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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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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2016 년 시애틀 프라이드에서 있었던 일이다. 각국에서 온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출신 국가의 

국기를 흔들며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을 장식하였다. 나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교포 분

들이 반갑게 알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걸었다. 

 

하지만 평소 밝은 성격의 팔레스타인 친구 E 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다행히 팔레스

타인 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E, 괜찮니?” 물어보았다. E 가 대답했다. “이 깃발이 

무슨 의미겠니. 어차피 나는 나라도 없는 사람인데.”  

 

‘아, 이런 기분이구나.’ 상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어렴풋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

았다. 모두가 레인보우 깃발을 들며 우리의 삶을 축하하는 행진 속에서도 결코 웃을 수 없는 

팔레스타인 성소수자의 마음을 느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015 년 7 월 서울인권영화제의 <제 3 의 성> 상영취소와 BDS

연대, <핑크워싱(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s Back!)>의 무대가 되었던 시애틀에서 

2016 년 6 월 팔레스타인 활동가 E 와의 만남을 통해, 막연하게 복잡한 국제정치학과 슬픈 

역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넘어, 내게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일로 

다가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 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도 불리운다. 유엔

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결의안은 정말 많다. 하지만 이 상태의 유래는 몇 세기가 아니라 최

근 1 세기의 일이다.  

 

이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은 1967 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국가가 

국가를 세워 다툼을 종식하자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두 국가 해

                                                        
1 minhee.ryu@hopeandlaw.org 



법이 포함된) 결의안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행해져야 한다는 데 완전한 합의가 있었

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서안 지구의 정착인구 증가세 (출처: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간 서안 지역의 불법정착촌은 자꾸만 들어

만 가면서 과연 해법이 실행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재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제 국

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 고착 상태가 유지되

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없는 가운데 현지의 삶은 불안정하기만 했다. 

 

BDS: 남아공의 기억으로  

그러던 2005 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국제시

민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ycott, Divestment, Sanctions)에 참여

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요청하였다.2 이는 성공적인 국제연대로 평가되는 남아공에 대한 반아

파르트헤이트 운동(Anti-Apartheid Movement)에 착안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크게 3 가지 국제법적 의무 – ‘이스라엘의 1967 년 전쟁부터 팔레스타인 영토 점

령을 끝내고 아파르트헤이트 벽을 허물 것’,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완전한 권리

를 인정할 것’, ‘유엔 결의안 194 대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경제적 보이콧과 제재를 하는 것이다. 

 

BDS 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해법(두 국가 해법 vs. 한 국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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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에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행동을 요청(Call for 

Action)하고 있다. 한편 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에게는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살면서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단체는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의 

우산 하에 있거나 이스라엘 정부에 법적으로 등록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BDS 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위험하거니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지역 정부에서 불법점령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이통과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학회, 단체들이 아카데믹 보이콧에도 동참하였다. 한편 이러한 BDS 를 ‘반유

대주의’로 보고 불법화하거나 제재하려는 흐름이 미국 뉴욕 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있기

도 하였다.3 하지만 수단으로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해도 BDS 의 합법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EU 를 비롯한 많은 정부와 법원들이 판단하였다.4 

 

이스라엘 정부의 BDS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에 대하여 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비난한 바 있으며5 국제인권단체 FIDH 는 표현의 자유로서 BDS 의 권리를 지

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6 

 

BDS 를 수단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부 정부의 입장은 이 보이콧이 이스라엘을 고립시

켜 이스라엘을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대에 올리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질문은 목표와 대의에는 동의하나 수단으로서 효과적

인지에 대한 논쟁이 노먼 핑켈스타인이나 노암 촘스키 등을 비롯한 학자들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들이 정치적 불행동을 하여 현지의 차별과 폭력의 종식에 기여하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국제적 대화를 지속시켜 세계시민들에게 현지의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한 

                                                        
3 “Cuomo And B.D.S.: Can New York State Boycott A Boycott?” The New Yorker. 

