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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 배경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바라볼 때 ‘물’은 쉽게 떠올려지는 이

슈는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사

람들은 유대교와 이슬람 종교 간의 갈등이나 하마스

의 폭탄테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

공과 같은 정치적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2018년 

아디의 팔레스타인인권보고서1 에서 지적했듯이 이

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땅과 자원의 강제

점령과 약탈에서 기인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에코페미니스트인 반다나 시바 역시 그의 저서 「물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은 요

르단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싸움이라 지적했다. 또한 

1967년에 벌어진 3차 중동전쟁 역시 시리아가 요르

단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그 지

역을 폭격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물은 분쟁의 원인이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절대 팔레

스타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핵심 자원이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중동과 북

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지

역의 기후는 건조하고 메마른 기후이며 세계에서 인

구당 물 가용량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소위 

기후 및 지리적인 영향으로 물 공급량이 매우 적은 

반면에 물 수요량은 점점 증가하여 물 부족이 더욱 

심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에

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연구와 투자, 국가주도

의 물정책으로 건조한 사막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

는 비옥한 녹색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2017년 한국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

최한 물 관련 국제세미나에 초청된 시몬 탈 이스라

엘 전 물위원회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물부족은 아주 

심각했다. 이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선 

배분하였다. 물은 국민 소유이고 국가(이스라엘)는 

신탁 관리한다. 물을 통합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을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한

다”라고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물관리 선진국이라 자

평했다.    

 하지만 직접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목격한 

현실은 많이 달랐다. 서안지구 대부분의 집 옥상에는 

커다란 검정색 물탱크가 놓여있었고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1~2일, 특정시간에만 나오는 물을 

물탱크에 최대한 저장하려했다. 그리고 확보한 물로 

다음 물 공급시기까지 버티고 있었다. 여름철 물 공

급이 지연되거나 끊기면 재앙이 벌어진다. 그나마 도

시와 마을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있어 부족하나마 물 

공급은 이어지지만 도시와 마을 외곽지역에 위치한 

C지역이나 요르단밸리 쪽 거주민은 지표수가 거의 

말라서 트럭에 연결된 큰 물탱크를 가지고 물을 판매

하는 사람에게 물을 사거나 다른 마을로 물을 얻으

러 다니고 있었다. 그 중 가자지구는 가장 열악한 상

황이다. 물도 부족하거니와 부족한 물도 대부분 마시

거나 농사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최악의 

상황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물 현실이 왜 팔레스타

인에서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을까? 궁금했다.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전문 서적을 뒤지며 이스라엘 

측 주장과 팔레스타인 주장을 비교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현실을 지켜봤고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했

다. 그 결과 시몬 탈 위원장이 언급한 “물을 관리하고 

우선배분 한다”의 진정한 의미와 “모든 이해관계자”

의 제한된 범위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다. 하지만 팔레

스타인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없는 인권이 되어 버렸다.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

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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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이미 UN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

고 있는 물 상황을 '물위기(Water Crisis)'또는 '물재

앙(Water Disaster)'라고 규정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

표했다.  2019년 7월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도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주민 소유의 물탱

크 파괴 사건2 을 규탄하는 등 다양한 물관련 인권침

해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와 자료에 가

려져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

람들의 이야기는 몇몇의 현지언론과 인권단체의 보

고서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

는 거의 전무하다.  

   이 보고서는 수자원관련 전문연구보고서라

기 보다는 물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

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증언록에 가깝다. 보고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양국의 물관련 객관적 지표(팔레스타인의 인구

수, 수원의 분포, 물 공급량과 소비량 등)을 살펴보고, 

팔레스타인지역의 물부족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떠한지를 주목했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겪고 있는 물부족의 현실을 그들의 시각과 이야기

로 오롯이 전달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강대국과 약

소국간의 정치담론이나 전문가집단의 우울하지만 현

실감 없는 전망에서 벗어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겪

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3. 조사방법

 본 보고서는 사단법인 아디 내  ‘팔레스타인 

연구팀’의 약 10개월간의 연구조사와 두 차례의 현

지조사를 통해 작성했다. 2019년 1월 팔레스타인 인

권평화 활동가, 국제개발협력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

로 ‘팔레스타인 연구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팀원들

간 스터디와 집단토론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다양한 

인권이슈를 배워나갔다. 특히 수자원이라는 전문적

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초기 3개월간 팔레스타인

의 수자원 관련 전문서적과 유엔의 관련 보고서를 탐

독하였고 발제와 토론을 매월 이어갔다. 그리고 현지

의 실태를 잘 전달하기 위해 사전 질문지를 준비하고 

2019년 5월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현지조사는 5월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

일의 일정으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라말라와 나블

루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단은 총 17개

의 자치정부 기관, 마을의회, 여성, 농민, 의료, 아동 

단체의 전문가와 공무원, 활동가들을 만났고 수자원 

이용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했다. 특히 Palestinian 

Hydrology Group(PHG, 팔레스타인수자원그룹)과

의 두 차례 미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

들이 이야기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가시화 할 수 있

었다. 

 1차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본격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기 위해 3달뒤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현지조사는 8월 13일부터 8

월 28일까지(초기 7일은 평화여행팀과 동행함, 총 14

박 16일) 진행하였고 주요 피해마을 주민들과 전문가 

인터뷰에 집중하였다. 특히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요르단 밸리 지

역의 마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여성, 농민, 유목인, 마

을 주민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 동

안 가자지구에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으

나 현재 가자지구가 완벽하게 봉쇄되어 진행하지 못

Ⅰ.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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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스라엘 측의 의견청취 역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 보고서가 가지는 취약점이다. 보고서 상의 

가자지구의 사례는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에서 진행

한 인터뷰를 인용하였다.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보고서에 언급된 피해사례와 해당사진은 모두 당사

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공개한 것임을 밝힌다. 

 이후 2달간에 걸쳐 팔레스타인연구팀은 12차

례의 미팅과 3차례의 집중워크숍을 통해 취합된 피

해사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의 통계청 자

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련 보고서, World 

4.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오슬로 협정
(Oslo Accords)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 체결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를 합의함
(1993/9/13)

오슬로 협정Ⅱ
(Oslo Accords Ⅱ)

오슬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정으로 세부적인 자치권 이행 방법 등 명시
(1995/9/28)

PA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lestine Authority)

서안지구
(West Bank)

West Bank 요르단 국경지역인 요르단 강 서쪽 지역을 일컫는 지역으로 1967년부
터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하고 있으나 오슬로 협정으로 A/B/C지역으로 나뉘어져 
PA가 지역별 차등적 행정/치안 권한을 가짐

A지역(Area A) PA가 민간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서안지구의 약18%, 팔레스타인의 주요 8
개도시와 주변지역이 포함됨

B지역(Area B) PA가 민간행정을, 치안은 이스라엘과 PA가 공동관할, 서안지구의 약 22%, 약 440
개 팔레스타인 마을과 주변 지역 포함

C지역(Area C) A와 B지역을 제외한 전체지역, 이스라엘이 행정과 치안을 담당함. 서안지구의 약 
61%, 이스라엘불법정착촌과 군사시설 밀집됨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Israeli Illegal Settlement)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위치한 이스라엘 주민 집단거주지역, 국제법상 불법이
지만 1967년이후 꾸준히 건설되어 2018년기준 614,300명이 거주함.

이스라엘 불법기지
(Israeli Illegal Outpost)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위치한 이스라엘 소규모 거주시설 및 마을, 국제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국내법상 미등록 시설, 주로 캐러번(이동식차량) 몇대로 시작하였
다 그 규모를 키움

큐빅미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물 1㎥=1000리터, 무게로 환산 시 1톤과 동일

메가큐빅미터
(M㎥)

1M㎥=1,000,000㎥, 무게로 환산 시 100만톤과 동일

Mekorot 이스라엘 국영수자원 공사

Bank보고서, 국제인권단체와 현지인권단체 보고서, 

지역의 수자원 문제를 다룬 학술자료, 국내외 언론 

기사와 온라인 자료들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

치를 비교하며 보고서를 완성하여 나갔다. 그리고 보

고서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물관련 각종 

통계와 사례는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인용하였고 부

득이 5년이내 자료가 없을 시 제한적으로 그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고서에 인용한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이스라엘 수자원공사 Mekorot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온라인상에 공개된 이스라엘 정부문서

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Ⅰ.들어가며



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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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과 주요 수원

 3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89/view.do?seq=11057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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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17 검색

 4  http://water.fanack.com/palestine/, 2019, 10, 17 검색

 5   대수층은 관정이나 샘을 통해서 대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량의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임, 「물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53XXXXXX1460, 
2019. 10. 17. 검색

IⅠ.현황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의 기

후는 뜨겁고, 건조한 긴 여름과 시원하고 비가 오는 

짧은 겨울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해성 기후이다. 전체 

강수량의 70%가 11월-3월에 내리며,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은 500-750mm이다3. 팔레스타인은 서안의 경

우는 400-500mm, 가자지구는 230-400mm로 이스

라엘보다 약간 낮다4.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균 강수량 서안지구 400-500mm
500-750mm

가자지구 230-400mm

수원
지표수 요르단 강, 와디 갈릴리 해,  요르단 강

지하수
The Mountain Aquifer
The Coastal Aquifer

The Mountain Aquifer
The Coastal Aquifer

현 황 

 지역의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분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지표수 수원은 요르단 강과 와

디(Wadis)가 있으며, 지하수로 사용 가능한 수원은 산

악 대수층5(The Mountain Aquifer)과 해안 대수층

(The Coastal Aquifer) 이다.

