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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해산
아셰르 인트레이터

약 두 달 전에 리쿠드당과 우파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긴 듯 보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 책략의 복잡함 가운데, 그리고
아빅도르 리베르만의 다소 괴상한 연립정부 참여 거절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 시한이
끝나 네타냐후는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의 정상적인 절차는 리블린 대통령이 두 번째 다수 득표 정당인 베니 간츠가
이끄는 청백당에 대신 정부를 구성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현 크네셋을 해산하고 가을에
새로 총선을 할 것을 의안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이 통과되어 9월 16일이 다시
총선일로 정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듯 보이는 정치체제에 다소
충격, 혹은 좌절, 혹은 낙망에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저희들조차 당혹하여
이런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몇 달 동안 긴박한 기도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정부 마비와 재정비 배후에 무엇이 도덕적, 영적, 정치적 목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난처한 실패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외에,
기도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1. 네타냐후의 지배력 – 히브리어에는 “메쉴뤁”  משילות이라는 단어가 있는요,
이것은 정부가 기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안에는 십여 개 정당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새 총선을
통해 사람들이 네타냐후 주위로 몰려들어 훨씬 큰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그가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까요?
2. 네타냐후에 대한 기소 – 반대 상황은 다음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네타냐후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그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권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기 중인 정권의
와해를 초래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 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세기의 거래 – 들어선 정부가 없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안이 다음
총선까지 지연되거나 네타냐후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냥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협상이 네타냐후가 하지
않을 타협을 의미한다면, 다른 정부는 그것을 기꺼이 승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 협상이 있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이 더 나을까요?
4. 하레디의 장악 – 세파라디계와 아쉬케나지계 양대 극정통 종교정당이 현
네타냐후 정부 안에서 과도하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들 하레디 정당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 반-메시아닉, 반-기독교, 반-이스라엘군 등 그냥 “반-무엇”의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연립정부가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5. 연합 정부 – 보통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현재의 이런
교착상태가 네타냐후와 간츠의 양대 정당이 거대 연합 주류 연정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합 정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도전들에 맞서는
데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건강한 합의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6. 아옐렡 샤케드 – 인기 있고 매우 보수적인 전 법무부 장관은 나프탈리 베넽과 함께
만든 새 정당이 최소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크네셋에서 자신의 의석을
잃었습니다. 새 총선에서는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파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7. 선거제 개혁 – 현재의 딜레마가 선거제 개혁을 초래하여 행정부를 입법부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더 큰 선거구를 구성하는 최소 비율을 변경하거나, 또 다른 해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몰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치는 너무 가변적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새 총선이라는 사건을 더 기도하며 더 낫고 더 의로운 정부가 일어날 것을
믿는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나의 두려움 극복기
제레마야 스밀로비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비되게 하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간증하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시청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