http://www.newyorker.com/news/news-desk/cuomo-and-b-d-s-can-new-york-state-

boycott-a-boycott 
4 “EU declares right to boycott Israel is protected by free speech”, The Independent, 

2016. 11. 2. 
5 “Israeli government must cease intimid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 them 

from attacks,” Amnesty International, 2016. 4. 12. 

http://www.amnestyusa.org/news/press-releases/israeli-government-must-
cease-intimidation-of-human-rights-defenders-protect-them-from-attacks 
6 “FIDH suppor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d call for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FIDH, https://www.fidh.org/en/region/north-africa-middle-east/israel-

palestine/fidh-supports-the-right-to-participate-in-and-call-for-boycott, 2016. 7. 20. 



것은 시민사회와 BDS 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BDS 의 범위, 효과성

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는 계속되는 가운데, BDS 는 오랫동안의 고착과 정치적 무기력에 대한 

움직임을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연대 캠페인으로서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이스라엘과 핑크워싱  

이러한 BDS 에 대한 리액션이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대한 고민과 

전략인 ‘브랜드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디어에 비추어지는 오랜 불법점령과 전쟁의 

이미지로 인하여 특히 2000 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

다.7 2005 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마케팅 업체와 함께 18 세와 34 세 남성을 타겟층으로 

한 “브랜드 이스라엘” 캠페인을 시작한다.8  아래는 이스라엘 관광당국의 ‘브랜드 이스라엘’의 

슬로건의 한 예이다. 

 

‘중동에서 언론의 자유?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Freedom of the press in the Middle East? Only in Israel’ 

‘중동에서 동성애자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국가? 이스라엘만 가능합니다. Where in the 

Middle East can gay officers serve their country? Only in Israel’ 

‘어디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까요? 이스라엘 

Who makes the greenest energy? Israel’ 

 

관광산업을 홍보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외교부와 관광청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브랜드 이스라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텔아비브 프라이드 등 게이 투어리즘

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마케팅이다. 2010 년 텔아비브 관광청은 텔아비브를 “국제적인 동

성애자 여행지”로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홍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소수자 영화제 서킷

에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성소

수자 진영도 ‘퀴어 BDS’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핑크워싱(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s Back!)>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브랜드 이스라엘 전략은 10 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0

년 중반까지도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편이었지

만, 현재의 젊은 미국 세대들에게는 서안 지구를 불법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강하

                                                        
7 “Anholt Nation Brands Index: Global Survey Confirms Israel Is the Worst Brand in the 

World”, 2006. 11. 21. 
8 Schulman, S. (2011). Israel and ‘Pinkwashing.’. New York Times, 22.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1/11/23/opinion/pinkwashing-and-israels-use-of-gays-as-

a-messaging-tool.html 



다.9 

 

전세계 유대인의 50%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나머지 45% 정도는 미국에 살고 있다. 이러

한 대화와 논쟁들은 이스라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 서구 등지에서 

일어났다. 아카데믹 보이콧은 미국 대학이나 학회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이다.  

 

아무래도 지역적 거리감이라던지 구매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브랜드 이스라

엘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의 성소수자 영화제, 인권

영화제들에서 이스라엘 정부 관련의 지원을 받은 퀴어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성소수자 자

긍심 행사에서 ‘텔아비브 프라이드’를 홍보하는 이스라엘 관광청 부스도 보이기 시작했다. 따

라서 브랜드 이스라엘과 핑크워싱은 아시아 성소수자들에게도 더 이상 먼 주제가 아니게 되

었다. 

 

그동안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대응 

사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오랜 국제연대의 전통이 있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1960 년부

터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인종차별에 동조한 당시 남아공 성소수자 단체

와의 협력관계를 끊기도 하였다. 