(자료: 주 이스라엘 대사관,  Fanack 재구성)



11

 지표수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은 

요르단강과 와디(Wdis)이다. 요르단강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강으로, 팔레스타인 이외에도 이스

라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 총 5개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은 사실 

상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자원으로

써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6    

 와디(Wadis)는 평소에는 마른 상태로 있다가 

비가 오거나, 홍수로 인해 물이 차는 계곡을 말한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천연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취

급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관개목적을 위해 물의 자

연적인 흐름을 막은 이후, 가자지구에서 누리는 와디

(wadis)의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다.7

 6 Palestinian Water Authority, Status Report of Water Resources in the Occupied state of Palestine-2012, 10, 2013. P. 5

 8 http://www.pwa.ps/page.aspx?id=pWEf5Ba2550698040apWEf5B, 2019. 10. 17. 검색

 7 Palestinian Water Authority, Status Report of Water Resources in the Occupied state of Palestine-2012, 10, 2013. P. 7 

IⅠ. 현황

1) 지표수

1. 팔레스타인의 수자원 

[그림 1] 요르단 강에 대한 사용량, 2011

(자료: State of Palestine Water Authority, Water Resources8)

2) 지하수

 지하수는 팔레스타인 물 공급의 95%를 차지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다9 . 여기에 해당하는 산

악 대수층은 130km의 길이와 약 35km의 넓이를 가

진 수원이며, 서쪽, 북동쪽, 동쪽 분지로 나뉜다. 이 지

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시에 수질도 가장 높다. 해

안 대수층은 가자지구의 유일한 수원으로, 농업용수

와 가정용수 모두를 이 곳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9 http://www.pwa.ps/page.aspx?id=2orqcWa2546891028a2orqcW, 2019.1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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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악 대수층, 해안 대수층 모습

(자료: Fanak Water10)

 2013년 PA에서 발간한 수자원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각각의 추

출량은 아래 표와 같다.

수원 단위(M㎥) 지속가능한 수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The Mountain Aquifer 서쪽 362-400 28 340-430

북동쪽 100-145 23 103
동쪽 145-185 53 50

Coastal Aquifer 55-60 185

[표 2] 산악 대수층과 해안 대수층에 대한 추출량, 2012

(자료: 팔레스타인 수자원부(Palestinian Water Authority), Status Report of Water Resources in the Occupied state of 
Palestine-2012, 10.2013. P. 8)

 10 https://water.fanack.com/palestine/water-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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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Water Tables, 2017. P.1

1) 가정용

 2017년 팔레스타인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총 

4,884,336명(서안지구: 2,972,069명, 가자: 1,912,267

명)이다. 같은 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서안지구의 182.4M㎥, 가자지구의 181.2M㎥으

로, 총 363.6M㎥이었다. 1인당 하루 소비량은 83리터

(서안지구: 82.2리터, 가자: 84리터)로 집계됐다11.   

  한편, 2016년 이스라엘의 물 사용량을 살펴

보면 팔레스타인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6년 이스

라엘의 전체 물 소비량은 2,346M㎥으로, 하루 사용

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263리터가 된다. 2016년 한 해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주민들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물을 소비했다. 최근 4년에 대한 1인당 하루 소

비량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면, 팔레스타인은 80.9리

터, 이스라엘은 약 245리터였다.

IⅠ. 현황

2. 소비량 

년도 2013 2014 2015 2016
 

1인당 하루에 
소비한 물의 양(ℓ)

전체 79.1 79.3 82.2 83

서안 78.8 79.1 84.3 82.2

가자 91.3 79.7 79.2 84

이스라엘 242 237 237 263

[표 3] 1인당 하루에 소비한 물의 양, 2013-2016

(자료: 팔레스타인 중앙 통계청(Palestin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12)

2) 농업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농업부에서 펴낸 

『2017-2022 국가 농업전략』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농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입원임을 밝히며, 

팔레스타인의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2016년 한 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소비된 농업용수는 서안지구 60M㎥, 가자 90M㎥으

로 총 150M㎥이다. 이는 팔레스타인 전체 물 소비량

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특히 가자는 전체 용

수의 54%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3.   

 이스라엘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

의 사용처는 농업용수이다.  같은 해 2016년 이스라

엘의 농업용수 사용량은 1,282M㎥으로, 전체 물 소

비량의 55%를 차지했다. 이 중 60%는 재사용한 물

(769M㎥)으로, 새롭게 추출한 물은 513M㎥이다.  한

편, C 지역의 수자원 문제는 팔레스타인 농업부분에

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이스라엘의 통제

로 인해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수자원 접근이 제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 역시 

C 지역의 상황을 기술하며,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관

개를 위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14

 12 Palestine in figures, 2016. 03, 2017,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Israeli Water Sector-Key Issues, 02.25.2018, Water Authority, Water 
consumption data, introduction and summaries 2013, 2014, 2015
http://www.water.gov.il/Hebrew/ProfessionalInfoAndData/Allocation-Consumption-and-production/Pages/water-consumption-municipal-former-years.
aspx

 13 The State of Palestine Ministry of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2017-2022)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 version, 
11.2016. p.11-12
 14 UNCTD, The Besieged Palestinian Agricultural Sector, 2015, p.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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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World Bank, Securing Water for Development West bank and Gaza,15,06,2018

 팔레스타인의 가구들이 제공받는 있는 물의 

양은 2013년 이래로 약 190-210M㎥ 정도이다. 그리

고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업체

들은 서안지구 76개, 가자 25개로 총 101개의 공급

업체가 존재한다.16  서안지구의 업체들이 공급한 물 

중 37.1%는 지역의 수자원을 통해서 얻고, 62.9%는 

Mekorot으로부터 물을 구매하여 공급했다. 반면 가

자지구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자지구

의 업체들이 Mekorot으로부터 물을 구매한 정도는 

전체의 11.7%에 불과하며, 88.1%를 지역 수자원으로

부터 얻었다. 담수화과정을 통해 획득한 물은 0.2%이

었다.17 

 한편,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 연

결성은 서안지구 94%, 가자지구 88%로 꽤 높은 편

이다. 그러나 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은 서안 

30%, 가자 77%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가자지

구보다 도시화되지 않은 서안 지구 내 마을들과 외

딴 지역들의 영향으로 보인다.18  특히, 이러한 지역들

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 자

체로 인해 물 공급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017년 World Bank가 발간한 『The Performance of 

Palestine local Governments』에 의하면, 평균적으

로 공급처와 1%씩 거리가 멀어지면, 그 수행능력은 

5.2% 감소한다. 상수도 시스템과의 높은 연결성과는 

별개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달 모두 물을 공급받는 

가구의 평균은 31%였다. 45%의 가구는 한달 중 공

급일수가 1-10일이었다. 한편 가자는 62%의 가구가 

11-20일 정도 공급을 받았다.19 이러한 제한적인 물공

급으로 인해 가자의 97%, 서안의 92%의 사람들은 집

의 마당이나 옥상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탱크를 가

지고 있다.20

기간 사용량(M㎥)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가자지구
60(45%) 90(54%)

이스라엘 1,282(55%)

[표 4]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농업용수, 2016

(자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농림부(The State of Palestine Ministry of Agriculture)15)

기간 서안지구 가자지구 전체지역

1-10일 45% 15% 34%

11-20일 11% 62% 31%

30일 36% 22% 31%

[표 5] 30일 기준 평균 공급량, 2016

(자료: World bank, Toward Water Security for Palestinian, p. 39) 

 17 Water Sector Regulatory Council, Bridge to Sustainability Water and Wastewater Service Providers Performance Monitoring Report for 
the year 2016,01,2018, p.15-16

 18 World bank, The Performance of Palestine local Governments,06,2017, P.12 

 19 World Bank, Toward Water Security for Palestinian,2018. p.39

 20 World Bank, Securing Water for Development West bank and Gaza, 15. 06. 2018. p.10

 15 National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2017-2022)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 version, 11.2016. p.11-12, The Knesse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Israeli Water Sector-Key Issues, 02.25.2018

3.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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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에서 발표한 2017년 개선된 식수

에 대한 접근성의 비율은 전체 62.4%이다21. 지역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서안지구가 95.1%인 반면, 가자

지구는 11.4%를 기록했다. 물 탱크 트럭에 대한 식수 

의존 비율도 서안과 가자지구가 대비양상을 보여준

다. 서안지구에서는 단지 6%였던 비율이 가자지구에

서는 97%로 올라간다22. 이는 가자지구 내에서 파이

프로 공급받는 물이 식수로써 적절한 수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1967년 이후, 250M㎥으로 추정되는 요르단 

강23에 대한 사용권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대부분의 

물 공급은 지하수에 대한 추출과 Mekorot로부터 구

입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의 추이를 보면, 추출량과는 별개로 Mekorot으로부

터의 구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인 ACRI(The Association for Civil Rights 

in Israel)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Mekorot 으로부

터 받은 자료는 서안지구 내 지하수에 대한 Mekorot

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Mekorot이 서안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의 수

는 50개가 넘는다. 이 관정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Mekorot이 서안지구에서 추출한 물의 양은 47.8M㎥

이었다24. 이는 팔레스타인 추출량의 19%에 해당하는 

양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Mekorot이 동일한 

관정에서 평균적으로 추출한 양은 44.9M㎥이다.

 2019년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발표자

료에 따르면, 2017년 팔레스타인이 Mekorot으로부

터 구입한 물은 83M㎥으로, 전체 공급량의 22%였다
26. 2016년보다 공급량이 증가한 만큼, 동일한 비율로 

Mekorot으로부터 구입한 물의 양도 증가한 것이다. 

