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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Palestinian National Council2

 1 홍미정,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어떻게 볼것인가?],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KNSI 현안진단 25호>, 2006.3.23.
 2 https://www.palestinepnc.org/en/news/item/14-palestine-people-and-land-palestinian-loss-of-land-1946-2010

Ⅰ.서론

1. 배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 분쟁)

은 한반도 분쟁과 더불어  21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구조적인 분쟁이다. 그리고 이팔 분쟁과 한

반도 분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

다. 20세기 초 한반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과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침입을 받아 수십 년간 식민통

치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 의해 국경분

할 안을 받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남한

이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하

였고, 1950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현재

까지 남북한 군사대치상태가 이어진 반면, 팔레스타

인 지역의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간 4 차례 전쟁을 

치르며 현재까지 주변국과 팔레스타인 조직간 군사

적 긴장관계에 있다.   

 많은 서방언론은 이팔 분쟁의 원인을 종교분

쟁 또는 안보와 테러간 분쟁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핵

심을 벗어난 피상적 접근이다. 이팔 분쟁의 본질적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토확장 정책에 있다. 유대인들

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된 시오니즘 운동의 일환

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거 이주를 시작했

고, 영국의 위임통치시기(1917~1948)에 아랍인은 팔

레스타인 전역의 87.5%의 영토를, 유대인은 6.6%를 

소유하였으며 5.9.%는 영국 소유였다. 하지만 위임통

치 종결 6개월을 앞둔 1947년 11월, 유엔은 팔레스타

인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를 아랍국

가에, 예루살렘은 국제기구 관할로 0.65%를 할당하

는 국경분할안(유엔총회결의 181호)을 제안하였고, 

이스라엘은 즉각 수용한 반면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반발하여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1차 중동전쟁

을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장

악하였고 나머지 22%(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

렘)가 이집트와 요르단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1 이

후 1967년 3차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력점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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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스라엘정착촌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들이 옮겨와 사는 유대인거주지역을 일컫는다

Ⅰ.서론

2. 목적

 그리고 1995년 제 2차 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

스라엘은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제한적이나마 가자지구, 동

예루살렘, 서안지구내 A/B 지역의 행정권을 이양하

였지만 오슬로 협정의 내용은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가자지구는 천장없는 감옥이 되었고, 서

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는 계속적인 정착촌 건설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는 침식 당하고 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토확장정책이 이팔 분

쟁간 핵심적 원인이었기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

로 각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여 두 

국가가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2국

가해법’을 양측에 제시 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제3

차 중동전쟁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서안지구

와 가자지구)은 불법점령이고, 점령지에서 유대인 정

착촌 건설 및 유대 정착민의 이주, 팔레스타인 원주

민 퇴거는 국제법에 위반한다고 수 차례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결의

안을 번번히 무시한 채 여전히 점령지에  지속적으로 

정착촌건설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후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계획은 가

속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로 주변 팔레

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심각한 인

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

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진 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 무능력을 탓하며 스스로를 조직하며 저항한다. 그

리고 정착촌 건설 중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

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팔 분쟁이 야기

한 난민, 전쟁, 민간인 피해와 같은 인도적 재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친미 친이스라엘 외

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 역

시 친이스라엘 또는 반이스라엘 감정에 매몰 된 채 

상호 편가르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팔 분쟁의 핵심요소이자 평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인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2016년 11월 미국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스

라엘 정착촌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하고, 이

스라엘 정착촌이 야기하는 인권침해 사례( 현지주민

의 가옥파괴, 강제퇴거, 정착민 폭력 등)가 어떤 것인

지 기록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정착촌 관

련 결정사항을 재조명 하며 국제사회가 정착촌에 관

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더불어 한

국정부와 시민사회가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해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아디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착촌 문제에 

대해 정보와 자료가 부족했던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이팔 분쟁에 소극

적 관심에서 적극적 연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독립과 

이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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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동화, 2018,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및 평화민박 추진 현지조사 출장결과 보고서”, 아디
 5 이동화, 2018, “2018 아디 팔레스타인 평화여행&정착촌 피해현지조사 출장보고서”, 아디

3. 조사 방법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

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평

화연구팀’을 2018년 1월에 구성하여 이팔분쟁의 역사와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외 존재하는 다수의 관련 학

술논문과 관련 보고서를 연구하였고, 국제사회의 결정사

항을 확인하고자 유엔과 유럽연합차원에서의 보고서, 결

의안, 결정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권침해상황을 조사

하고자 두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1차 현지조사4는 아디의 이동화 활동가가 단독으

로 2018년 3월 13일부터 26일까지(11박 14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예루살렘, 라말라, 베들레헴, 헤브론, 나블루스

에 방문하여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장벽반대위원회과 현지 

인권단체 JLAC, TANWEER, BDS라말라지부, Sunflower 

Association 단체의 담당자, 활동가, 직원, 자원활동가들

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정착촌, 피해마을 6곳(Qusra, 

Jayoud, Burin, Asira, Qarandiya, Kfur Quddum)을 방문

하여 12명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차 현지조사5는 ‘2018 아디팔레스타인평화여

행’ 참가단 7명(김은아, 조진섭, 이동화, 박희수, 남은경, 

이선정, 이연정)과 공동으로, 2018 년 9월 20일부터 10

월 2일까지(11박 13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예루살렘, 라

말라, 베들레헴, 헤브론, 나블루스, 요르단밸리에 방문하

여 난민촌 2곳(베들레헴 IBDAA, 나블루스 Barata) , 이

스라엘 정착촌(헤브론 H2, 라말라 Beit El), 5개 피해마

을 (Burin, Kfur Qaddum, Till, Kan al Ahmar, Fasayil, 

Bardala)을 방문하여 6건의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6개 현지인권단체(Stopthewall, PNGM, BDS 라말

라, 팔레스타인여셩연합 나블루스, TANWEER)를 방문하

여 단체 담당자와 활동가로부터 현지피해상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보고서에 언급된 

피해사례와 해당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공개한 것임을 밝힌다. 

 이후 1달간에 걸쳐 4명의 작성팀(이동화, 한지

혜, 권준모, 박희수) 구체적인 작성을 진행하였다. 2차례 

조사활동을 통한 피해사례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의 일간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식 보고서, 현

지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피해사례를 취합, 침해사례별

로 연구하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통계청, 그리고 이

스라엘 인권단체의 수치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최근의 

현황수치를 비교 완성하였으며, 국내외 관련논문과 서적, 

유엔과 EU에서 출간된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결정과 판결을 취합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만

난 피해생존자와 현지활동가의 의견과 아디의 조사결과보

고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과 최종결론을 마련하였다.

Ⅰ.서론



Ⅱ.정착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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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안지구 정착촌 현황 지도6 (출처: BBC, 2017)

 6 “Rights groups challenge Israel settlements law in court”, BBC, February 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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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예루살렘 정착촌 현황지도10 (출처: BBC, 2017)

[표 1] 정착민수, 이스라엘 인구수, 팔레스타인 인구수(출처8: 정착민수 -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presentative (West Bank and Gaza Strip, 
UNRWA) / 전체 인구 - PCBS(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Jewish Virtual Library)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70년째 이어진 이

팔분쟁이2018년 7월에 발표한 유럽연합 서안&가자

지구 대표부 사무실(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presentative(West Bank and Gaza Strip))의 자

료7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와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정착촌 수는 143개(서안지구 

132, 동예루살렘 11)개이고 정착민은 총 614,300명(서

안지구 399,300명, 동예루살렘 215,000명)이다. 이는 

전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전체 인구의 21.3%(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2,880,000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7%(8,630,000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7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48438/six-month-report-israeli-settlements-occupied-west-bank-including-east-jerusalem_en

10 Ibid.

 9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72/view.do?seq=1216099&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
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8 정착민 수 :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presentative (West Bank and Gaza Strip, UNRWA) (2018), “Six-Month Report on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Reporting period January - July 2018)“, July 2018
전체인구: http://www.pcbs.gov.ps/post.aspx?lang=en&ItemID=3183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population-of-israel-1948-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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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서안지구(동예루살렘 포함) 2,880,000