 

또 2011 년 IGLYO(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Youth and Student Organisation)의 컨퍼런스를 텔아비브에서 개최하려다가 많은 토론과 팔

레스타인 퀴어그룹의 요청으로 결국 철회한 적이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분리되지 않음을 주

장하는 국제 성소수자 운동으로서 불법점령의 부정의에 눈감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참여하기

는 윤리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제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내

에서 공동으로 LGBTI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힘쓰는 그룹인 ‘LGBTI Core Group’10에 속해있

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9 “While earlier generations of Americans saw Israel as a plucky David battling Goliath, 

younger Americans now see a powerful Israel occupying the West Bank.”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610312-pummelling-gaza-has-cost-israel-

sympathy-not-just-europe-also-among-americans 

 
1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스라엘, 일

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유럽 연합, 유

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휴먼라이츠워치, 아웃 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60 년이 넘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큰 국제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이 이러한 핑크워싱에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계, 아랍계를 막론

하고 이스라엘 내 성소수자가 그렇게 안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홍보를 위해 텔

아비브 프라이드에 엄청난 자원을 투여했던 것에서 비교해 텔아비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2002 년에 시작한 예루살렘 프라이드는 사건도 많았다. 작년의 프라이드는 극우 유대계 반

대세력의 폭력선동에 대한 우려로 2,000 명의 경찰병력 하에 진행되었다. 2005 년 3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5 년 극우 유대주의자의 칼부림으로 6 명이 부상하고 1 명이 

사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브랜드 이스라엘에 성소수자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까.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도 핑크워싱을 원하지 않는다. 

 

허수아비가 되기를 거부한다. “Not in our name” 

앞서 보았듯이 BDS 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콧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

보고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BDS 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 지역의 

역사와 국제정치를 공부한다는 것은 분명 일정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의 이름이 잘못 쓰일 때 이는 분명히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의제가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우리의 ‘퀴어 딜레마’는 없다. 사람의 정체성이 분리되지 않듯이. 

 

친한 남아공 성소수자 활동가는 “우리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기억이 있어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러한 ‘핑크워싱’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그린 에너지 위주로 

이야기하는 ‘그린워싱’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깨어있는’ 성소수자들은 이용당하지 

않는다. 

 

 

 

 



 
핑크워싱의 감독/제작자 딘 스페이드, E, 필자(좌부터) 

 

내 친구 E 도 자신이 속한 팔레스타인 사회의 가부장성과 호모포비아로 인한 억압을 겪는다. 

팔레스타인 해방이 바로 퀴어 해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현재 E 의 퀴어 정

체성은 불법점령 상태의 아랍-팔레스타인 억압과 분리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점령, 폭력, 차

별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리가 이용당할 때 E 는 참을 수가 없는 것

이다.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한 시애틀 시장에게 이전 ‘핑크워싱 사태’에 대한 본인의 소회

를 담은 손 편지를 전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

면 좋겠다’는 E 의 눈물을 기억한다. 

 

세계의 성소수자 동지들이 광고홍보영상으로 텔아비브 프라이드의 레인보우 깃발을 볼 때, 

텔아비브의 아름다운 해변을 볼 때, 점령 팔레스타인에 사는 퀴어로서의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게 E 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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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회 성소수자인권포럼 <때가 왔다> 부문세션 “퀴어들의 천국은 없다: 이스라엘의 핑크워싱”  

 

 

핑크빛 이미지 세탁소 - 이스라엘의 핑크워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인권영화제 

 

 

 

1. 서울인권영화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 

 

 2016년 3월 서울인권영화제는 상영작 선정작업 중이었다. 그 중 몇 작품은 이미 배급사를 통해 섭외하

고 있었다. <핑크워싱>
1
과 <제 3의 성(Third Person)>

2
도 섭외 진행 중인 작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때 

두 작품을 동시에 섭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서울인권영화제로 연락이 왔을 때였다. 