즉, 제한적인 수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증가하는 

물에 대한 요구량만큼 Mekorot에 대한 구입량도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M㎥) 2013 2014 2015 2016

전체 공급량 365.7 342.7 365.3 363.6

지하수 추출 262.9(72%) 246.3(72%) 250.5(69%) 251.6(69%)

Mekorot 구입 63.3(17%) 63.5(19%) 70.2(19%) 79.1(22%)

[표 6] 년도별 물 공급량, 2013-2016

(자료: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 Water Tables, 2017.p.1) 

2013 2014 2015 2016

추출량(M㎥) 45.2 43.1 43.8 47.8

팔레스타인의 추출량 대비 
비율(%)

17% 17% 17% 19%

[표 7] 서안지구 관정 내 Mekorot이 추출한 물의 양, 2013-2016

(자료: Mekorot Water Company answer25, 14.05.2017,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 Water Tables, 2017.p.1) 

 21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world water day, 03, 22,2019

 22 World bank, Toward Water Security for Palestinian, 2018. P.32

 23 World Bank, Securing Water for Development West bank and Gaza, 15. 06. 2018. p.10

 24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occasion of world water day, 03, 21,2018

 25 Mekorot, Water in the West Bank,14,05,2017

 26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world water day, 03, 22,201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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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학적 요인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가 발표한 물 부족(Water Stress)국가27 중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 17개국 중 12개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

카 지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요

르단, 레바논의 경우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위 지

역은 건조기후28와 반건조기후로 세계에서 인구당 물 

가용량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기후와 

지리적 특성으로 덥고 건조하고 기본적으로 물 공급

량이 낮은데다, 물 수요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물 부족의 큰 요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역시 중동지역 물 부

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동지역의 평균 기온

은 1990년대 중반까지 1.4도 상승하였고, 90년대 후

반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4도까지 상승하였다.29 이에 

따라 강수량도 조금씩 감소하였는데 지난 50년간 중

동지역의 강수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요르단 강은 

총 저수량의 23%가 감소하였고30, 2018년에는 가장 

낮은 수량을 기록하였다. 요르단과 시리아 접경지역

을 흐르는 야르무크 강은 2006년 이후 말라버렸다31. 

낮은 강수량과 더불어 우기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파종시기에 물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농업용수의 공급과 활용이 매우 어려

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32. 

 이 외에도 가뭄과 홍수, 폭우와 같은 극단적

인 기상악화현상의 발생빈도도 증가하였다. 여름에

는 열기와 가뭄이 급격하게 심해지고, 강수량은 더욱 

낮아진다. 갑작스러운 홍수와 폭우도 계절에 상관없

이 반복되며 급격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 담수층에 

해수 침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33.

 중동지역의 물 부족은 정치적인 영향도 받고 

있다. 중동지역 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

가들이 많고, 다수의 국가들이 사회봉기 성격의 움직

임을 많이 겪고 왔다. 이로 인한 정치적인 탄압과 무

력충돌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34. 이는 적절하지 

못한 자원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미비, 집

단 간의 긴장 등을 야기시켰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수자원 활용과 배분의 방해 요소로 작용

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예

방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구축을 어렵게 하

였다.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담수화처리와 폐

수처리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처리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에너지 생산량과 

공급량, 수요량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7 2019년 8월, WRI가 발표한 물 부족 국가는 일정한 기간 대상으로 가용가능한 물의 양보다 물의 필요량이 더 많거나 낮은 수질로 인하여 물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함을 의미한다. 결국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높을수록 담수량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강물이 말라가는 결과를 야기한다.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8 건조기후는 물이 부족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기후를 의미한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은 지역에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연강수량이 500m 이하이다. 이런 환경
에서는 식생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강우조건에 따라 초원이나 사막이 생긴다. 건조기후대는 지구 면적 대비 약 30% 정도로 알려졌다. (물 백과사전, K-water)

 29 Jon Martin Trondalen, Climate Changes, Water Security and Possible Remedies for the Middle East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200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18/181886e.
pdf, citing Pinhas Alpert, Simon Krichak, H. Shafir, D. Haim, and I. Osetinsky, “Climatic trends to extremes employing regional modeling and statistical 
interpretation over the E. Mediterranean,” Global and Planetary Change 63 (2008): 163–70

 31 Royal HaskonigDHV/EcoPeace Middle East, National Master Plan for the Jordan River Valley (2015) 32, http://ecopeaceme. org/
uploads/Jordanian_National_Master_Plan.pdf

 30  Trondalen, “Climate Changes,” 9. See also Gerhard Smiatek and Harald Kunstmann, “Expected Future Runoff of the Upper Jordan River Simulated 
with a CORDEX Climate Data Ensemble,” Journal of Hydrometeorology 17, no. 3 (2016): 865-79.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a reduction of the Upper 
Jordan’s discharge by 7.4 percent by 2031- 2060 and 17.5 percent by 2071-2100.

 32 Tabari and Willems, “Seasonally varying footprint of climate change,” 3.

 33 “Potential Effect on Israel - Predicted Climate Change in Israel,” Israel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st modified November 5, 2013, http://
www.sviva.gov.il/English/env_topics/climatechange/Pages/PotentialImpactOnIsrael.aspx.

 34 시리아, 예멘, 이라크, 리비아는 무력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이집트는 주변국에서 넘어오는 난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은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끝맺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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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전기는 이스라엘을 통

해서 공급되고 있고, 오직 10%만 가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가자지구는 특히 연료 부족, 운영 및 유지시설

의 부족으로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35. 

2017년 유니세프와 유럽연합에서 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담수화 시설을 지원하였지만 전력의 부

족으로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열 패널

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필요 전력량의 12%만 

충족할 수 있는 양이다36. 적절한 처리시설을 활용하

지 못하는 가지지역의 경우 대수층에서 과도하게 물

을 추출하게 되면서 해수가 침투하고, 지하수가 급격

하게 염수화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1994

년 팔레스타인 내 농업활동은 국가 GDP의 14%을 차

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을 통해 서안지구

의 C지역이 이스라엘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되고 몇 년

간 연속으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현재 농업이 차지하

는 비율은 3%이다. 농업활동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9%를 차지하고 있고37, 국가 수출의 20%을 

차지한다38. 요르단 역시 지속적으로 농업활동의 경

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1994년 GDP 8.3%에서 

2016년에는 3.5%로 감소하였다39. 하지만 요르단은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농경법을 적용하고 열기에 

강한 곡물을 재배하는 등 수량 감소에 대응할 수 있

는 대안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이스라엘의 물 통제 정책

 이스라엘에게 물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선포 이후 1959년

에 물 법안40을 통과시켰다. 더 나은 국가 건축과 경제 

개발을 목표로 사용가능한 모든 수자원의 활용을 위

해 정부가 직접 수자원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갈릴

리 해의 물을 남부지방으로 보내는 물 공급시스템

(National Water Carrier)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북부

의 갈릴리 해의 물을 건조한 남쪽 지역과 인구가 밀

집되어 있는 중앙 지역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다. 

건국 이전부터 해당 계획을 구상해왔으며 건국 이후 

Mekorot에 의해 건축되어 1964년에 완공되었다. 이

스라엘은 물 공급망을 통해 매시간마다 72,000 톤의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하루에 총 1.7 M

㎥ 물을 운송할 수 있다41. 이스라엘 정부는 물공급망

을 통해 공급되는 물의 80%을 농업용수로, 20%을 

식수원으로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 초 인구가 급증

하고 가정 내 물 필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절반 이상

을 식수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42

1) 1945년 ~ 1967년 

 35 Gidon Bromberg, Giulia Giordano, Oded Eran, and Omri Elad. Gaza on the Edge: The Water and Energy Crisis in Gaza. EcoPeace Middle East and 
INSS, 2018. http://ecopeaceme. org/wp-content/uploads/2018/05/Gaza-on-the-Edge.-May-2018.pdf.

 36 OCHAOPT, “Largest seawater desalination plant opened in Gaza,” The Monthly Humanitarian Bulletin, March 11, 2017, https://www.ochaopt.org/
content/largest-seawater-desalination-plant-opened-gaza.

 37 The Palestinian government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Palestinians, especially women,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officially is much higher. 
See The State of Palestine/Ministry of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ector Strategy (2017-2022):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vember 
2016) 9, http://www.lacs.ps/documentsShow. aspx?ATT_ID=31791.

 38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ordinator for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UNSCO), UNSCO Socio-Economic Report: Overview of the 
Palestinian Economy in Q2/2017, (2017) 2, https://unsco.unmissions.org/sites/default/files/ unsco_socio-economic_report_q2_2017.pdf; FAO, Evaluation 
of FAO’s Programme in West Bank and Gaza Strip 2011-2015 (Office of Evaluation, August 2017) 22, http://www.fao.org/3/a-bd698e.pdf.

 3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 of GDP).”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NV.AGR.TOTL.ZS.

 40 이스라엘은 물 법안을 통해 수자원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수자원의 개발과 할당, 수질오염과 수자원 보전 등을 규제해왔다.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물 위기 극복
을 위해 물 공급 확보,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수량 확보, 환경과 생태요소 고려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담수화시설 건축을 통한 해수와 염수 공급, 
오염되고 고갈된 우물 복원 작업을 통한 추가 수량 확보, 하수처리 증대로 관개용수 추가 공급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진행해왔다.

 41 Waldoks, Ehud Zion (2008-02-18). "Inside the National Water Carrier". Jerusalem Post. Retrieved 2008-04-05

 42 Kantor, Shmuel. "The National Water Carrier". the University of Haifa. Retrieved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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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수자원에 대한 보

전을 장려하고 담수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면

서 National Water Carrier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변국과의 수자

원 공유를 위해 다양한 물 협정을 수립해왔다. 특히,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상이한 2가지 접근

법이 특징이다. 요르단과의 물 협력관계는 상호이익

과 공동이해를 기초로 발전해왔다. 양국의 안정과 복

지에 대한 물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반

면, 팔레스타인과는 수자원을 두고 여전히 많이 논란

을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요르단과의 물 협력관계는 영국 통치기간인 

1920년대부터 존재해왔지만 본격적으로 발전된 시

기는 1950년대이다. 1955년 Johnston Plan을 통해 요

르단 강을 공통 수자원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요르

단, 시리아, 레바논에서 수자원 공통 활용에 대한 협

의를 진행하였다. 협의에는 요르단 강을 비롯하여 주

변의 여러 수자원들이 포함되었으며 각국의 이해관

계에 따라 요구량이 상이한 부분도 있었다. 결과적으

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위치한 리타니 강에 대한 수

자원 공유 요청을 철회하였고, 아랍연맹은 이스라엘

이 유역 외 수자원에 대한 활용을 인정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림3] 이스라엘 물 공급망 지도
 위 계획은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두 진영의 기

술위원회를 통해 승인되었으나, 1955년 10월 아랍연

맹의회에서 이스라엘 국가 승인을 두고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공식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랍연맹은 공식적인 승인 절차 없이 기술적인 측면