가자지구 1,900,000

팔레스타인(서안지구+가자지구) 4,780,000

이스라엘 8,630,000

정착촌(괄호는 정착촌 수)
지역 2018년 6월 현재

서안지구 399,300 (132)

동예루살렘 215,000 (11)

합계 614,300 (143)

[그림 4]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 비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전체인구

79%
이스라엘 전체인구

93%

정착민 수 

21%

정착민 수 

7%

1. 정착촌 현황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의 ‘팔레스타인 지역내 

이스라엘 정착촌 증가 현황’자료9에 따르면 2009년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한 이후 부터 2016년 4월까지 

매년 서안지구내 정착가옥은 1500여채 정도 증가하

였고 이러한 정착가옥의 상당수는 분리장벽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정착촌 계획을 거의 승인하지 않았고 2016년 1월 헤브

론 지역에 불법 입주한 정착민들을 퇴거시키기도 하

였지만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2017년부터 

대규모 신규 정착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 재개

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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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ttps://www.jpost.com/Israel-News/Jerusalem-municipality-approves-560-Israeli-homes-over-Green-Line-479233
 14 https://www.timesofisrael.com/after-pm-talks-to-trump-israel-okays-2500-new-settlement-homes/
 15 https://www.timesofisrael.com/israel-okays-153-homes-in-east-jerusalem-neighborhood-gilo/
 16 https://www.jpost.com/Israel-News/Israel-advances-3000-new-settler-homes-480179
 17 https://www.timesofisrael.com/march-30-2017/
 18 https://www.aljazeera.com/news/2017/06/israel-set-approve-2500-settlement-housing-units-170602190241755.html
 19 https://www.timesofisrael.com/1800-east-jerusalem-homes-slated-for-approval/
 20 https://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netanyahu-pledged-3-800-new-settlement-homes-only-600-will-be-built-1.5456981
 21 https://www.jpost.com/Israel-News/Israel-approves-176-new-settler-homes-in-East-Jerusalem-508372
 22 https://www.jpost.com/Israel-News/Israeli-committee-approves-1122-new-West-Bank-housing-units-533468
 23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180727-israel-approves-400-settlement-units-in-west-bank/
 24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8/israel-approves-plans-1000-settlement-homes-180822162800080.html

 11 http://peacenow.org.il/en/settlements-watch/settlements-data/construction
https://cdn2-eeas.fpfis.tech.ec.europa.eu/cdn/farfuture/GwEiQwILAVqx4b2D58-z-5dtswkG7jUTptoba1lM-C4/mtime:1531733049/sites/eeas/files/six-
month_report_on_israeli_settlements_in_the_occupied_west_bank_including_east_jerusalem_reporting_period_january_-_june_2018.pdf

2. 트럼프 당선과 정착촌 건설 

1) 2017년~ 2018년 8월 발표된 정착촌 건설계획

 2016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

럼프가 당선 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규 정착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2018

년 8월)까지 건설계획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

래의 내용은 외신 언론이 밝힌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정착촌 건설계획이다.

 언론에 발표된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만 살펴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착촌 신규 승인 

건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착촌 감시를 주업무로 하는 이스라엘 인권단체 피스

•2017. 01. 22. 예루살렘 시당국 발표, 동예루살렘에 556채 신규 정착가구 승인. (예루살렘 포스트)13

•2017. 01. 24. 국방부 발표, 서안지구 내 약 2,500채 정착가구 승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14

•2017. 01. 26. 예루살렘 시당국 발표, 동예루살렘에 153채 정착가구 건설 승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15

•2017. 01. 30 국방부와 총리 발표, 서안지구 내 추가 3000채 건설 허가. (예루살렘 포스트)16

•2017. 03. 30. 총리 발표, 서안지구 내 2,000채 신규 정착 가구 승인.(타임즈 오브 이스라엘)17

•2017 06. 07. 정부 발표,  서안지구 내 2,500채 신규 정착 가구 논의 예정. (알자지라)18 

•2017. 07. 04, 16. Finance Ministry 발표, 동예루살렘 내 1,800채 정착 가구 승인예정(타임즈 오브 이스라엘)19

•2017. 10.11 정부 발표, 3,800채 정착 가구 승인. 그러나 실제로 승인받는 것은 600채 예상. 이중 300채는 라

말라 북쪽에 있는 베이트 엘(Beit El)에 위치. (하레츠)20

•2017. 10.25 예루살렘 시정부, 노프 시온(Nof Zion) 정착촌에 176 가구 확장 승인. 노프 시온은 팔레스타인 구

역인 자발 무카베르(Jabal Mukaber)에 둘러싸여 있음.  (예루살렘 포스트)21

•2018. 01. 10 이스라엘 정부 발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outpost)와 정착촌 20 단위에 1,122 채 신규 가

구 승인 (예루살렘 포스트)22

•2018. 07. 27 국방부 발표,  라말라 중심 남동쪽에 위치한 아담(Adam) 정착촌의 400채 신규 가구 승인

(Middle East MOnitor: MEMO)23

•2018. 08. 22 이스라엘 정부 발표,  국방부에서 1,004채 가구 승인. 이중 370채는 아담(Adam) 정착촌에 위치. 

(알자지라)24

 12 

나우(PEACENOW)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이스라엘 정부내에서 검토 중이거나 승인

된 정착가구수는 총 9896(계획승인과정 6742,  공사

업체선정 3154)채11이고, 유럽연합의 자료12에 따르면 

2018년 6월기준으로 5047채(동예루살렘 계획승인과

정 1064, 서안지구 공사업체선정 2045, 서안지구 계

획승인과정 3002)이다. 이전 2015년, 2016년과 비교

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당분간 줄지 않은 채 늘어날 것으로 쉽게 전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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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엔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오바마 묵인, 트럼프 불만”, 한국일보, 2016. 12. 2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2251975079648
 26 “트럼프, 주이스라엘 대사에 친이 강경파 지명...이,팔 두국가해법 폐기?”, 뉴시스, 2016. 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16_0014586517&cID=10103&pID=10100
 27 “트럼프 친이스라엘 정책, 중동 파국으로 내몰아”, 연합뉴스, 2018. 5. 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0/0200000000AKR20180510155700009.HTML
 28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 경향신문, 2017. 12. 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072150005
 29 “예루살렘 미대사관 문 연 날,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명 사망”. 한겨레, 2018. 5. 1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44591.html
 30 “미국, 유네스코 탈퇴 통보...지속적 반이스라엘 편견”, 연합뉴스 TV, 2017. 10. 1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13015600038/?did=1947m
 31 “미국, 팔레스타인 난민지원 기구 돈줄 끊는다...유엔 유감”,  한국일보, 2018. 9. 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11907390746

2) 트럼프 당선이후 미국의 이스라엘 주요정책

 미국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16년 12월 23일 정착촌 반대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제2334호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아닌 기

권표를 던지면서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당시 당선

인 신분이었던 트럼프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결의

안으로 인해 평화협상이 어려워졌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5 또한 2016년 12월 16일 트럼프는 예

루살렘에 미국대사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정치인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로 지명하였다.26 그리고 백악관의 중동정책 

담당관을 트럼프의 사위이자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로, 제이슨 그린블랫을 중동협상 수석대표로 

임명하였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정통파 유대교신자인 

유대인들이다.27 

 국제법상 어느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루

살렘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

에 섰다. 2017년 12월 6일 트럼프행정부는 공식 성명

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으며28 

이스라엘 건국선언 70년이 되는 2018년 5월 14일,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하였

다.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는 최

대 규모의 항의집회가 열었고 이스라엘 군은 실탄으

로 진압하여 최소 41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숨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29 

 2015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

가로 이란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에서 맺은 국제 핵협정을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

통령은 일방적으로 탈퇴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3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란을 최대 위협국으

로 간주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탈퇴선언

과 경제제재 부활은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 트럼프는 유네스

코가 그동안 친팔레스타인 결정(헤브론 구시가지 팔

레스타인유산등록)을 보였다는 이유로 유네스코에

서 탈퇴하고,30  2018년 8월 31일 미국 국무부는  팔

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을 발표31하며 노

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갔다. 