<제 3의 성> 감독 초청에 대해 물으며 "초대 예정이신지요? 대사관에서 항공편을 제공할 경우 국내 숙박

이나 교통편을 제공해주실 수 있으신지요?"라는, 겉보기에 친절한 제안이 왔다. 이것이 이례적으로 느껴

진 것은, 최근 10여 년간 서울인권영화제는 해외작 감독들을 직접 초청한 사례가 없었고
3
, 여기에 대해 

해당 작품의 국가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제안한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에서 만든 작품을 섭외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를 지원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이 연락은 <제 

3의 성> 섭외가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슈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한국에 있지만 한국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 국가나 기업의 후원을 받음

으로써 영화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일
4
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활동원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

나지 않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핑크워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만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와 <핑크워싱>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BDS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스라엘산 제품 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물 배포나 학술 교류도 '브랜드 이스라엘'의 이미지

를 만드는 선전술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례적인 

과정들이 떠올랐다. <제 3의 성>은 BDS운동 중 문화 보이콧 대상에 해당하는 영화(‘브랜드 이스라엘’

의 선전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영화
5
)였다. 그래서 서울인권영화

                                            
1
 2016년 21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http://hrffseoul.org/ko/film/1952 

2
인터섹슈얼(intersexual)을 소재로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Sharon Luzon, 54분, 2015,  

http://www.gumfilms.com/projects/third-person 
3
 서울인권영화제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오직 개인 후원활동가들의 후원으로만 만들어진다. 넉넉하지 못

한 예산으로 인해 항상 재정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해외작 감독을 초청 할 수 없다. 상영되는 모든 작품에 대하여 해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와 국내작의 경우 감독 또한 초청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4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인권영화제는 국가 행정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과 인권영화에 대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명백한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이를 거부해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부터 서울인권영화제

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영화를 ‘등급분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관을 대

관하지 못하여 거리 광장(청계광장, 마로니에공원)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5
 서울인권영화제가 결정적으로 <제3의 성>을 상영 취소하게 된 이유이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문화·군

사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National Lottery, CoPro 재단, Gesher 재단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졌다. National 

Lottery는 이스라엘 정부가 관할하는 복권 사업 기관이며, CoPro 재단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보조금으로 자국 영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영화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Gesher 재단은 “유대주의 비전” 아래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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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3월 31일 <제 3의 성>을 섭외 취소하고 이스라엘의 선전에 이용되는 이스라엘 문화생산물을 보이콧

하는 BDS운동에 연대함을 선언했다. 이후 20개의 인권단체와 국내외 영화제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선언했다
6
.  

 

 그리고 <핑크워싱>과 <제 3의 성>을 동시에 섭외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모순된 작업이었는지 알게 되

었다. 영화 <핑크워싱>은 시애틀에서 개최하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청소년 LGBT 교류 행사가 이스라엘의 

실상과는 다른 진보적 이미지를 꾸며내는 ‘핑크빛 이미지 세탁술’이었음을 알린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소수자의 천국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퀴어들에게는 삶의 터전과 

목숨을 빼앗은 ‘장벽’이다. '안전한' 퀴어 시민성을 일부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보편적으로 

퀴어 인권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발언은 꾸밈말에 불과했다. 또한 친이스라엘 인사들 중 일부는 반동성애 

발언이나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 이스라엘'의 성소수자 행사에는 돈을 지원한다. 영화 <제 3의 성>은 '

브랜드 이스라엘' 선전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인터섹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은 영화이다. 

서울인권영화제는 두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핑크워싱을 당하고 있으면서

도 당하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BDS선언 이후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BDS운동에 연대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고있다. 

 

 

 

 

 

2. 어쩌다 마주친 핑크워싱 사례: 대사관, 축제, 배급사, 언론 

 

 알고 나면 더 잘 보이는 것일까?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면서 마주친 핑크워싱의 

사례들만 봐도 여럿이다. 서울인권영화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게 감독 초청에 대한 항공료 지원을 제안

받은 것은 핑크워싱의 정말 작은 부분이었다.  