에서 해당 수량계획을 바탕으로 수자원을 사용해왔

다. 이후 해당 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요르단은 

여전히 협의된 수량계획을 준수하고 있다. 비록 공식

적으로 발표된 협상은 아니었지만 Johnston Plan은 

향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 물 협력관계를 발전시

키는데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하였다.43 

 43 Oden Eran, INSS, Gidon Bromberg, Giulia Giordano, Israeli Water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EcoPeace Middle East, 2018, p.9

수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하스바니(Hasbani) 35

바니아스(Banias) 20

요르단 강(주요 수원) 22 100 375

야르무크 강 90 377 25

와디(Wadis) 243

총 35 132 720 400

[표8] 이스라엘과 아랍연맹의 협상에 따른 공유 수량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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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요르

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물 정책을 수립해왔는지에 대

해 주요 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팔

레스타인 1967년 이전까지 요르단과 이집트의 통치 

하에 용천과 지역 관정을 통해 물을 공급하였다. 당

시 물은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기에 지역과 가정

의 관습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1967

년, 이스라엘이 서안지역과 가자지구를 무력점령한 

후에는 이스라엘 군법에 의거하여 팔레스타인의 수

자원이 관리되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내 관정

에 미터기를 설치하였으며 관개용 관정에 대한 수량

제한도 적용되었다. 새로운 수자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이스라엘 군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야 가능하였다. 이스라엘은 정해진 물 사용량 내에서

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물 사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44,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정해진 물 수량이 

너무 부족하였고 이는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물 

스트레스를 심화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본격적인 물 협정

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논의된 오슬로 협정으로 

볼 수 있다. 1993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와 워싱턴에서 1차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1차 오

슬로 협정은 매우 간략하게 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 ‘두 국가의 물 관리’와 ‘공통 수자원에 대한 공평

2) 1967년 ~ 1995년 

한 활용’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45. 협정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수자원 협력과 수자원 시설 및 담수화 시설에 

대한 개발연구 협력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1995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서안지역 및 가자지구에 대한 임시협정, 제 2차 오슬

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제 40항을 통해 이

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물 배분을 협의하

였으며 산악 대수층을 중심으로 폐수처리에 대한 공

동의무, 공동 물 관리체계 ‘물 공동 위원회’ 설립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차 오슬로 협정은 협

정 이후 팔레스타인 내 A와 B로 구분된 지역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 대상의 수자원 시설과 서비스를 팔

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협정 전까지 이스라엘 내 수자원은 Mekorot에 의

해 관리 및 운영되고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의 수자원 

시설은 서안지역에 설립된 이스라엘 시민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 

주요 수자원에서 사용 가능한 수량을 배분하여 명시

하였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안지역

의 산악 대수층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118 M㎥ 물을 

확보하였다.

 44 David B. Brooks and Julie Trottier, “An Agreement to share water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EcoPeace Middle East, 2012

 45 Declaration of Principles (Oslo I). Annex III, paragraph 1, 1993

[표8] 이스라엘과 아랍연맹의 협상에 따른 공유 수량 (단위 M㎥)

수원 총 연간 함양율 이스라엘 연간 할당량 팔레스타인 연간 할당량

서안지구 대수층 679 483 118(향후 수요량 +78)

서쪽 대수층 362 340(94%) 22(6%)

북동쪽 대수층 145 103(71%) 42(29%)

동쪽 대수층 172 40 54

요르단 강 요르단강의 팔레스타인 물 접근성에 대한 관련 조항 부재

[표9] 오슬로협정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연간 물 할당량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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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Jägerskog A. (2007) Why States Co-operate over Shared Water: The Water Negotiations in the Jordan River Basin. In: Shuval H., Dweik H. (eds)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Springer, Berlin, Heidelberg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공

유하고 있는 모든 지하수와 지표수가 협정 안에서 다

뤄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요르단 강의 경우 팔레

스타인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자원의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협정에서는 별도 수량이 배분되지 못하

였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군 지역에 근접하다는 이유

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에서는 동쪽 대수층에 대한 수자원도 다루고 있

지만 실제 동쪽 대수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량

은 많지 않다. 더욱이, 논의되지 않은 기타 수원을 팔

레스타인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은 임시협정 기간 동안 팔레스타

인이 이스라엘에서 약 28.6 M㎥을 공급받기로 하였

다. 이는 서안지역에 23.6 M㎥ 물을 공급하고, 가자

지구에 5 M㎥ 물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러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가

자지구에 대한 물 공급은 2015년까지 이뤄지지 못하

였다.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미래 수요에 대해 

추가적인 수량 배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인구 성장률과 가정 내 물 사용 외 물이 필요한 농업, 

관광분야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할 경우 측정된 미

래 수요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있다. 오슬로협정은 

최종 협정 단계에 앞서 5년동안 진행되는 임시 협정

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팔 관계의 악화로 최종 협정

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

전히 임시협정 조항에 따라 이-팔 수자원 정책이 시

행되고 있다.

 두번째, 19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통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수자원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조약은 요르단 강, 야

르무크 강, 아라바 지하수에 대한 배분 권리를 상호

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고 항구적인 협의’로 평가된다.46

 갈릴리 해를 공통 수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국가는 본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매년 50 M㎥ 

수량을 요르단에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하고 추가적인 수자원 활

용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인하고, 공동 물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공동 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본 조약을 통해 체결한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두 

국가 간 발생 가능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

고 있다.

 비록 요르단 강 유역으로부터 요르단이 더 많

은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르단 내의 전문가와 여

론의 의견이 거세었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물 협력관계는 협의사항에 따라 전반적으로 잘 진행

되었다. 1999년 이스라엘이 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요

르단에 협의한 수량의 물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

는 의견을 전달하자, 요르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

하겠다는 위협으로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

된 바 있다47. 협의 당시 기후악화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협의사항에 해당 내용이 포함

되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이스라엘이 협의한 수량을 

모두 제공하면서 긴장이 완화되었고 아직까지 두 국

가의 물 협력관계는 튼튼한 것으로 여겨진다48.

 46  “Article 6, - Water,” Israel-Jordan Peace Treaty (1994), available at: http://www.kinghussein.gov.jo/peacetreaty. html

 47  Allison Berland, “The Water Component of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Master’s Thesis,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May 2000, chapter 4,

3) 1995년 ~ 현재 

 앞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 공동 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서안지역 

내의 물과 하수처리에 대한 모든 이슈를 담당할 뿐 

아니라 수자원과 하수처리에 대한 공동 관리, 관정 

시공에 대한 승인, 수자원 체계 개발, 수자원과 물, 하

수처리에 대한 보호, 물과 하수처리에 관한 분쟁 해

결, 정보 교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일한 

인원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표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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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다.

 그럼에도 공동 물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아래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 구분된 C지역에서 진

행하는 물 활동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행정부의 승

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이스라엘 행정부가 일부 혹은 전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49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부분 A지역과 B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수 집단촌을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해당 마을은 대부분 이스라엘 불법점령촌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

라는 모두 C지역에 있거나 혹은 통과해야 한다. C지

역은 서안지구의 61%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실제 위

원회의 관할 지역이 크지 않다는 점(이스라엘 행정부

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 훨씬 많다는 점)과 C지역의 

개발 및 건축은 이스라엘 행정부를 통해 승인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2002년 이후 공동 물 위원회의 미팅은 매년 

1~3회로 대폭 감소하였다.51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417개의 물 관련 프로젝트가 위원회에 제출되었

고, 그 중에 231개가 승인되었다. 22건의 거절을 포함

하여 총 143개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승인 대기 중에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출한 38개 프로젝트 

중 오직 3개의 농업용 관정 복원 프로젝트만 승인 받

을 수 있었다52. 1967년 이후 서쪽 대수층에 대한 새로

운 관정 개발 건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는데, 서쪽 

대수층은 수자원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스라엘은 폐수처리 관련 프로젝트 승인 요

청에도 무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폐수처

리시설의 활용 및 개발은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물 

필요량 충족 외에도 현재 사용하는 수자원(지하수)의 

안전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

라엘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하지

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마을 내 

폐수처리시설 마련을 거부함에 따라 마을 내 지하수 

오염도 증가하고 있다.

49  “Glavany J. (2011) The Geo-politics of Water,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December 13 2011

 51  World bank, (2009). Assessment of Restrictions on Palestinian Water Sector Development, World Bank, April, 2009
 52  EWASH, (2012b). Down the drain: Israeli restrictions on the WASH sector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nd their impact on vulnerable 
communities. A report by the Emergency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group (EWASH)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March 2012.

[그림4] 물 공동위원회의 물 프로젝트 승인 구조 체계50

50  Zeitoun, M (2007) The Conflict vs Cooperation Paradox: Fighting Over or Sharing of Palestinian-Israeli Groundwater? Water International, 32:1, 1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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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의 확장 역시 팔레스타인 물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 국제법 하에 따라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

촌의 확장과 건축은 불법으로 간주됨에도 이스라

엘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신규건설 및 확장하고 정

착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불법 

정착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대

부분 요르단 계곡에 위치한 서안지구 내 우물을 개

발하였으며 물은 이스라엘의 수자원공급망을 따라 

공급된다.

 2013년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Al-Haq 조사

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촌의 1인당 하루 물 소비

량은 약 369리터이다.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78.8리터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차

이가 난다. 아래 표는 2011년 기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정착촌 주변의 팔레스타인 마을주민들의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은 최

근 들어 정착촌 인근의 샘물을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없애거나 막고 있다. 2012

년 UN 인도주의 조정국(UNOCHA) 자료에 따르

면 용천 56개가 C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

엘 시민청에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개인 소유로 기

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30개가 정착민들의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접근

성이 거의 없다. 30개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22

개의 용천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위협과 폭력적

인 행위로 접근이 어렵고, 나머지 8개는 정착민들

의 통제 하에 있으며 용천 주위에 설치된 철망 등

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접근이 어렵다. 그 외 

나머지 26개 용천에 대해서도 정착민에 의해 완전

히 통제될 위험에 놓여있다.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

워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생계와 안보 면에서 상

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사를 하는 가정의 경우

에는 경작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생산량이 현저하

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축과 가정 내 식수사

용을 위해 주민들은 따로 물을 구매할 수 밖에 없

다.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처

리하지 않은 채 방출하는 폐수 역시 인근 팔레스

타인 주민들의 수자원과 농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살피트(Salfit) 도

시 카나(Qana)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바르

칸(Barqan) 정착촌은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포함

하고 있다. 1998년 바르칸 산업단지에서 매년 약 

810,000 ㎥ 산업용 폐수를 방출하였으며 이는 인

근 팔레스타인 마을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오염시

키기도 하였다54. 팔레스타인 보건부 발표에 따르

면 암 환자의 79%가 사피르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방출된 폐수에 노출된 주민들이라고 한

다.55  

 54  Violet Qumsieh, 'The Environmental Impact of Jewish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Palestine-Israel Journal, Vol.5 No.1 1998.