2542
2015 2016 2017 2018

2671

5047

9896

연도

최근 4년 간 이스라엘 계획 승인/공사업체 선정 정착촌 가구 수
(서안지구)

[그림 4] 최근 4년간 이스라엘 정착촌 승인 가구수
(출처: Peace Now,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presentative(West Bank and Gaza Strip,UN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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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촌 건설 절차
32

정착촌 건설계획 제출은 주로 세계시오니즘기구 정착촌담당부, 

종교단체,  민간업체, 주택부, 시당국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제출된 

계획안은 이스라엘 국방부(Minstry of Defence)와 민정행정부

(Civil Adiministraion)내 담당부서들(정착촌소위원회 Settlement 

Subcommittee, 이의담당소위원회 Objections Subcommittee) 

간 논의와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이 단계에서 유의할 사항은 민

정행정부의 모든 논의 절차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국방부는 민정행정부

의 논의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계획안을 확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계획승인(Planning)

국방부와 민정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안은 공개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 서안지구 90%에 가까

운 정착촌 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사업

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체에 건설계획안을 받는다. 그리고 동예루

살렘 정착촌 또는 대규모 정착촌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입

찰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모집하는데, 이때 이스라엘내 담당부서

는 주택부(Ministry of Housing)가 담당하며 입찰진행과 업체 선

정에 수 개월이  소모된다. 

공사업체선정(Application and Tender)

선정된 업체는 정착촌 건설에 관련된 세부적 건설계획안을 지방

정부(Local Authority)에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환경평가, 안전도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공사권을 부여하고, 공사업체는 

정착촌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승인(Construction Permit)

 32 해당절차는 피스나우의 “Settlements-Making Sense of the Planning Process” 자료를 정리함
     http://peacenow.org.il/en/settlements-making-sense-of-the-planning-process 
 33 박국희, (2014),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기자협회, 11월 6일
   -해당 사설에서 정착촌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정부의 제도 집행이 민주적인 요소를 결여했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은 인류 보편적 관점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설을 끌어왔다.

 본 보고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건설되는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중동에서 유

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평하는 이스라엘 정부가 어

떤 내부적 과정을 통해서 정착촌을 건설하는지 그 과

정을 살펴보았다.33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착촌을 담당하는 전

담부서는 이스라엘 민정행정부와 주택부이지만 모든 

정착촌 건설과정에서 국방부의 검토와 동의가 필요

하고 많은 경우 국방부는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판단하고 승인한다. 그런 관계로 정착촌 건

설이후 이스라엘 국방부는 정착촌 보호를 목적으로 

군기지와 군인을 정착촌 인근에 배치하고 실제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군사통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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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착촌 합법화 법’의 제정
34

(The Judea and Samaria Settlement Regulation Law)

 34 Ruth Levush (2017), "Israel: Law for the Regulation of Settlement in Judea and Samaria, 5777-2017", The law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law/help/israel-settlement/judea-and-samaria.php

 2017년 2월 6일 이스라엘 국회는 서안지구 C

지역 팔레스타인 소유 토지위에 세워진 ‘무허가 임시

정착촌(Outpost)’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정착촌합법

화법’(언론에서는 합법화법  Regularization Law 이

라 함)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무허가 임시정착촌’은 

이스라엘 법상으로도 불법이었기에 해당지역의 팔레

스타인 소유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스라엘 

법원은 ‘무허가 임시정착촌’의 퇴거와 철거를 결정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률에 의하면 비록 팔레스

타인 사유지 위에 건설된 ‘불법건설물’이라 할지라도 

건설당시 국가의 지시에 따랐거나 팔레스타인 사유

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Good faith)에 의해 건설

되었다면 법원의 소개나 철거명령에서 보호된다. 또

한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강제 몰수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토지소유

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토지를 제공하면 된다

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땅도둑질’법이라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였고 아랍 주변국, 국제사회도 

강력한 우려를 발표했고  현재 이 법률안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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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촌이 건설되는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B와 C지역에 집중된다. 그리고 

정착촌은 종교적, 정치적, 전략적 목적 하에 건설이 되기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대도시나 집단 주거지 인근이라도 상관치 

않고 건설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은 쫓겨나거나 퇴거의 대상이 되고  인근 

마을 주민은 정착촌 건설로 인한 장벽, 도로건설로 농경지를 몰수당하거나 접근이 제한된다. 

또한 정착민과의 마찰과 갈등은 상시화되어 마을 주민들은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아래의 정착촌 인권침해는 아디가 추진한 2차례의 현지조사와 지난 2년 동안 발생

한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보도한 현지 언론기사, 그리고 현지 활동단체 및 국제인권단체, 유엔

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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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HCA35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정착촌 건

설로 인하여 철거된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건물 수

는 700채이다. 철거집행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주목해야 할 곳은 동

예루살렘이다. 같은 기간동안 동예루살렘에서만 이

루어진 철거건수는 294건으로, 전체의 42%에 해

당한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만을 기준

으로 보면 37%의 철거가 여기서 집행됐으며, 전년

도의 34%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 NGO단체인 

B’Tselem은 이러한 집중현상이 동예루살렘의 “유대

화(Judaization)” 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36 

 “유대화(Judaization)”는 유대인의 문화 및 종

교적 신념과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 또는 지역에 유대

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유대인을 다수

의 인구집단으로 만들어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37 동예루살렘의 “유대화(Judaization)”계획

은 정착촌 건설과 이에 따른 정착민 증가를 야기하고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정착민에 의한 폭력 및 

위협에 따른 안전의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에 부족한 

생활인프라와 열악한 행정서비스가 더해져 팔레스타

인 원주민들에게 이주의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된다.

 

 건물의 철거는 가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7년 철거된 419채 중 가옥의 수는 105채로 25%에 

해당한다. 그 외에 철거되는 건물의 유형은 농업 및 

생계수단이 되는 시설, 비주거시설, 공공시설, 위생시

설(WASH)등이 있다. 광범위한 철거의 시행에는 아

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철거도 포

함된다.

 35 https://www.ochaopt.org/content/monthly-figures
 36 https://www.btselem.org/press_releases/20161221_batan_al_hawa_judaization
 37 https://en.wikipedia.org, 검색 “Judaization jerusalem”, 2018년 11월 10일

2017년 철거된 건물의 유형

기타
7.0%

생계수단
14.2%

인프라
2.9%

위생(WASH)
4.1%

비거주시설
17.8%

거주시설
25.3%

농업시설
28.7%

1

119개

105개

74개

17개

12개

59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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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1일 예루살렘의 외곽지역인 

Jabal al-baba 의 베두윈 마을에서  EU의 기금으로 

지어진 유치원은 당일 아침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유치원 내부의 재산들을 압수당한 뒤 철거되었다.38

 2018년 4월 10일에는 헤브론의 한 초등학교

가 철거되면서 43명의 학생들과 10명의 유치원생들

이 교육공간을 빼앗겼다. 철거 후 선생님들과 아이들

은 남아있는 건물의 바닥에서 수업을 진행했다.39 이

외에도 2018년 7월 25일 Jabal al-baba 의 베드윈 마

을의 유치원과 여성센터의 철거가 시행되었다.40

 2018년 4월 4일 OHCA는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전역의 44개의 학

교들이 업무중지 및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의 위험에 

직면했고, 3,708명의 학생들의 교육권리가 위협받게 

되었다.41

 38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784
 39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80017
 40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80500
 41 https://www.ochaopt.org/content/palestinian-schools-risk-demolition-february-2018

1) 위협받는 교육권

[사진 1] 2018년 4월 10일 헤브론의 한 초등학교가 철거된 후 바닥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
(출처 Maan News)

 철거시행은 건축허가(Building Permit)가 없는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징벌적 조치로서 실행되기도 한다. 기존에 지

어진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Building permit)이다. 건물을 신

축하거나, 수리 및 보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

렘 시당국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만 팔레스타인 주

민들에게는 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청을 해도 

발급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발급을 위해 필

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디의 현지조

사 인터뷰에 응한 예루살렘 거주자이자 현지활동가인 

예사(Essa Elshatleh) 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차별적 건축허가(Building Permit)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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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과 C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가옥 수리, 증축, 개. 보수는 불법화되고 

만약 몰래 진행하면 철거된다. (팔레스타인)원주민이 행정권한이 있는 이스라엘 

쪽에 신축요청을 하여도 불허된다. 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

 아랍지역의 독립언론사인  Raseef 22에 소개

된 하나디(Hanadi Abu Rumouz)의 사례42는 건축허가

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철거로 연결되는지 잘 보여준다. 