 

 2015년 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메일을 통해 한국퀴어영화제(KQFF)에게 요청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퀴어영화 목록을 보냈다. 이에 KQFF는 작품선정 작업에 이 목록도 포함하고 있었다. 영화제 상영작에 이

스라엘 정부와 연관된 후원을 받은 영화가 포함된 경우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
 퀴어 자긍심 행사에 

이스라엘 대사관 홍보부스를 세운 경우(도쿄 레인보우 퍼레이드)도 있었다. 사진 1, 2, 3 에서는 이스라

엘 국기 이미지가 들어간 부채를 볼 수 있다. 퍼레이드 중 아래 부채는 무료 배포되었으며, 행진에 참가

한 사람들은 손에 들고 도쿄 전역을 돌아다녔다. 아마 이런 행사를 겪은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이 성소수

자 친화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근 1년간 살펴본 바로는 특히 한국 및 일본, 대만 등 에서는 팔

레스타인 퀴어들의 상황도, 이스라엘이 점령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퀴어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

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에 속했다. 이스라엘의 '퀴어 천국' 이미지에 비하면 말이다.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 국가”로 홍보한다는 사업 목표를 홈페이지에 명시할 정도로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넘

는 비유대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노선을 당당히 밝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이스라엘 군(IDF)에 장교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6
 공동성명서는 별첨자료 참고. 강릉인권영화제, 강정국제평화영화제, 광주인권영화제, 인천인권영화제, 전주인권영화

제, 정동진독립영화제, 창작집단3355, 한국퀴어영화제, FiSahara,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인권교육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함께했다. 
7
 각 영화제의 트레일러에서, 후원과 관련된 웹페이지 혹은 영화제 브로셔에 있는 해당 작품 옆 등에서 무지개 빛 

ISRAEL 로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구권 영화제는 제외하고(이미 너무 많다) 한국이거나 한국과 가까운 국가에서 

열리는 영화제들: 부산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만국제여성영화제, 대만국제퀴어

영화제 등.(이 외 다수. 2016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DS대상 작품을 상영한 영화제들 중심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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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9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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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1
 

 

 

   이스라엘의 국가 이미지 세탁이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에서 늘 성공한 건 아니다. 2014년 제11회 EBS(한국교육방송)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가 처음 공개한 

프로그램에는 “이스라엘 특별전”과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 영화제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의 문화, 문화생산물 또한 이스라엘의 ‘세탁 자본’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양한 문화를 장려하는 국가임을 홍보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 행사는 다행히

도 PACBI
12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그리고 여러 영화인의 목소리로 취소되었다. 영화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대량학살로 그들은 문화는 고사하고 생존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문화 

다양성 홍보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EIDF를 보이콧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13
 

 

  EIDF 사례와 같이 이스라엘 문화창작물에 대한 보이콧 성공 활동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BDS운동

                                            
8
 7색 무지개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국기 이미지 부채. 2016 도쿄 레인보우 퍼레이드. 사진출처: 허핑턴포스트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09/story_n_9866272.html 
9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 부스. 이스라엘 관광 안내 책자, 7색 무지개 이스라엘 국기 부채. 2016 도쿄 레인보우 퍼레이

드.  
10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 부스. 2016 도쿄 레인보우 퍼레이드.  

11
 2016 대만국제여성영화제 브로셔. 작품 설명 아래 Israel Economic and Cultural Office in Taipei의 후원 로고가 

있다. 무지개 빛 ISRAEL 로고는 타 영화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12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학술 보이콧 캠페인 팔레스타인 본부, 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 
13
 [영화인 성명서] 이스라엘을, 그리하여 제11회 EBS국제다큐영화제를 보이콧하겠습니다, http://pal.or.kr/xe/29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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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 또한 있었다. 서울인권영화제가 <제 3의 성>을 보이콧한 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공관 차석과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미팅의 안건과 BDS에 대한 입장