 55  Charmaine Seitz,'Palestinian women face political and social frustrations,' Unicef 23 September 2011.

이스라엘 정착촌 1인당 하루 물 소비량 인근 팔레스타인 마을 1인당 하루 물 소비량

Beda’ot 401 Tubas 30

Niran 433 Al-A’uja 82

Arganan 411 A-Zubeidat 82

Ro’i 431 Al-Hadidiya 20

Beqa’ot 406 Al-Hadidiya 20

[표 10]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인근 팔레스타인 마을 1인당 하루 물 소비량 (단위 리터)53

 53  B’Tselem, (2011b), Dispossession and Exploitation: Israel’s Policy in the Jordan Valley and Northern Dead Sea, B’Tselem,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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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내 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물 부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 공급망

과 수송관의 노후로 인해 손실되는 수량이 많고, 폐

수처리시설에 대한 낮은 투자와 효율성, 통합되지 못

한 수자원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이 해당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현재 팔레스타인의 물 관

련 구조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 및 안보문

제와 관련하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수자원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개혁하고

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일 뿐이

다.56 2014년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물 법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자원공사의 설립을 필두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설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로드맵 실행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서안지구 내 물 공급시설과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도 매우 낮다. 2012-2032 팔레스타인 물

과 폐수에 대한 정책 및 전략에 따르면 2032년까지 

약 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년 지난 5

년간 매년 1억 정도의 투자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한, 지방정부의 세금징수율이 정부 총 세금 징수금액

의 11%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투자 효율성을 저

하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사업소의 낮은 역량도 안

정적인 물 공급의 어려움이다. 라말라의 수도사업소 

Jerusalem Water Undertaking과 동예루살렘의 사업

소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편이지만, 다른 지역의 

수도사업소들은 대부분 역량부족과 물 공급량의 부

족, 시설 노후, 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서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Mekorot

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정과 개입에 대해 팔레스타인이 주민

들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자지구 역시 2008년부터 지속적인 정치 군

사적 충돌로 인한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자지구는 수질이 좋

지 않은 관계로 폐수처리시설 및 담수처리시설의 활

용이 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정치

적인 문제로 매우 적은 비율 투자만 진행되어 왔으

며, 봉쇄정책은 적은 규모의 구호사업도 진행되지 못

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가자지구는 물 문제의 

더욱 취약한 상황이 되었다.

56  World Bank Group, (2018), Securing Water for Development in West Bank and Gaza, Sector Note, June 15 2018.

3. 기타 내부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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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안지구 -  마을의 삶을 통째로 빼앗은 '물 아파르트 헤이트' 57

 2019년 UN 세계물개발보고서에서는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은 일시적이거나 국가 승인의 대상

이 아니며 철회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

다.58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물정책과 통

제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59을 지속적으

로 침해 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피

해사례들을 보면 개인의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은 물론이고, 물의 가용성과 물기반시설의 계획과 구

축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역시 이스라엘에 의해 가로

막히고 있다. UNOCHA의 ‘2019년 인도주의적 필요

에 대한 도표’에 따르면, 물자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294,000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고 있다.60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보면 

2019년 현재 물과 위생에 취약한 인구수만 하더라도 

19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여성이 49%, 아동은 39%

이다.61 특히, 아동의 경우 서안지구의 아동들은 낮은 

수질의 물공급을 받고 있는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권고 기준인 1인당 하루 물 소비 권장

량 100리터 기준에 못 미치는 79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다.  C 지역의 경우에는 그 수치에 훨씬 못미치는 

30리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62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4분기동

안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팔레스타인의 피해사례 

중 7%가 물과 위생 관련 시설이었다.63 이스라엘의 물

기반시설 몰수와 파괴는 개별 마을들의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팔

레스타인에서의 물문제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러한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농업과 목축업이 주

요 생계수단인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

려움들은 농업용수의 부족이나 수급비용과 관련된 

것인데, 모든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물통제 정책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물통제는 개별 가구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2017년 남아공의 식수위생부 장관이었던 Nomvula Mokonyane는 당시 대학 강연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물정책을 ‘Watr apartheid’라고 지칭했
다.https://electronicintifada.net/blogs/adri-nieuwhof/israel-worlds-leading-practitioner-water-apartheid

 58  2019년 UN세계물개발보고서 https://www.gcedclearinghouse.org/resources/summary-united-nations-world-water-development-report-2019-leaving-
no-one-behind-executive?language=ko.

 59  https://www.gcedclearinghouse.org/resources/summary-united-nations-world-water-development-report-2019-leaving-no-one-behind-
executive?language=ko

 60  https://www.ochaopt.org/content/humanitarian-needs-overview-2019
 61  https://www.ochaopt.org/sites/default/files/humanitarian_response_plan_2019.pdf
 62  unicef 2018. 11월 팔레스타인 아동 보고서 https://www.unicef.org/sop/media/341/file/Children%20in%20the%20State%20of%20Palestine.pdf

 63  https://www.ochaopt.org/content/demolitions-west-bank-undermine-access-water

(인종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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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http://www.alhaq.org/monitoring-documentation/15167.html

[그림5] 보고서에서 언급된 서안지구내 피해마을 위치, 구글지도

1) 튜바스(Tubass), 움 크베이쉬(Um Kbeish) 마을 

 UNOCHA의 팔레스타인 보고서에서는 지

난 2월 서안지구 동북부에 위치한 튜바스의 남부에 

있는 움크베이쉬 마을의 지하수 관정들이 이스라엘

에 의해 파괴된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64 이스라엘군

은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유일한 물

공급원인 관정들 2 곳을 파괴했다. 파괴된 관정들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농업부(the Palestinian Ministry 

of Agriculture)가 소유 관리했던 것으로 움 크베이쉬 

지역의 올리브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또 다른 관정

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서 올리브 농사를 지

었던 지하드 유세프 바니(Jihad Yousef Bani Odeh)

씨와 그의 친인척들의 소유였다. 2012년 유세프씨는 

올리브농사를 위해 물보관용 플라스틱물탱크를 300 

세켈(약 83달러)에 구입했고 매년 6 개의 물탱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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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유세프씨의 물탱

크에 ‘제거 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유세프와 그의 가

족은 물비용 절감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원

으로 지하수 관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

은 이 관정에 대해서도 ‘파괴통보’를 했다. 통보 이후 

유세프씨와 그의 가족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2019

년 6월 24일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된 법

정 심리를 앞둔 6월 11일, 이스라엘은 우물을 파괴해 

버렸다.  

 65  http://www.alhaq.org/monitoring-documentation/15167.html
 66  http://www.alhaq.org/monitoring-documentation/15167.html

2) 라말라(Ramallah), 시녜일(Sinjel) 마을 

 라말라 북동쪽에 있는 시녜일 마을에는 수 년

간 이스라엘 불법정착촌과 전초기지가 증가하고 있

다.65 이렇게 늘어난 불법정착촌은 시녜일 마을의 물

위기를 가져왔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Al-Haq에 따

르면 지난 6월 11일 Mekorot은 마을의 농경지를 무

단으로 파괴했다. 농경지를 파괴한 이유는 불법정착

촌 마알레 리노나(Ma’aleh Levona)와 전초기지인 기

바트 하로에(Giva’t Haro’eh)를 잇는 물 기반시설 공

사 때문이었다.66 시녜일 팔레스타인 주민 20명의 농

경지는 불법정착촌들을 연결하는 물공급 수도관의 

확장 공사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물기반공

사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지하수를 고갈시킬 뿐만 아

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 필요한 곳에다 지하수관정을 

설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진] 이스라엘은 불법정착촌을 위한 수도관 확장공사를 위해 팔레스타
인의 저수지관정을 파괴했다 (Al Haq, 2019)

 나블루스는 서안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대

도시로 다섯 곳의 관정(al-Far’ah, al-Badhan, 

Sabastiya, Odala, Deir Sharaf)에서 물을 추출해 공

급받고 있다.67  여기서 추출된 물의 양은 평균 한 시

간에 1,000톤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의 

하천에서 200톤 정도를 받아써야 한다. 나블루스 시

의회의 보고에 따르면 도시 전체 인구의 일일 사용량

을 고려할 때 한 시간에 400톤 정도의 물이 더 필요

하지만, 나블루스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추출된 

물의 3분 1이 누수되고 있다. 도시 대부분의 가구가 

상수도망에 연결되어 있지만 물부족과 수질 그리고 

수압의 문제는 나블루스 주민들이 매일 당면하고 있

는 문제이다.

 나블루스 물관리 담당공무원 아리쉬 키타니

(Arish Kitaney)씨의 말68에 따르면, 나블루스가 사

용하는 물의 수원과 수량이 제한적이고 공급면에서

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물문

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한다. 하루 70리터만 공급되

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경우 인근 알 파엘(Al-Fael)지

역 관정의 물공급자로부터 별도의 물을 구입하고 있

는데, 현재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블루스의 동쪽 

지역에 있는 수원지 개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

다.