그녀의 집은 2017년 3월 22일 철거됐다. 7년 전에 그들

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공사가 완료되자 이스라엘군과 함께 찾아 온 

예루살렘 시공무원들은 그들에게 건축허가의 취득과 

벌금 80,000쉐켈(약 2천 4백만원)을 요구했다.  하나

디는 철거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아래 벌금을 분

할납부하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철거를 연기해줄 것

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철거에 대한 

압력이 시작되었고, 법원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결국 철거가 진행됐다. 철거가 이루어진 후 이들에게는 

또다시 50,000쉐켈l(약 1천 5백만원)의 벌금과 철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지불명령이 전달되었다. 철거가 완

료된 자신들의 옛집을 청소하는 것 역시 그들의 몫이

었다.

 Raseef 2243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건

[사진 2] 예사( Essa Elshatleh) 인터뷰 사진(출처: 아디)

 42  https://raseef22.com/en/life/2017/04/27/jerusalem-palestinians-choice-destroy-homes-well/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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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가 있는 건물이 세워진 땅은 몰수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착촌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땅의 몰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모두 이스라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의 필요와 이해는 고려사

항이 되지 못한다.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는 원인에는 팔레스타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발표44

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최저임금은 월 1450쉐켈(약 

44만원)이다. Raseef 22의 기사45에  의하면 동예루

살렘 내  작은 집의 임대료는 월 $1,000이 넘는다. 건

축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과 승인을 받기까

지 걸리는 평균 3~4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지출

해야 할 월 임대료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에게는  감

당할 수 없는 금액인 셈이다. 이스라엘 아동인권단체

인 ACRI가 발표한 “East Jerusalem Fact and Figure, 

2017”의 보고서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76%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스라엘 거주민의 빈곤율은 21.7%이다.46

 

 아디의 현지조사에서 만난 하캄(Haqam)씨는 

라말라의 Beit El 정착촌 근처에 살고 있다. 1977년 정

당한 방법으로 땅을 구입한 그는 1978년 옥상건설 중

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건축중지와 철거명령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여, 옥상증축과 개조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은 판결을 받았

다. 그러나 주변의 집들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어 모두 파괴되거나 추방되었다고 전했다. 하캄씨

의 이웃들처럼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철

거대상이 된다. 

[사진 3] 2017년 3월 22일 철거된 집의 주인인 Hanadi Abu Rumouz와 그녀의 자녀들(출처: Rasseef 22)

 44  http://www.pcbs.gov.ps/post.aspx?lang=en&ItemID=3129

 46  https://law.acri.org.il/en/wp-content/uploads/2017/05/Facts-and-Figures-2017-1.pdf

 45  https://raseef22.com/en/life/2017/04/27/jerusalem-palestinians-choice-destroy-home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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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Beit El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하캄씨(사진속 주황색 상의를 입은 사람)(출처: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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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8일 팔레스타인 청년이 몰았던 트

럭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돌진하여 군인 4명이 죽

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28살의 

파디(Fadi Ahmad Hamdan al-Qunbar)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47 이후 예루살렘 시는 파디(Fadi al-Qunbar)

의 집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 곳에 새로운 정착촌을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48 공격을 실행하기 전에 그

가 살고 있었던 자발 알 무카비르(Jabal al- Mukabbir) 

마을은 이후 8개의 건물들이 철거됐으며, 40개의 철거

명령이 전달되었다.49  B’Tselem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벌적 조치로 10건의 철거가 이루어

졌고, 57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 중 26명이 미성

년자였다.50

 철거는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발생시킨다. 

OHCA에 집계된 이주민의 수는 2017년의 664명,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287명을 포함, 951명이었

다. 동예루살렘에서 거주지를 잃은 사람들은 496명으

로 48%를 차지한다.51 이들은 철거로 인한 즉각적인 

강제이주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디의 현지조

사에서 만난 칸 알 아흐마르(Khan al Ahmar) 마을의 

나페사(Nafesa Khwies, 65세)할머니와 모든 마을주

민들은 강제이주 상황에 놓여있다. 마을주민들은 대

부분 베두윈(유목민)으로 소, 염소, 양 등의 가축을 기

르며 1950년대부터 거주하고 있었다. 마을의 인구수

는 550명으로, 약 170개의 텐트에서 살고 있다. 그러

나 2018년 9월 23일 퇴거명령장이 발부되었으며, 10

월 1일자로 전체 마을의 자진퇴거를 명령받은 상황이

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내 

학생조직과 지역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임시텐트에서 

머물며 강제철거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

민들은 인근의 두 정착촌(Maale Adumim와 Musher 

Adumim)이 건설된 후, 두 정착촌을 연결하며, 이 지

역인근 전체를 이스라엘 정착촌으로 건설하기 위해 

자신들의 마을을 철거하려 한다고 했다. 나페사 할머

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2018년 6월 27일 마안뉴스는 네게브의 한 베

두윈마을에서 130번째 철거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52

3) 징벌적 조치로서의 철거

4) 강제퇴거 및 이주

 47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4805

 49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4876
 50  https://www.btselem.org/punitive_demolitions/statistics
 51  https://www.ochaopt.org/content/monthly-figures
 52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80287

 48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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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기서 오래 전부터 지냈고 우리의 아이를 낳고 자란 곳이다. 어디론가 가

라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것(강제퇴거)은 인근 정착촌을 짓기 위함이

고, 이 결정을 한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의 집

을 파괴하였고, 깡패들이다. 이스라엘은 권리가 없고 여기는 우리의 땅이고 역

사이다.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팔레스타인이고 국제사회는 우

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땅

을 빼앗는 테러리스트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여길 빼앗을 수 없다.

"

"

[사진 5] 칸 알 아흐마르 마을에서의 나페사 할머니(출처: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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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피해

 정착촌 건설이 증가하면서 팔레스타인 주

민들의 재산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OHCA53

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민에 의해 발생한 재산

피해 건수는 2017년 103건, 2018년 1월부터 8월까

지의 142건으로, 총 245건으로 집계되었다. 팔레

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정착촌들

이 건설되면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의한 피해들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Haqam 역시 1993년부터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았

고, 이들에 의해 집과 차량, 집 옥상의 태양열 시설

이 파괴되었다고 증언했다.