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영국 법무부장관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 BDS

는 아파르트헤이트 보다 심한 범죄행위", "JK 롤링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보이콧에 반대하는 이유"라

는 글이 도착했다. 예술은 억압받아서는 안되며, BDS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내용이었다. BDS운

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다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핑크워싱 뿐만 아니라 

BDS운동에 대한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당사자가 없는 당사자 권리: 퀴어 천국 '텔 아비브'에서 안전하지 않은/배제되는 퀴어 

 

핑크워싱에 대해 들으면서도 몇몇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대외적으로 핑크워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국가에서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게 아닐까?” “실제로 그만큼 퀴어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이 퀴어 관련 행사에 돈을 투자하고 영화를 만든다면 좋은 게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

다.  

 

하지만 홍보된 이미지만 보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핑크워싱을 하는 이스라엘에 정말 퀴

어 인권은 보장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관광부는 자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금액의 10배에 달하

는 290만 달러를 핑크워싱을 위한 대외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다.
14
 그림 2에 있는 비행기는 이스라엘 관

광부가 2016년 텔 아비브 퀴어 퍼레이드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겠다고 발표한 비행기다. 외부 사람

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미지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스라엘 내부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또한 이스라엘 정

부가 자신들의 존재를 점령과 인종차별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핑크워싱을 비판한다. 

 

 
그림 2

15
 

 

이스라엘은 동성애자도 군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퀴어인권에 대해 평등한 국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도 국방에 동원해야 할 만큼 안보 현실을 불안하게 만든 큰 이유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팔레스

타인 점령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퀴어 퍼레이드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성소수자 자긍심 운동이 공존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다. 2015년 예루살렘 퍼레이드에서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에 의해 퍼레이드 참가자 6명이 피

                                            
14
 [기사] Did the Israeli government just admit to 'pinkwashing?', https://972mag.com/did-the-israeli-

government-just-admit-to-pinkwashing/118691/ 
15
 이스라엘 관광부가 2016 프라이드 퍼레이드(텔 아비브)를 위해 제작한 무지개 빛 비행기 도안. 사진출처: 

https://972mag.com/did-the-israeli-government-just-admit-to-pinkwashing/11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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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당한 성소수자 혐오범죄가 일어났다. 단지 퀴어를 배제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덜’ 있을 뿐 그곳이 

곧 ‘퀴어 천국’은 아니다. 다른 소수자 관련 국가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이 모든 문제 혹은 인권

침해의 해결책일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은 퀴어 관련 정책으로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으니', '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로 더 많은 관광/정착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동시에 ‘국가 정책’

이라 해도 팔레스타인은 비슷한 퀴어 인권 이슈에서 '없는 지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미개'하거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다른 퀴어들

을 차별하는 것은, 퀴어 내부에서도 '정상 퀴어'와 '비정상 퀴어'를 끊임없이 분리하는 것이다. 핑크워

싱은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맥락은 삭제한 채 단순히 "퀴어 인권"이라는 절대적 척도만으로 팔레스타

인과 이스라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게 한다. 특히 퀴어 인권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

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핑크워싱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게이 천국”임을 자임하는 한편, 

하루하루 이스라엘의 국가적 인종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퀴어들을 ‘테러리스트’

이자 ‘미개한 동성애 혐오자들’로 묘사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핑크워싱에서, 

퀴어 인권은 퀴어를 위해 존재하는 ‘지향’ 이라기보다는 국가 존립을 위해 호출되는 ‘구호’에 가깝

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퀴어 군인들이 마치 인권을 위한 정책인 양 선전하고, 지역 

내부에 성소수자 혐오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퀴어 자긍심 행사로 관광을 오는 외부인의 통로만은 최대한 

넓힌다. 이스라엘에게 인권은 외부인이 봐야만 의미가 있는 겉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표현의 자유와 핑크워싱 

 

 

다큐멘터리 <핑크워싱>은 ‘브랜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과 보여주지 않는 모습 사이를 교차한

다. ‘이스라엘 퀴어 국민의 멋짐’을 보여주는 홍보물은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할까? 혹은 퀴어 친

화적인 시오니스트와 연대하는 것은 정치색을 배제한 문화 교류일까? 점령하는 쪽에서 점령 당하는 사람

에게 '친절한 대화'를 하자며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것은 폭력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일까? 

