed to making theWord of God available to Palestinians
www.pbs-web.com

Sabeel
Palestinian Ecumenical Liberation Theology Center
www.sabeel.org

ISRAELI HUMAN RIGHTS ORG ANIZATIONS:
이스라엘인권단체:

Alternative Information Center
Promoting the human and national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www.alternativenews.org

Breaking the Silence
Israeli soldiers document their tim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www.shovrimshtika.org/index_e.asp

B’ tselem
The Israeli Information Center for Human Right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www.btselem.org

Gisha
Legal Center for Freedom ofMovement
www.gish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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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i Committee Against House Demolitions
Non-violent, direct-action organization to resist Israeli demolition of Palestinian houses
www.icahd.org

Rabbis for Human Rights
Seek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Israel and in areas for which Israel has taken
Responsibility.
www.rhr.org.il

Who Profits?
Exposing the Israeli occupation industry
www.whoprofits.org

Zochrot
Israeli citizens working to raise awareness of the Nakba
www.nakbainhebrew.org/index.php?lang=englis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적인관련단체:

Christian Peacemaker Teams (CPT)
Faith-based non-violent support in situations of lethal conflict
www.cpt.org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 (EAPPI)
Accompaniment andadvocacy efforts to end theoccupation (An initiativeof theWorldCouncil of
Churches)www.eappi.org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Non-violent resistance th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www.palsolidarity.org

UN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s o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www.ohchr.org/EN/countries/MENARegion/Pages/P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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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관련도서:

Of theMiddle East by Robert Fisk (2005)

I am a Palestinian Christian byMitri Raheb (1995)

Palestine-Peace not Apartheid by Jimmy Carter (2006)

Palestine in Pieces: Graphic perspectives on the Israeli Occupation
by Kathleen & Bill Christison (2009)

The Question of Palestine by EdwardW. Said (1992)

DOCUMENTARIES :
관련자료:

Hope in a Slingshot (2008)
www.roninfilms.com.au/feature/1706.html

Occupation 101 (2006)
www.occupation101.com

Slingshot Hip Hop (2008)
www.slingshothiphop.com/dvd

With God on our Side (2010)
www.withgodonourside.com

PALESTINIAN PILGRIMAGE AND TOURIST RESOURCES :
팔레스타인성지순례자료 :

Alternative Tourism Group
Palestinian NGO specializing in justice tourism
www.at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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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Palestine
The Official Website for Tourism in Palestine
www.travelpalestine.ps

Palestinian Initiative for Responsible Tourism
A network of organizations advocating responsible tourism in the Holy Land
www.pirt.ps

Visit Palestine
Your guide to Palestine www.visitpalestine.ps

GUIDEBOOKS:
가이드북:

Palestine and the Palestinians (Second edition 2008)
Published by and available from Alternative TourismGroup: www.atg.ps

팔레스타인관련한국어책

팔레스타인그리스도인들의삶과고난
성공회예루살렘주교리라아부엘-아쌀지음,도서출판이레서원

나는팔레스타인크리스천이다.
미트리라헵목사지음,사)기독교문서선교원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노력(카이로스팔레스타인선언번역자료)
YMCA생명평화운동연구시리즈⑨

팔레스타인땅,이스라엘정착촌
홍미정지음,서경문화사

울지마,팔레스타인
홍미정,서정환지음,시대의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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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 See 한국어 판은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타인능해에 의해 제작 되었습니다.

타인능해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성지인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고 이해합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로마서12:2)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지 순례가 "성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촉진하는 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화해에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번역으로 도움 주신 부산 신학대학 탁지일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자료를 찾아 주시고 정리해주신 이은솔, 민경일님께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