 재산상의 피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리브이다. 올리브는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주

요수입원이다. 전체 농업지역의 47%에서 올리브 나무

가 재배되고 있으며, 8만에서 10만의 가구들이 올리브

와 올리브 오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많

은 비숙련 노동자와 15%의 여성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착촌으로 인해 올리

브 농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량에도 영향

을 받고 있다. 90개의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땅이 56개

의 정착촌과 전초기지(Outpost) 내에 존재하기 때문

이다. 농부들이 농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

요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지정된 출구 또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2017년의 경우 총 76개의 출구가 지정

되었는데, 이 중 54개는 1년 중 수확기였던 몇 주만 개

방했다. 10개는 일주일 중 며칠 동안만 개방했고, 오직 

12개만이 매일 문을  개방했다.54 농부들이 농장에 접

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농장주변의 정착민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대한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201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재산피해는 정착촌 건

설을 위한 인프라 및 도로건설, 장벽건설 등을 이유

로 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 3월 팔레스타인 중앙통

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동안 이스라엘

이 몰수한 팔레스타인의 땅은 2,100 도넘(donum, 1

도넘=1000㎡)이었다.58 

피해를 입은 올리브 나무의 수는 5,582그루로 2016년

의 1,652그루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55 

  

 나블루스 북서쪽에 위치한 틸 마을(Till 

village)에 살고 있는 노먼(Norman Siluwar)씨는 아

디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8월 군인 50명과 50명의 

정착민들이 자신의 농장에 들이닥쳐 150그루의 올리

브 나무에 불을 지르고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

리브 수학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출입증을 발부받아 

자신의 농장에 진입이 가능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

간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7년 2월 6일 나블루스에서는 농장근

처의 정착민에 의해 700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아몬드 

나무가 잘리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9

일 헤브론 지역에서도 정착민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

을 뽑고, 농작물에 살충제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2017년 2월 6일 나블루스에서는 농장근

처의 정착민에 의해 700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아몬드 

나무가 잘리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56 2017년 3월 

9일 헤브론 지역에서도 정착민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

을 뽑고, 농작물에 살충제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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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리브나무 피해

2) 토지몰수

 53  https://www.ochaopt.org/content/monthly-figures

 55  https://www.ochaopt.org/content/olive-harvest-marked-access-and-protection-concerns
 56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5334
 57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5871
 58  http://www.pcbs.gov.ps/portals/_pcbs/PressRelease/Press_En_29-3-2018-land-en.pdf

 54  https://www.ochaopt.org/content/infestation-expected-affect-olive-harvest-west-bank#ft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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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의 현지조사 중 방문한 베들레헴 

Dheisheh 난민촌의 Jehad Ramadan에 의하면 이스

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토지를 몰수하는 방

식은 크게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군사보

안법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관련법이다. 군사보안법

의 경우 불법정착촌이 세워지면 도로주변을 군사보

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토지를 강제로 몰수한다.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접근은 차단되고, 진입시 법령 

위반으로 체포하거나 발포할 수 있다. 농업관련법은 

팔레스타인의 B구역 또는 C구역에 경작이 되지 않

은 땅에 대해 이스라엘 농림부가 일정 정도 휴경이 

된 지역을 몰수하는 방식이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경우 정착촌 건설이나 군기지 건설, 도로건설로 인해 

경작지 출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휴

경지로 판단하고 토지를 몰수하기도 한다.

 아디의 현지조사에 응해준 베이트 잘라(Beit 

Jala)마을의 엘레인(Elain Abu Qubi)씨는  1996년 예

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연결하는 60번 국도가 만들어 

지면서 자신의 땅 20 도넘을 몰수당했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최종 패소했다. 그리고 60

번 도로건설로 인해  도로 건너편의 자신의 올리브 농

장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졌고, 임시로 만든 접근 통

로 역시 이스라엘에 의해 콘크리트로 매몰되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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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정착민의 방화로 죽은 노먼씨의 올리브 나무들(출처: 아디)

재는 그의 집 앞 20m 앞에는 분리장벽이 서 있다.

 2017년 1월 7일 마안뉴스에는 정착촌 도로건설

에 반대하는 시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

면 해당 시위는 lzbat al-Tabib과 al-Nabi Elyas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사유지에 새로운 정착촌 도로를 건설

하는 것을 승인한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

다. 3km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몰수되는 땅의 크기는 

약 104 도넘이다. 그러나 땅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렇

게 지어진 도로를 정작 팔레스타인들은 사용할 수 없

고, 오직 이스라엘 군과 정착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과 이러한 도로들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들을 분리시키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59 

[사진 7] 60번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신의 땅 20도넘을
몰수당한 엘레인씨(출처: 아디)

 59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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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무단점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

피해이다. 이러한 무단점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방해하고, 그 자체로 위

협이 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7일, 서안지구 살피트(Salfit) 외

곽지역에서는  불법정착촌인 Nufim settlemen의 정

착민 그룹이 데이르 이스티야(Deir Istiya) 마을의 팔

레스타인 주민 소유의 땅에 13개의 텐트와 여러 개의 

나무 카라반으로 구성된 전초기지(Outpost)를 세웠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초기지는 이스라엘의 국

내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유대 우익그룹들은 정착

촌 승인 및 확장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전략

적인 위치에 전초기지를 만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정착민들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

을의 거주민들에게는 점거 자체가 위협이 되고, 해당 

지역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60

3) 무단점거

Ⅲ 정착촌 인권침해

[사진 9] 2017년 7월 25일 문제가 시작되었던 
헤브론의 Abu Rajab 가족의 집(출처: 마안뉴스)

[사진 10] 2017년 1월 15일 실완마을에서 발생한
무함마드 무헤신의 집 앞 마당에 무단 침입한 정착민이

1시간 30분동안 물건들을 부수고 떠난 이후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사진 8] 2017년 6월 5일, 불법정착촌인 Nufim settlemen의 정착민 그룹이
Deir Istiya 마을의 팔레스타인 주민 소유의 땅에 세운

전초기지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60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7531

 62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457

 61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357

 63  https://www.ochaopt.org/content/restricted-access-farming-land-taken-over-settlers-despite-legal-rulings-israeli-courts

 헤브론 올드시티내 알 이브라힘 모스크 인근은 

극우 유대인들이 집단거주하는 E2지역이 있다. 이 곳에 

위치한 아부 라잡(Abu Rajab)의 집 2, 3층은 정착민들과 

소유권 분쟁으로 수년째 법원 소송 중이었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아부 라잡의 집 2, 3층에 대한 소유권을 주

장하던 정착민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해당 층을 점거했다. 

당시 정착민들은 이전 소유권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법원에서도 법원의 결정 이전에 

정착민들이 해당 공간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61 정착민들이 집에 급습했을 당시 이들은 이스

라엘 군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해당사건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정착민들이 건

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에 협상을 지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태도를 바꿔 그들의 점거를 

인정했다. 결국 7월 31일 무단 점거한 정착민들은 집 전

체를 점거하였고 아부 라잡 가족은 추방되었다.62 

 OHCA는 정착민들의 이러한 무단 점거 행위들

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당국

의 묵인 혹은 지지아래 수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것

이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재산과 생계수단의 손실, 서비

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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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년~ 2018년 8월 31일까지 이스라엘 정착민과 군인, 팔레스타인 주민간 직접적 갈등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수.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만,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지구 포함된 집계임.(출처:  OHCA(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Monthly Figure))

[사진 10] 2017년 1월 15일 실완마을에서 발생한
무함마드 무헤신의 집 앞 마당에 무단 침입한 정착민이

1시간 30분동안 물건들을 부수고 떠난 이후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64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6329

 66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4926

 65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064

3. 정착촌 폭력

 OHCA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서안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및 군인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거주민은 68명, 부상을 입은 

사람은 11,685명이다. 반면, 팔레스타인 주민과의 갈

등으로 발생한 이스라엘의 사망자수는 가자와 서안

지구를 포함해서 23명, 부상자수는 244명이다.