3) 나블루스(Nablus) 

[사진 2] 나블루스 물담당 공무원 아리쉬 키타니 (아디, 2019)

 67  https://www.btselem.org/water/20170913_acute_water_shortage_in_nablus
 68  2019 아디 팔레스타인평화여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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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https://www.btselem.org/water/20170913_acute_water_shortage_in_nablus

 71  https://www.btselem.org/water/20170913_acute_water_shortage_in_nablus

 70  2019 아디 팔레스타인 평화여행 인터뷰

 나블루스에서 만난 전직 대학교수인 요셉 박

사는 서안지구의 물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

기 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수자원의 85%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Mekorot이 우리의 물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다시 팔

고 있다. 서안지구에는 70만명의 불법정착촌민이 있

고 300만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 만약 팔레

스타인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소비한다면 불법정착촌

민 한 명은 40리터이다. 나블루스에 거주하는 5인가

구 기준으로 매월 40~50 쉐켈(12~15 달러)을 물공급

을 위해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농부의 

경우 지하수를 얻기 위해 땅을 파기 위해서는 이스라

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심지어 A지역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만약 허가가 있어도 팔레스타인은 100미

터 이상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300

미터에서 1킬로미터까지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이 기존 관정

에서 취수하는 양도 제한하고 있다. 허가된 이상의 

물을 취수하는 경우에는 1달이고 2달이고 취수를 금

지시킨다. 5~10년내 서안지구의 물 사정은 아주 아주 

나빠질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이스라엘은 750 미터 길이의 

수도관을 파괴했다.71 이 수도관은 나블루스 지역에 

있는 베이트 다얀(Beit Dajan)과 베이트 푸리크(Beit 

Furik)의 마을 18,0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72 두 마을은 오슬로 협정

에 따라 A, B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베이트 푸리크 

마을의 의장인 마바드 하나니(Mr. Awad Hanani)씨

는 이스라엘이 파괴한 수도관이 마을 사람들의 물공

급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희에게는 단 하나의 수자원(source of 

water)이 있을 뿐 이예요. 저희 두 마을의 모든 사람

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나마도 최근에는 

그 양수량마저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시간당 65

톤에서 29톤으로 줄었죠. 이 줄어든 양을 보충하려면 

탱크물을 사 먹어야 해요. 그건 수돗물보다 훨씬 비

싸죠. 보통 수돗물이 1 톤에 5세켈(NIS)이라면 탱크

물은 12세켈(NIS)이라구요. 여름처럼 물수요가 높은 

4) 베이트 다얀(Beit Dajan), 베이트 푸리크(Beit Furik)

[사진 2] 물공급 받는 날에 받아놓은 물을 사용하는 나블루스 주민 

(B'Tselem, 2017)69   

 요셉박사의 주장은 나블루스 Brothers 

contracting에서 수자원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메

(Sameh)씨의 증언70과도 일치한다.

 “이곳의 이스라엘불법정착촌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물을 사용하는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특정일과 특정시간에만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면 팔레스타인 땅 속에는 충

분히 많은 물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를 점

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물은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불법정착촌에게 활용

되고 있다. 최근 물 재활용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기술발전과 개발비용이 필요

한 상황이다.”

 72  https://www.ochaopt.org/content/demolitions-west-bank-undermine-access-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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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어떤지 아세요? 그 비싼 탱크물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림 6] 불법정착촌과 C지역으로 둘러싸인 베이트 푸리크와 베이트 다얀 
마을의 지도 (OCHA, 2017)

5)  요르단 계곡

 요르단 계곡은 서안지구의 동쪽에 있는 유

역지로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팔

레스타인인들은 물접근이 이스라엘에 의해 제한되

면서 심각한 물문제를 겪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67년 이후 Mekorot을 통해 주요 지하수 거점지에 

관정을 뚫고 여기서 나온 지하수를 인근 불법정착촌

으로 보내고 있다. 요르단 계곡 전체 인구 중에 이스

라엘 정착민은 20% 정도이지만, 이들이 80%의 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정착촌은 지하수를 이용해 

대규모 대추야자 농장을 운영하고 식수와 농업용수

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73 반면 팔레스타인 원주

민들은 이스라엘의 제한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기 

어려워 물을 구입 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162개의 농업용 지하수관정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

고 있다.74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위해 지

하수 관정을 연결해 사용하면 이스라엘은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파괴해 물 사용 자체를 원천에 봉쇄한

다. 

 요르단 계곡에 사는 모하메드 자인(Mohammed 

Zain)씨는 농업용수의 유일한 물 파이프 라인이 ‘허

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의해 철

거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자기 와서 저희 농장

의 유일한 물공급 수도관을 철거해 버렸어요.  세상

에, 저희 수박농사 절반이 망했다고요”75

 목축업을 하는 부란 바샤라트(Burhan 

Bsharat)씨는 이스라엘의 물통제 정책에 대해 불만

을 터뜨렸다.76 이스라엘은 농장 근처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놓고 부란 바샤라트씨의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공급 파이프 라인을 부대의 물공급을 위해 이전 

설치했다. 결국 부란 바샤라트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 대신에 비싼 비용이 드는 탱크물을 사서 목축용

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봐요 상상해보세요. 내 땅을 지나는 물을 

내가 사용할 수도 마실 수도 없다고요.”
 73  2018,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인권실태보고서”, 아디
 74  http://jordanvalleysolidarity.org/background-info/water-rights-in-the-jordan-valley/
 75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4/israel-control-palestinian-water-supply-hits-farmers-180421144230553.html
 76  https://www.aljazeera.com/news/2018/04/israel-control-palestinian-water-supply-hits-farmers-180421144230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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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19년 팔레스타인평화여행 인터뷰, 아디

6)  바르달라 (Bardala)

 바르달라 마을은 마을 소유의 자체 관정으

로 물을 공급받았으나 1974년부터 이스라엘이 마

을관정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마을 중앙에 이스라

엘 불법정착촌만을 위한 새로운 지하수관정을 설치

했다. 이후부터 바르달라 주민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의 수자원 몰수와 강압적인 통제에 대항해 오랫동안 

싸우고 있다.77 바르달라의 농민인 마흐디드 알흠므

(Mahded Alhmn)씨는 이스라엘의 물통제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의 농업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78 

 “우리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 10킬로 떨어진 

아이널 베이트라는 마을로부터 트럭으로 운반해 가

져다 쓴다. 우리는 1톤당 20~25세켈을 지불해 물을 

구입한다. 우리 마을 밑에 인근 불법정착촌으로 연

결된 물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우리는 물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전에는 이 지역에 자연 샘(자연지표수)이 있

어서 그 물로 가축을 길렀다. 하지만 Mekorot 이 지

역에 지하수를 뚫어 사용한 이후에는 그 샘이 다 말

라버렸다. 우리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불허하기 때문이다. 샘(자연

지표수)이 마르고 물이용이 어려우니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팔고 A 지역으로 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A지

역이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조건이라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헐값에 넘기고 

마을을 떠났다. 물이 없으면 직업도, 생계도 사라진

다.” 

 다른 농민인 자이드 사와르타(Zaid Sawarta)

씨는 바르달라의 농업경제가 위축된 원인을 이스라

엘의 물통제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계곡의 75%의 물을 통

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Mekorot은 바르달라 마을

과의 최초 협정을 통해 마을에 250톤의 물을 마을에 

제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Mekorot은 100톤

의 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

이다. 이렇게 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

와 마을을 붕괴시킨다.”79 

 “요즘 마을 밖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면 

이스라엘 군인은 이전에 사용한 가축용 물 탱크를 

빼앗거나 가축들이 외곽지역의 물을 이용하지 못하

게 만든다. 마을 밖 200미터 북쪽으로 가면 바로 군

사지역이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2년 전에는 이스

라엘은 마을 외곽의 가축용 물탱크를 압류하고 심지

어 농사용 트랙터도 압류했다. 트랙터 주인이 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 5천에서 

7천 쉐켈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때때로 저기 보이

는 5천에서 6천쉐켈이면 살 수 있는 노란색 저장물

통을 압류할때도 있는데, 다시 돌려받기 위해 동일

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새로 사는것과 같은 금액

이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진4] 바르달라 마을 농민, 자이드 사와르타씨
(아디, 2019)

 77  http://jordanvalleysolidarity.org/news/struggle-water-continues-bardala/

 79  2019년 팔레스타인평화여행 인터뷰,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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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달라에서 인터뷰한 기피야 지라드씨80 는 

17년째 이 마을에서 지내며 11명의 자녀를 키운 여

성이다. 지라드씨는 마을의 농산물 수확과 재배하는 

일을 도왔지만, 일이 줄어들면서 이스라엘의 불법정

착촌에서도 일을 했다고 한다. “요즘은 물을 아주 제

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어떨 때는 공급받은 물

이 부족해서 손도 씻을 수 없고 화장실도 이용하기 

어렵죠. 집마당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갔어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영향을 받았

어요. 전에는 마을 공동관정에서 물을 이용했어요. 

자연 샘물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2000년 초

반에 Mekorot이 저희의 공동 지하수관정을 폐쇄한 

후에 마을 중앙에 관정 3 곳을 새로 뚫었어요. 그 후

로 주변 지천은 마르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원

은 이스라엘이 뚫은 그 관정밖에 없게 된 거예요. 부

족한 물은 트럭 탱크물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3톤에 

100 세켈을 줘야 하죠.” 

 지라드씨를 비롯해 바르달라 마을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이스라엘의 물통제에 항의도 했었지만, 

이스라엘은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고무총탄을 발포

하는가 하면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무엇보다 바르달

라의 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0일

동안 물공급을 받을 수 없었다. 

