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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5.21

논 평

휴전협정으로 당분간의 학살은 멈췄지만
강제퇴거는 멈추지 않아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갈등을 종교적 원인에서
찾아서도 한쪽이 공격하니 한쪽은 방어한다는 프레임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늘 아침(현지시간 새벽 2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양측간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 연일 폭탄비를 뿌린 이스라엘 전투기도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 올린  하마스의 로켓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희생 당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휴전으로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디의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이번 사태의 시작은 하마스의 로켓공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마을(세이크자라)에서 강제
퇴거하려 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의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에 이스라엘 군경이
침입하여 3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치고 체포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 주둔한 이스라엘 군경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 11일간 끔찍한 민간인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민간인 학살이고 전쟁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2007년부터 육해공 모든지역을 극단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병원,
방송국,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민간인 거주지, 난민캠프 등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하마스 로켓공격을 이번 사태 원인으로 다루는 동시에 로켓공격을 대부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시스템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에 의해 집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자지구 사람들은 절규하였습니다.
232명 사람들이 사망했고 1,600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휴전 협정으로 당분간의 학살은 멈췄지만 사태의 원인이었던 동예루살렘 세이크자라
강제퇴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6월초로 연기했을
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를 극단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동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스라엘 정착마을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원인은 점령과 봉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과 갈등을 종교적 원인에서 찾아서도 한쪽이
공격하니 한쪽은 방어한다는 프레임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원인은 점령과 봉쇄에
있고 해결방법은 핵심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점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이크자라에서의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그곳의
주민을 그대로, 그 곳에서 살게 두어야 합니다. 둘째,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합니다. 어느 누가 수백년 동안 살고 있던 집터에서
쫓겨나길 바라겠습니까.
봉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4년 동안 이어진 가자지구의 봉쇄를 풀어야합니다.
이미 가자지구는 이번 공습 이전에도 인도적 위기 상태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해야
가자지구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점령을 멈추고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