 2017년 4월 7일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무함

마드 바셈(Muhammad Bassem)와 사이드 사미르

(Said Samir)씨는 길을 걷던 중 이스라엘 정착민이 

자신들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길 아

래로 피하면서 경상을 입었다.64 같은 해 9월 11일에

는 30명의 정착민들이 주베트 알 다히브(Jubbet al-

Dhib)마을의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

이 있었다. 해당 학교는 위협이 있기 전날 이스라엘 

기관에 의해 철거되었으나,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교육부 직원들이 밤새 5개의 교실을 다시 만들어 다

음날 수업을 이어갔던 곳이었다.65

 아디의 현지조사에서 만난 Haqam 역시 베이

트 엘 정착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

다. 그는 2018년 9월 14일 밤 11시에 걸려 온  의문의 

전화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밖에서 기

다리고 있으니 당장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10분 이후 다시 전

화가 와서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다. 매우 공포

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위협과 동시에 재산 상 피해를 준 경우도 있

다.  2017년 1월 15일 예루살렘의 실완(Sliwan) 마을에 

위치한 무함마드 무헤신(Muhammad Muheisin)의 

집앞 마당에 이스라엘 정착민이 무단 침입했다. 그는 

1시간 30분동안 집 안의 물건들과 코란 액자, 화분들

을 던지고 부순 후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을 떠났다.65

2017
2018

1 2 3 4 5 6 7 8 합계

팔레스타인
사망자수 48 5 5 3 2 1 2 2 0 88

부상자수 7,050 455 744 7,369 965 706 115 124 157 11,685

이스라엘
사망자수 15 1 1 3 0 1 0 1 0 23

부상자수 156 5 10 5 6 11 3 9 3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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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9일에는 12명의 정착민들이 요

르단 밸리의 베두윈 텐트에 침입해 팔레스타인 주민

에게 떠나라고 협박한 후, 그의 양떼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양 한 마리가 죽

고, 두 마리가 다쳤다.67  또한  2018년 3월 10일 헤브

론 힐의 남쪽에 위치한 al-Tiwani마을에 30명의 정

착민들이 이스라엘 군인의 보호 아래 마을에 들어

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집에 돌을 던지고,  마을의 

모스크에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주민들의 저지로 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68 모스

크에 대한 실제 방화는 같은 해 4월 13일 이스라엘 

정착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나블루스 쉐이

크 사아데 모스크(Sheikh Saadeh mosque)에서 일

어났다.69 

 2017년 8월 4일. 하라미쉬(Halamish) 불법

정착촌의 약 200명의 정착민들이 라말라의 코바

(Kobar)마을을 급습하여, 이들을 마을에서 내쫓으려

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다. 이후 정착

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마을에 도착해 

고무총알(rubber-coated steel bullets), 수류탄, 최

루탄, 실탄 등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에 의해 

팔레스타인 청소년 1명이 부상을 입었다.70

 2017년 11월 30일에는 무장한 50명의 정착

민들이 나불루스 남쪽의 아시라 알 키블리야( Asira 

al-Qibliya)마을에 급습하여 돌을 던지고 방화를 하

면서, 이들을 내쫓으려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과 충

돌이 발생했다.71  

 2017년 12월 28일 나블루스 지역에서는 무장

한 20명 이상의 정착민이 이스라엘 군의 보호를 받

으며 부린 마을(Burin village)의 학교에 급습했다. 

1) 마을 공격

 67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5546

 69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80026

 71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064

 68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923

 70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524

 72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699
 73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000
 74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454

이후 발생한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 군은 실탄, 고무

탄(rubber-coated steel bullets), 수류탄, 등을 사용

했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은 최루가스로 인한 고통

을 호소했고, 2명의 학생이 고무총알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72 

 여러 개의 사건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정착민 무리가 이스라엘 군

인의 보호아래 인근 마을에 침입하여 팔레스타인 마

을의 집과 자산 등을 부수는 행동을 했다. 이를 저지

하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후 

군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부상을 입는 

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2017년 9월 6일에는 부르카(Burqa) 마을의 

16세 학생 오사마 자밀(Osama Jamil)은  나블루스 

지역 내 호메쉬(Homesh) 불법 정착촌 근처에서 날

카로운 물체와 나무로 폭행을 당했다.73 2017년 11월 

9일에도 나블루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에 의해 

3명의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74 2017년 5월 26일 헤브

론에서는  이스라엘 군의 보호아래 정착민들이  팔레

2) 정착민에 의한 폭행

[사진 11] 2018년 4월 방화가 일어난 나블루스의
Sheikh Saadeh mosque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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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7341

 77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434

 79  https://www.yesh-din.org/en/data-sheet-december-2017-law-enforcement-israeli-civilians-west-bank/

 76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8104

 78  https://www.maannews.com/Content.aspx?id=779276

스타인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에 돌과 쓰레기를 던지

는 사건이 일어났으며,75 같은 해 7월 15일에는  베들

레헴 지역 내에 위치한 al-Fureidis 마을을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차에  무장한 정착민들이 돌을 던

졌으나 다행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76 7월 30

일에도 헤브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정착

민들이 돌과 빈 병들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77 

 

 한편, 정착민들의 폭행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8월 12일 헤브론 지역에서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아이의 뒤를 쫓아와서 아이의 집에 돌을 

투척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2017년 10월 6일 역시 

헤브론에서 기바트 하르시나(Givat Harsina) 불법 

정착촌의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차에 돌을 던

져 차량의 두 명의 아이가 다쳤다.78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차나 집의 

벽에 인종차별적 낙서를 하며 재물을 훼손한다.   

3) 정착민에 의한 재물훼손

[사진 12] 2017년 9월 6일 폭행당한 16세 청소년 
오사마 자밀(Osama Jamil)의 다리

[사진 13] 2018년 1월 17일 에루살렘에서 발생한 
피해차량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사진 14] 2018년 3월 19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피해주민 집의 낙서(출처: 마안뉴스)

[사진 15] 2018년 4월 4일 깔낄리야(Qalqiliya)에서 발생한
피해차량의 모습(출처: 마안뉴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민들의 폭력과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기반에는 팔레

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고 해

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착민의 폭력과 법집행 관련

하여 오랫동안 조사해 온 이스라엘 인권법률 단체인 

Yesh Din이  2018년 1월 7일에 발표한 자료79에 따르

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안지구내 이스라엘 정

착민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 신고 접

수건수는 1,200건인데 이중 3%만 유죄처벌을 받았

고, 8.1%만이 기소가 되었다

4)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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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지하수 독점 및 이용제한

[사진 16] 아디 현지조사팀에 요르단밸리의 지하수 상황을 설명하는 현지활동가 라쉬드 (출처: 아디)

현재 요르단 계곡의 수자원(지하수)은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기업의 수자원 독점

으로 인해 고갈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 기업

은 요르단 밸리의 주요 지하수 거점지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 올려 인근 정

착촌으로 보낸다.  요르단 계곡의 전체 인구중에 이스라엘 정착민은 20% 정도이

지만, 이들이  80%의 수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정착촌들은 이 지하수를 이용하

여 대규모 대추야자 농장을 운영하고 식수와 농업용수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원주민에게는 지하수 관정을 뚫는 것을 막아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농사를 짓는 원주민들은 지하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을 유료로 

구입하거나 이스라엘 민간기업의 지하수 관정을 비밀리에 연결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발견한 이스라엘은  연결한 파이프를 파괴하거나 사용을 막는다.

"

"

 정착촌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

례 중 요르단밸리(Jordan Valley)지역 마을에서 벌어

지는 지하수 고갈과 현지인 지하수 이용 제한문제는 

심각하다. 아디의 현지조사에서 만난 요르단밸리 현

지활동가 라쉬드(Rasheed)는 요르단계곡의 심각한 

수자원 문제를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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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르단 계곡의 수자원 점령을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들이 전략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인근지역들을 안보지역으로 설정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퇴

거시키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바르달라(Bardala) 마을의 경우 2주 전 이스라엘 

관계자와 군인들이 마을 내로 침입하여 마을의 지하수 파이프를 절단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이들에게 항의를 하고 집단으로 대항하였다. 

이스라엘 군과 관계자는 자리를 피했고, 화가 난 마을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간

기업 소유의 관정시설로 가 보안카메라와 정문을 부수었다. 파손으로 인해 현

재 15만 쉐켈(약 4천6백원)의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며, 파이프 재건을 위

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

"

[사진 17] 바르달라 마을, 이스라엘에 의해 절단된 지하수관과 새로 연결한 지하수관 (출처: 아디)

2) 이동제한

 정착촌 건설로 인해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이동권은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정착촌과 정착촌을 

연결 확장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하고, 안전을 위한 

검문소들을 설치하면서 점점 더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 OHCA는 2018년 7월까지 서안 지구내에서 팔

레스타인 소유의 차량들의 도로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영구적인  장애물들이 705개라고 밝혔다. 