[사진5] 바르달라 마을의 수도관을 절단해 몰수하는 이스라엘 (Jordan Valley Solidarity, 2018)

7) 헤브론(Hebron) 남부, 베두인마을 아랍 알 람딘(Arab al-Ramdin), 

7) 두카이카(Dukaika) 마을

 헤브론 남부에서 30 km 떨어진 베두인 공동

체 아랍 알 람딘(Arab al-Ramdin)에 사는 모하메드 

아부 하람 (Mohamed Abu Haram)은 아나돌루 뉴

스(Anadolu Agancy)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물중단이 자신들의 생계를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 지 

설명했다.81 아랍 알 람딘 마을에는 6,500 명의 팔레

스타인 베두인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목

축업과 농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람

씨 역시 15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며 8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2017년 여름 하람씨 가족이 주당 공

급받은 물의 양은 80톤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양으

로는 목축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람씨는 ‘자신의 생

업인 목축업이라는 것이 매일 많은 양의 물이 안정

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

국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80  2019 아디 팔레스타인평화여행 인터뷰
 81  https://www.aa.com.tr/en/middle-east/palestine-s-water-crisis-50-years-of-injustice/8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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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20년 넘게 수

자원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멘즈 메서쉬미트 

(Clemens Messerschmid)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

라엘은 군법 명령 158조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물 기

반시설 설치, 지표수나 자연수 관정의 추출, 그리고 

빗물저장소와 저수지 구축 및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다.82 이스라엘은 해외정부기구나 민간단체들

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 설치된 팔레스타인의 물 

기반시설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에도 

이스라엘은 헤브론 남부 마을인 두카이카(Dukaika)

의 지하수관정 3 곳을 파괴했다. 이 관정들은 국제개

발단체인 옥스팜(OXFAM)이 벨기에개발협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83 

[사진6] 추가비용을 들여 물을 사는 C 지역 팔레스타인 가족 ( Anadolu Agency, 2017)

2. 가자지구 - 최악의 물재앙

1) 현황

 11년 째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는 만

성적 전력과 연료 부족을 야기시켜 오염과 물 위기

를 악화시켰다. 유엔무역개발협의는 이러한 오염과 

과도한 손상으로 가자지구의 수질은 2020년까지 피

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물과 관

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사

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84. 

 UNOCHA의 2018년 10월 월간 인도주의 회

보85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수돗물 대부분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며 10명 중 9명은 담수화에 의

존하고 있으며, 이 중 81%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보

았다. 컨테이너나 탱크에서 나오는 물은 파이프 관

에서 나오는 물보다 10배~30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판

매되고 있으며 이는 빈곤한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1년 간의 봉쇄

 2006년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는 이스라

엘의 폭격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

구와 가자지구에는 7개의 오래된 처리장이 있고 그 

중 3개는 가자지구의 베이트 라히아, 가자, 라파 시

에 위치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팔레스타인 점령환경에 관한 데스크 연구 영토 보고

서는86모든 처리장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효

과적으로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의 대부분은 과부

화나 설비 부족, 또는 기계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고 서술했다. 가자의 전력은 현재 디르 알발라 (Deir 

al-Balah)에 본부를 둔 중앙 발전소로 절반의 전력만 

생산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력 차단으로 가자지구의 

하수처리장들은 폐쇄되었고, 처리되지 않은 오물들

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87

  

 82  https://electronicintifada.net/blogs/charlotte-silver/israels-hydro-apartheid-keeps-west-bank-thirsty
 83  https://diplomatie.belgium.be/en/newsroom/news/2019/deputy_prime_ministers_alexander_de_croo_and_didier_reynders_condemn_destruction
 84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D), Report on UNCTAD assistance to the Palestinian people, Developments in the economy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15), p.15
 85  https://www.ochaopt.org/content/study-warns-water-sanitation-crisis-gaza-may-cause-disease-outbreak-and-possible-epidemic#ftn3
8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Desk Study on the Environment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2017), p.45
 87  https://www.vice.com/en_au/article/zmj3qy/gaza-strip-unl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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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관정 파괴 및 식수 제한

 88  https://theecologist.org/2014/jul/16/gaza-israel-bombs-water-and-sewage-systems

 89  https://reliefweb.int/report/occupied-palestinian-territory/israeli-forces-destroy-wells-public-infrastructure

 90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180320-israel-cuts-fresh-water-supplies-to-gaza/

 2014년 7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

으로 인해 급수 및 하수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가자

지구는 더 큰 인도주의 재앙에 직면했다. 사드 앗딘 

알바시 (Saed al-Din Atbash) 가자지구 수도시설 책

임자는 가자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의

도적으로 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행

기들은 두개의 관정을 직접 겨냥했는데, 7,000명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알 마크위시 (al-Maqwsi), 

알 자이툰 (al-Zaytoun)의 관정을 각각 파괴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파이프 관이 파괴되었으며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

다. 가자 시 당국은 각 관정들의 피해를 15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88. 

 2018년 8월 8일, 이스라엘 공군은 250톤 용

량의 저수지를 포함한 4개의 시설을 갖춘 가자지구

의 알 무그라카 (Al-Mughraqa)마을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위생과 하수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을 건물

이 완전히 파괴 되었고, 저수지와 하수관, 수조, 수도

관, 계량기, 필트, 펌프와 같은 필수 기구들이 파괴되

었다. 알 무그라카 주민 약 11,500명은 현재 하나의 

관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

게 되었다. 당국은 이틀에 한 번 꼴인 급수량이 5일

에 한번 꼴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상수도 공급은 3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2018년 8월 9일, 이스라엘 전투기는 베이트 

라히아 시의 알 아타티라 (Al-Atatira)마을 인근 관정

을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 결과 관정은 완

전히 파괴되었다. 이 관정은 베이트 라히아의 몇몇 

지역에서 약 2만명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왔었

다. 고의적으로 관정을 파괴하는 것은 국제 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며 전쟁범죄에 해당 한다89. 

 2018년 이스라엘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식수 공급을 중단했다. 마헤르 살렘 

(Maher Salem) 가자지구 상수도청장은 “Mekorot

이 수일 전 일방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2,3시간 동

안 물을 끊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 뒤로 물이 

끊겨 물 공급은 재개되지 않았고 이는 가자 지구 해

안가에 있는 20만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가자 국경 

인근 농민들이 사용하는 관개용 관정은 이스라엘이 

지하수원을 그들의 관정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모두 

무너졌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00미

터 이상 깊이의 관정을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90.

[표11] 가자지구 전력 수요와 공급, 단위: 메가와트 (출처: UNCTAD)

[그림7] 가자지구 물 위기 수치화 (원본 출처: Haaretz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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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RAND corporation, The Public Health Impacts of Gaza’s Water Crisis (2018) ,p.34

심각한 수인성 질병

 2018년 미국의 비영리 단체 RAND에서 발간

된 ‘가자지구의 물 위기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의 보고서’는 2011년 수인성 질병은 가자지구의 모

든 소아 질병의 26%를 차지하며 소아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91. 팔레스타인 보건부 예방의

학 책임자인 마지디 드헤어 (Majdi Dhair) 박사는 수

인성 질병의 대규모 증가를 식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지중해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처리되

지 않은 하수로부터 오염되었다고 말했다92. 또한 최

근 몇 년 동안 콜레라 발생 위험도 강조되었다. 높은 

인구 밀도, 대규모 집회, 안전한 물 접근, 열악한 위

생 상태 등 가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들이 콜

레라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가자 지구의 물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학

교 학생들의 위생도 위협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학생 당 화장실과 수돗가 시설 비율이 감소했다. 

RAND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가자 지

구 75명당 화장실 1개, 80명당 한 개의 수돗가 시설

이 존재한다. 이 비율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

다.

 

[그림7] 가자지구 물 위기 수치화 (원본 출처: Haaretz93)

 92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gaza-drinking-water-spurs-blue-baby-syndrome-illnesses-181029110434881.html
 93  https://www.haaretz.com/middle-east-news/palestinians/.premium.MAGAZINE-polluted-water-a-leading-cause-of-gazan-child-mortality-says-
rand-corp-study-1.656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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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leaky-cesspits-raw-sewage-and-salty-water-gazas-forgotten-water-crisis

[그림8] 가자지구 피해마을 위치, 구글지도

2) 가자시티

 가자 지구 알 샤티(al- Shati) 난민 캠프에 살

고 있는 모하메드 나투르 (Mohammed al Natour) 

씨와 그의 아내 키탐 나투르 (Khitam al Natour)씨

는 네 명의 딸과 두 명의 아들과 함께 물 부족 문제

에 직면해 있다. 알 샤티 난민 캠프는 3일에 한번, 두 

시간씩 식수 및 가정용수를 공급받는다. 이마저도 

수도꼭지가 마르기 전에 빠르게 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나투르 가족이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는 

가자지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키탐씨

나투르 씨 가족 사례

는 신장 문제 때문에 생수를 마셔야 하지만, 연간 평

균 수입이 1,826달러 (약 210만원)인 이 지역에서 생

수에 하루 1.5달러 (약 2천원)를 소비하는 것은 사치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번 생수를 샀지만 그 뒤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투르 가족은 

매달 11달러 상당의 식수를 구입하고 며칠에 한 번씩 

받는 2시간 분량의 물을 이용하여 최대한 비축하고 

때로는 이웃집에서 옷을 빨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

한 일도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하메드 나투르 

씨는 “이웃이 14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 물을 공짜

로 채우는 곳에 가기까지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94.  

Ⅳ. 결과



39

96 https://www.btselem.org/gaza_strip/20140209_gaza_water_crisis

95 https://www.middleeasteye.net/news/leaky-cesspits-raw-sewage-and-salty-water-gazas-forgotten-water-crisis

알 파란 씨 사례

 가자시의 슈야이야 (a-Shuja'iya) 동네에 거

주하는 여덟 명의 아이의 어머니인 와파 알 파란 

(Wafa al-Faran)씨는 정전으로 인해 수도 공급이 어

렵다고 말했다. “전기가 들어오면 물을 저장하기 위

해 지붕에 펌프를 설치하여 컨테이너에 물을 채운

다. 하지만 전기가 없으면 물을 저장할 수 없다. 정

전이 될 때 물이 공급되는 때에는 (소형)발전기로 펌

프를 작동시키고는 하는데 발전기 연료가 비싸고 많

이 소비된다. 지금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연료도 없

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연료도 매우 비싸서 발전기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이프에서 나오

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인에게

서 깨끗한 물을 사서 마신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오

는 물이 눈을 아프게 해서 가끔은 구입한 물로 딸들

의 머리를 씻기고 세수를 시킨다.”96 

[그림9] 식수 및 가정 용수를 공급받는 가자 지구 주민들 (출처: AFP)
95

[그림10] 불순물이 섞인 물 (출처: Middle East Eye)
97

 가자 시티의 알 나사르 병원의 소아과 의사

인 모하매드 아부 사미아 (Mohamad Abu Samia) 

박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위장관염, 신장병, 소아암, 

유아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영양실조 병인 마라스무

스(marasmus, 영양결핍증)와 “블루 베이비 증후군

(청색증98)” 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을 보았다. 그는 전

에는 5년 동안 한 두 사례의 “블루 베이비 증후군”을 

보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1년에 다섯 사례를 본다고 

말했다99. 

사미아 박사의 증언

[그림11] 가자시 알 시파 병원에서 녹물을 보여주는 직원 (출처: OCHA)
100

97 https://www.middleeasteye.net/news/leaky-cesspits-raw-sewage-and-salty-water-gazas-forgotten-water-crisis
98 청색증은 오염된 물속에 포함된 질산염이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공급을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질병,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
C%B2%AD%EC%83%89%EC%A6%9D(2019.10.19. 참고)
99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gaza-drinking-water-spurs-blue-baby-syndrome-illnesses-181029110434881.html
100 https://www.ochaopt.org/content/study-warns-water-sanitation-crisis-gaza-may-cause-disease-outbreak-and-possible-epidemic#ftn3

3) 라파(Rafah)

  물 위기는 가정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 뿐

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준다. 라파시의 

번화가에 빵집을 운영하는 모하메드 엘 도수키 

(Mohammaed El-Dosouui)씨는 물 위기 때문에 사

업장의 위생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모하메

드 씨는 물이 바닥나면 이 곳은 비상사태라고 설명

했다.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 사항이

다. 그는 6년 전 가게를 열 때 물 공급업체를 위해 부

지런히 연락처를 수집해 업데이트를 하는 등 최선

을 다해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물은 비싸서 순

이익은 얼마 남지 않는다. 모하메드 씨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부모님도 나와 함

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기 

엘 도수키 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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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해요.”라고 답했다.101

4) 칸 유니스 (Khan Yunis)

 가자지구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칸 유니스에 

살고 있는 약 7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년간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지역의 천연 수자원이 

고갈되고 노후화된 물 전달 시스템에 의존한 결과 

수도꼭지에 물이 없는 날이 많아졌다. 특히 여름철

은 물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러 그들의 삶을 힘

들게 했다102. 칸 유니스는 작동하는 기반시설이 부족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등 물 위기

에 증가하는 우려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요한 건

축 자재는 이스라엘의 포위망 때문에 수입하기 어렵

거나 불가능하다.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절약

할 것을 촉구하고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03

101 https://www.anera.org/stories/helping-mohammeds-bakery-cpe-gaza-water-crisis/
102 https://2012-2017.usaid.gov/news-information/frontlines/water-neglected-tropical-diseases/water-life
103 https://electronicintifada.net/content/water-pollution-reaches-catastrophic-levels-gaza/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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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원문: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ICCPR article 1(2)

1. 물 관리 관련 국제법

 국제사회는 이미 다양한 국제법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였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그리고 물 관련 국제법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점령지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물 권리

를 존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령지 내 점령국의 시민(이스라엘 정착민)과 군대

(이스라엘 군)의 이주와 파견을 명백하고 금지하고 있

다. 또한 헤이그협약  제 55조에 따르면 점령국은 점

령지의 천연자원과 재산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1) 국제인권법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모두 제1조 2항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104고 명시했다. 사회권 

규약 11조는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

며 물 권리는 적정한 주거와 식량, 건강,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105했다. 

 국제 수로 이용법률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Law of Non-Navigational Use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106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수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이

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용 

보장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107 하였다. 협약이 채택된지 22년이 흘렀지만 이스라

엘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2) 국제인도법

 제 4차 제네바협정(The Fourth Geneva 

Covention)은 점령국(occupying power)은 점령지 

내의 주민의 보호와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

고, 점령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물을 제공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협정 제 49조를 통해 

3) 국제법

 국경지대 담수층에 관한 국제법108(Law of 

transboundary aquifers) 제 3항은 담수층에 걸

쳐진 각국은 국경지대의 담수층의 비율에 맞는 주

권(Sovereignty)을 가지며, 제 4항은 이 주권의 합

리적이고 공정한 이용(equitable and reasonable 

utilization)을 보장하고 있다. 그 어느 조항도 팔레스

타인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국제사회의 권고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원회)는 규

약 당사국이 지켜야 할 물 권리의 핵심요소로 ‘물은 

WHO 가이드에 상응할 만큼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Availability),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며(Quality), 차

별 없이 접근가능(Accessibility) 해야 함’을 언급109했

다. 이스라엘은 규약의 당사국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

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을 찾고 이동하는데 

제약을 주는 조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12조의 ‘자유로운 이동

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불법정착촌민

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간의 차별적인 물공급 및 접근 

정책은 유엔인종차별철페협약(CERD)에 위반하고 있

음을 확인했다. 

1) 유엔

10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5, para 3. The Committee has also stated that “the right should also be 
seen in conjunction with other rights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foremost amongst them the right to life and human dignity”
106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21 May 1997, G.A. Res.. 51/229 (A/51/49), at: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
conventions/8_3_1997.pdf
107 협약 제 5조, 6조,7조, 8조, 21조
108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draft%20articles/8_5_2008.pdf In August 2008 the UNILC also adopted the commentaries to the 
draft articles.
109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5, par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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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1967

년이래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인권상황

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ccupied since 1967)110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67년이래 점령한 팔레스타

인 영토에서 자행한 불평등한 물분배, 팔레스타인 사

람들의 물접근 통제, 팔레스타인 정부의 물 관리운영

를 막는 차별적인 정책들이 국제법들을 위배하고 있

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스라

엘 정부가 국제법상 보장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

역의 수자원 접근과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51년간

의 점령을 끝내야 함을 권고했다. 또한 가자지구 봉쇄

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이자 다른 인권을 실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깨끗한 물에 대한 공정한 접

근을 보장하며, 지역 내 수자원의 이용, 분배, 소유권

을 공정하고 협력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물관련 협정을 다시 협상하라고 권고했다

2) 국제사회

 2010년 2월 몰타(Malta)에서 열린 ‘이스

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미

팅(International Meeting in Support of Israeli-

Palestinian Peace)에 참가한 30개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1인당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지역의 수자원(지표수와 지하수 모두) 배분

되고 나눠져야 하고 지역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주요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이 향후 물관련 최종협상에서 반드시 국제법에 의

거하여 진행되는 것이 지역의 물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였다.111 

  2018년 유럽연합112은 물재앙이 닥친 가자지

구에 대형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는 초대형 투자프로

젝트를 진행하며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이행 

계획을 이어갔다. 또한 2019년에도 추가로 팔레스타

인에 2천2백만 유로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적 

이행의지를 권고했다. 더불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도 물 관리 통합기구 수립, 물 제공업자의 통합적 관

리, 물 세금관련 동일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법률적 차

원의 노력을 권고하였다.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의 물통제 정책에 대해 보고

서를 제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권고를 발표

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옥스팜과 같은 국제인권단체와 

개발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심

각한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와 권고

를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2009년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이 발표한 팔레

스타인 물 위기 관련 보고서113 내용 중 이스라엘 정부

에 대한 권고는 아래와 같다. 

  “이스라엘은 최우선 과제로 팔레스타인 사람

들에게 물에 대한 접근과 추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하고 물과 위생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물을 모으는 저장소, 하천 수로, 물시설

에 대한 철거와 파괴를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의 물 접근권을 막는 제한조치를 폐지시켜야 한다.”

3) 국제기구 및 단체

111 https://www.un.org/unispal/document/auto-insert-202716/

112 https://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2341_en.htm
113 국제엠네스티, 「Troubled Waters-Palestinians Denied Fair Access to Water」, 2009

110 유엔인권이사회 문서번호 A_HRC_40_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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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시몬 탈 이스라엘 전 물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로 돌아가서 그가 발표한 성공사례 비결인 “물을 관

리하고 우선배분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다”는 진정한 의미는 분명해졌다. 이는 팔레스타인 사

람들의 물에 관한 권리를 빼앗고 독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불법정착촌민에게 우선 배분하고 오슬로 협

정상의 당사국인 팔레스타인 정부와 팔레스타인 사람

들을 이해관계자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도화된 수자

원 관련 기술, 거대한 담수화 공장과 그 공장에서 생

산하는 물, 선진관개시스템과 효율적인 폐수 재활용 

처리능력으로 생산한 물, 사막에서 풍요로운 녹색땅

을 만들었다는 그들의 성공사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점령지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이룩

한 거짓신화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물관련 능력이 높아질수록 팔레스타인의 물상황은 악

화되고 있다. 

 현재 인구 200만 가자지구는 사람들의 유일

한 수원지인 해안 대수층이 거의 완전히 식수로 사용

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졌고, 2020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 한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로 

허덕이는 가자지구 사람들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비싼 

값에 하지만 위생상 부적합한 트럭으로 운반되는 물

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수인성 질병

으로 고통받고 있다. 

 서안지구의 사람들 역시 자신의 땅 바로 아래 

흐르는 3개의 거대한 담수층을 이용하지 못한 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서안지구의 61%차지하는 C 

지역의 주민들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풍요로운 농장을 매일 지켜보며 극심한 물 

기근 속에서 생존지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봉쇄를 풀지 않는 한 

가자지구의 물 재앙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서안지구 

역시 지하 대수층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물 기근에서 재앙의 상태로 조만간 돌입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유엔과 국제사

회는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

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러한 흐름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도리어 2019

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며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열어주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명백히 배

치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더한 가

해를 끼치는 행위였다. 지금이라도 인권을 주요한 국

정원칙을 삼고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

부는 국제법을 어기며 인종차별적 물정책을 팔레스

타인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2019년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수자원을 착취하여 재배된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농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려야 한

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

지는 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차원에서 협

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물 문제는 물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보건, 농업, 지방자치, 개발협

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긴급한 

식수 공급이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담당할 지점이라면 

시설 복구, 위생, 보건, 농업, 관련 기술 등은 시민사회

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현지에

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한국

의 시민사회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생존에 필요한 물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의 높은 장벽 

앞에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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