이 중 인공적인 장애물은 468개로 여기에는 검문소, 

도로방벽, 도로출구(Road Gate), 검문소 등이 해당

한다.80 아디 현지조사때 만난 하캄(Haqam)씨 역시 

인터뷰에서 이동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로하신 어른이 집에 거주하여 병원을 다니거나 외

출시에 2~3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출입이 막히기도 

하는 것, 본인 가족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제한되어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올 수도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보였다.

 80  https://www.ochaopt.org/content/over-700-road-obstacles-control-palestinian-movement-within-west-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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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촌 관련 국제사회의 의견

1) 제4차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1949)81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이하 UNSC)

2) 헤이그 협약 (Hague Convention)

 헤이그 협약은 1899년과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 만국 평화 회담에서 결의된 조

약 및 선언문을 이야기한다. 제네바 협약과 함께 전

쟁 및 전범에 관련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1907년 

헤이그 협약의 42조85는 “사실상 적군의 권한하에 놓

여진 영토는 점령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

어 협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활동은 헤이그 

협약의 영토와 시민들에 관한 조항들을 위배하고 있

다.86 팔레스타인은 2016년 3월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의회 결정87에 따

라 2015년 11월 부로 헤이그 협약 가입 국가이다.

 81  해당법률 의견은 ‘옥스포드 공익변호사(Oxford Public Interest Lawyers)단체의 보고서 참조
     http://www2.law.ox.ac.uk/opbp/OXPIL%20Israel%20Barrier%20Opinion.pdf
 82  원문은 “Individual or mass forcible transfers, as well as deportations of protected persons from occupied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ccupying Power   
                or to that of any other country, occupied or not, are prohibited, regardless of their motive….The occupying power shall not deport or transfer 
                parts of its own civilian population into the territory it occupies.”
 83  원문은 “No protected person may be punished for an offence he or she has not personally committed. Collective penalties and likewise all measures of 
                 intimidation or of terrorism are prohibited.”
 84  원문은 “Protected persons are entitled, in all circumstances, to respect for their persons, their honour, their family rights, their religious convictions and 
                 practices, and their manners and customs. They shall at all times be humanely treated, and shall be protected especially against all acts of violence 
                 or threats thereof and against insults and public curiosity.”  
 85  원문은 “Territory is considered occupied when it is actually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ostile army.”
 86  https://en.idi.org.il/articles/6822
 87  https://pca-cpa.org/en/news/new-pca-member-state-palestine/

Ⅳ 국제사회의 반응

 정착촌에 관해 국제사회는 수십 년간 지속적

으로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정착촌 건설 중지와 

점령지에서 정착촌 철거 권고를 수 차례 반복했다. 하

지만 이스라엘은 일관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며 권고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 헤이그 협약, 유엔안전보

장이사회(UNSC)의 결의안, 유엔총회 결의안, 국제사

법재판소(ICJ) 판결을 통해 이스라엘 정착촌의 불법

성과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정착촌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많

은 결의안 및 판결들 중 가장 많이 인용하는 준거법

은 제4차 제네바 협약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 세계 

196개 국가가 가입 비준하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역시 협약 가입국이다. 제 4차 제네바협약은 전

쟁지역 내에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협약 49조82는 “점령국은 점령지에 자국의 

민간인을 이주시키거나 원주민을 추방해서는 안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서안지

구와 동예루살렘에 건설중인 정착촌은 모두 협약 위

반이며 그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 시키는 행

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퇴거하는 행위는 반박의 

여지 없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협

약 33조83는 “보호 받는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르

지 않은  범행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그

들에게 집단처벌이나 유사한 협박, 테러행위는 금지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

령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집단처벌 역

시 협약 위반이다. 

 추가적으로 협약 27조는 즉 “어떤 상황에서

도 피보호자들의 인간성, 명예, 가족의 권리, 종교적 

신념과 관례, 관습은 존중돼야 하며 항상 인도적으

로 대해져야 하고,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84고 명시되었지만,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많은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UNSC의 수많은 의결안들은 197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정착촌은 법적 타당성

이 없으며 정착촌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착촌 관련 UNSC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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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이하 UNSC)

 89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370/66/IMG/NR037066.pdf?OpenElement

 92  https://undocs.org/S/RES/1515 

 88  https://document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370/60/IMG/NR037060.pdf?OpenElement

 90  https://undocs.org/S/RES/465 (1980)

(2003)
(2016)

(2002) 91  https://undocs.org/S/RES/1397

 93  http://undocs.org/S/RES/2334
 94  http://undocs.org/S/2018/614

안보리 결의안 446호(UNSC Res 446 , 1979년 3월 22일)88: 안보리 결의안 446호는 팔레스타인 지

역 및 아랍 지역 내의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은 법적 타당성이 없고 점령세력인 이스라엘이 제4차 제

네바 협약에 따라 지리적이나 인구학적 요소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를 멈출 것을 강조한다. 점령지

에 자국 시민들을 이주시키는 부분을 멈추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다

수의 UNSC 결의안 및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함을 명시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452호(UNSC Res 452, 1979년 7월 20일)89: 안보리 결의안 452호는 안보리 결의안 

446호 내용에 따라 정착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고 정착촌의 문제성과 불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465호(UNSC Res 465, 1980년 3월 1일)90: 이 결의안은 앞선 결의안 446호와 452호 

결의안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제네바 협정이 이 사안에 적용됨을 강조

한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규탄했다.

안보리 결의안 1397호91(2002년), 1515호92(2003년): 두 결의안들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들에 주목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이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을 갖는 것에 대한 비전을 

선언한다.

안보리 결의안 2334호(UNSC Res 2334, 2016년 12월 23일)93: 이 결의안은 이전 465호 결의안 이

후 정착촌 문제를 35년만에 다룬 가장 최근의 결의안이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하고 

미국은 기권하였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법적 타당

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활동을 중단하고,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점령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요구하고 있다. 2018년 6월 2334번 결의안 실행의 관한 유엔사무총

장 보고서(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34)94에 따르면, 결의안 채택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Ⅳ 국제사회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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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결의안

          유엔 총회역시 정착촌 관련하여 불법성을 지적하는 결의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관련 결의안들은 아래와 같다. 

A/RES/59/124(2005년 1월 25일)95: 이스라엘의 활동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내용 중 

정착촌 문제에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점령국가(이스라엘)는 제네바 협약을 위배하고 있으

며, 이(정착촌 계획)는 불법적이고 타당성이 없다. 

UN 총회 Tenth Emergency Special Session(1997년 4월 27일, 1998년 3월 17일, 1999년 2월 5-9일, 

2002년 5월 7일, 2002년 8월 5, 2003년 9월 19일, 2003년 10월 20-21일, 2003년 12월 8일, 2004

년 7월 16-20 개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1967년 이후에 형성된 모

든 정착촌은 불법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착촌 활동과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A/RES/ES-10/1부터 A/RES/ES-10/20호까지 결의안 채택.

A/RES/67/19(2012년 12월 4일)9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중 정착촌 문제를 난민, 예루살렘, 국

경, 안보 및 식수와 함께 해결해야할 핵심 문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A/RES/68/82(2013년 12월 16일)97: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내의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정착촌 건설 및 확장을 통한 불법 정착촌을 연결하려는 행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쫓아내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국제

기관들이 협력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A/RES/69/92(2014년 12월 16일)98: 정착촌의 불법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스라엘이 제네바 협정이 

정착촌 문제에 적용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기를 요구하고, 정착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ICJ 권고사항

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착촌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책

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A/RES/70/89(2015년 12월 9일)99: 앞선 결의안들에 추가적으로 1967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2국가안을 실행하기 위해선 정착촌 활동은 멈춰야하고, 정착촌 내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적 행위에 대한 예방, 책임,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A/RES/71/97(2016년 12월 6일)100: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결의안

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국제법에 준하여 책임을 물을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2국가안을 위해 부정

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을 되돌릴 방안의 실행을 요구하고, 또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UNSC 904 결의안을 실행할 것을 

강조한다. UN 관련 모든 기관들 또한 권한 내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엔인권이사회 17/4결의안에 순

응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A/RES/72/86 (2017년 12월 14일)101: UNSC Res 2334에 따라 1967년 이후의 국경에 변화는 인정하

지 않음을 상기하고, ICJ의 2004년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을 돕는 모든 행위에 보이콧 

하길 모든 국가들에 요구한다. 국제 기관들과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결의안에 순응할 수 있도록 

권한 내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Ⅳ 국제사회의 반응

 96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7/19

 98  http://undocs.org/A/RES/69/92

 95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IP%20ARES59%20124.pdf

 97  http://undocs.org/A/RES/68/82

 99  http://undocs.org/A/RES/70/89
100 htps://undocs.org/A/RES/71/97
101 http://undocs.org/A/RES/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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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6) 유엔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

A/HRC/37/43 (2018년 3월 23일):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정착촌 내 인권 현

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정착촌 건설이 증가했고, 이스라엘 정부가 법적, 행정적인 방법을 통

해 정착촌 활동을 지원한 것을 목격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상 금지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

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점령지에 자국 시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전범 행위이

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정착촌 활동을 중단 및 회귀하고, 강제 이주의 위험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행동을 중단하며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HRC/37/36 (2018년 4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 불법성을 확인하는 HRC의 결의안이다. ICJ

의 권고와 제네바 협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영토의 합병 및 무력에 의한 토지의 획득에 관한 이스

라엘 정부의 선언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착촌과 관련된 모든 인권 침해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결의안에 순응하도

록 유도하고 정착촌 활동을 돕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The UN Human Rights Office)103는 2018년 1월 31일에 정착촌 건설사업 등에 206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서 기업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143개 

기업이 이스라엘 또는 정착촌에 본사를 두고 있고 22개는 미국 기업이고 나머지는 19개 다른 나라의 

기업이라 밝혔다.

103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617&LangID=E

102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131/131-20040709-ADV-01-00-EN.pdf

2004년에 7월 9일 ICJ는 “점령된 팔레스타인영역에

서 건설된 장벽의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Advisory Opinion)102을 발표

하며 이스라엘 분리장벽과 정착촌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였다. 판결 내용 중 정착촌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장벽 건설은 결론적으로 점령지 내의 인구학

적 구성요소(이스라엘 정착민 증가와 팔레스타인 사

람들은 토지몰수 및 강제퇴거로 인구 변화)에 영향

을 줄 것이고 정착촌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앞서 설명한 정착촌과 관련된 유엔총회 및 유

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참고하고,  제 4차 제네

바 협정 및 각종 국제법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착촌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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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정부의 대응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정착촌 반대 움직임 이외에도 개별 국가나 정부차원에서의 정착촌 반대대응 활동은 꾸

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정착촌 원산지 표지부착 의무화 조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

은 2015년 11월 11일,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원산지 

표지 부착을 의무화 하는 새 지침을 발표104하였다.

노르웨이 제3의 도시 Trondheimd 사례105: 노르웨이에서 3번째 큰 도시인 Trondheimd의 시의회 

2016년 11월 18일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과 서비스 제품에 대해 보이콧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아일랜드 상원 ‘정착촌 물품보이콧 법안’통과106: 2018년 7월 12일, 아일랜드 상원의회는 서안지구 정

착촌에서 나오는 물품, 서비스, 천연재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찬성 25명, 반대 20, 기

권 14으로 통과시켰다. 

터키 신규 정착촌 승인 비난107: 2018년 8월 24일 이스라엘 정부의 2000채 이상의 정착촌 건설계획

에 대해 터키정부는 “이스라엘 발표는 국제법과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평화협상에 치명

적인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105 https://www.ynetnews.com/articles/0,7340,L-4886477,00.html

107 http://www.hurriyetdailynews.com/turkey-condemns-israels-approval-of-new-settlements-136105

1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63732

106 https://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ireland-approves-bill-boycotting-israeli-settlements-1.62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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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9/0200000000AKR20180829046000009.HTML?input=1195m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스라엘 행정부는 전년 도와 비교하여 4배 이

상 늘어난 정착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스라엘 

의회는 2017년 2월  7일 무허가 임시정착촌(Outpost)

를 합법화시키고 팔레스타인 소유지를 강제로 몰수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거기에 이스라엘 법

원은 2018년 8월 28일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세워진 

불법정착촌에 대해 ‘사유지임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

엘 당국의 동의 하에 건설되었기에 합법이라는 판결

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기관은 정착촌 건설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함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심각한 생존권과 인권 침해 상황을 맞이하

게 된다. 수십 년 동안 거주 했던 집과 땅은 이스라

엘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문서가 없으면 몰수되거나 

파괴된다. 설령 권리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집 주

변에 장벽이 건설되거나 도로가 막히게 되고 이스

라엘 군인과 정착촌은 지속적인 폭언, 폭행, 무단 점

거, 위협, 집단 공격 등의 폭력을 행사하며 계속적으

로 자진퇴거의 압박을 가한다. 실재 정착촌의 폭력

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집과 농장, 차량 등이 

훼손 되거나 파괴 되어도 폭력을 가하는 정착민들은 

별다른 처벌없이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

느 날 갑자기 등장한 무허가임시정착촌은 서서히 그 

규모를 늘려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정

착촌으로 인정(?)을 받고 군부대가 들어선다. 정착촌

을 잇는 도로가 건설되며 장벽이 세워져 서서히 팔

레스타인 거주지를 잠식해 간다. 이외에도 쓰레기와 

오물을 팔레스타인 마을에 버리고 정착민의 도발로 

마을 청년이 맞서면 이스라엘 군인은 이들을 체포하

기 위해 학교와 마을로 난입 등 수많은 인권침해 상

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아디가 2차례 현지조사를 통

해 직접 확인한 정착촌의 모습이었다. 끊임없이 새

로 확장 건설된 정착촌은 암세포와 같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무력에 

맞서 저항하며 국내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아디 현지조사때 방문한 칸 알 아흐마르 마을의 경

우 강제철거 직전의 순간이었지만 마을 주민은 팔레

스타인의 현지활동가와 동조자와 함께 몇 년째 투쟁

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에 적극 강제철거 소식을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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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우려가 표

명되어 결국 이스라엘 총리는 퇴거명령 집행을 연

기하였다. 물론 짧은 기간의 위태로운 연기이겠지만 

국제연대 운동이 만든 아주 작고 의미 있는 결과이

다. 이 사례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활동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국제사회의 큰 압박은 이스라엘 정착촌 계획에 균열

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수십 년간의 투쟁

에도, 강제 노역을 치른 어르신들의 외침에도 일본은 

무시하고 부정하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제 식민시절의 부당함과 폭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는 국경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식민시절의 고통을 겪은 한

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는 더이상 이팔 분쟁의 핵

심인 정착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우선 한국정부는 친미 친이스라엘 외교정책

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

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협상에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정착촌 제품과 서비스품목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현재의 협상은 중단해야 한

다.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정착촌이 불법

이며 점령지에서 모든 정착촌이 퇴거해야 한다고 강

력히 주장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국제적

으로 이뤄지는 이스라엘 BDS(보이콧, 투자철회, 제

재 Boycott, Divestment, Sanction)활동에 함께 해

야 하며 정착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정착촌 건설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에 사용

되는 현대중공업 포크레인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회

사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스라엘과의 사업철회를 

이끌어 내야 할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시민사

회 활동가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현지활동가와의 교

류를 시작하고, 현지활동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무관

심을 허물고 개별 단체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연대활

동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점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 높여서 국제적 압박 운

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팔 분쟁도 한반도분쟁도 해결과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대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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