 

<핑크워싱>에서 시애틀의 LGBT 활동가들은 시애틀에서 예정된 이스라엘 청소년 LGBT 문화교류 행사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시애틀 LGBT 위원회에서 셀마는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여기 존재하고 동성애자

이며 시애틀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입니다.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이 행사에 동원되는 인종주의 선전술과 

손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팔레스타인인 퀴어에게 가해지는 전쟁범죄를 퀴어 

커뮤니티를 동원해 은폐하려는 계략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셀마의 발언에 느낀 바가 컸던 위원

회는 문화교류 행사를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엄청난 역풍을 맞는다. 실

망스럽다거나, 나치즘이라거나, 해코지를 하겠다는 협박성 편지가 쇄도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섣부른 

결정을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성찰하는 토론회를 열기까지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은 이와 같은 

역풍에 휘말리기도 한다. 즉,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면 

나치즘이라고 비난받는다.
16
 

 

그러나 BDS운동은 불균형한 권력관계 안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 위에 세우는 전략이다. 분리

장벽을 사이에 두고서 대화는 불가능하다. 분리장벽 너머에서 팔레스타인인 퀴어로서 존재를 비가시화하

고 입을 틀어막은 채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표현의 자유란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16
 [서울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184호] (활동 펼치기) 평화와 환경을 위해 우리가 연대하는 법: BDS, 

http://hrffseoul.org/ko/article/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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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7
  

 

표현의 자유는 어떤 정치적 영향/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예술행위 만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까? 이스

라엘이 핑크워싱을 위해 문화생산물을 배포하면서 '퀴어 인권을 위해, 다양성을 위해, 예술을 위해'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안에서 창작 및 해외행사 참여 비용을 외교부의 지원 사업으로 충당하려는 예술가, 작가, 문

화 노동자들은 지원금 수급과 함께 자신이 “문화예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여

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정책상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기대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성

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단하게 최상의 직업 서비스를 외교부에 제공할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  

 

표현의 자유는 누가 그 언어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같을 수 없으며, 예술 표현은 결코 사회/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표현은 “얼마나,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느냐?”부터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어떤 

표현을 하면, 동시에 하지 않은 어떤 표현은 누락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함의를 살

피는 것은 쉽다. 반면 누락된 표현을 살펴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렵다. 대규모 영화관에서 5개 관을 차지

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비판하는 건 쉽다. 하지만 그 영화가 상영됨으로써 상영되지 않는 

영화들,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찾는 것은 어렵다. 스크린에 비춰지는 '브랜드 이스라엘' 작품에 감동

할 때, 같은 시공간에 프레임 안에 담기지 않거나 못한 것들이 있다. 수많은 이성애 정상 가족 중심의 

영화들이 상영될 때 내가 보고 싶은 주제를 다룬 영화들은 상영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정치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락되거나 탈락된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장해왔다. 이것이 이제는 많은 

경우, 이미 많은 부분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이콧 운동으로서 BDS운동이 곧 모든 이스라엘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BDS운

동은 ‘모든’ 이스라엘 생산물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공공기관, 문화 기관, 국제 로비 단체

는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억압에 대해 

침묵으로써 동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독립한(자본 지원에서 독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창작자나 기업, 단

체의 창작물
18
은 보이콧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

라, ‘이스라엘 이라는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모하는 창작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아래에 PACBI에서 제시한 문화보이콧 가이드라인 중 일부
19
를 소개한다.  

 

(1)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 이

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생산물의 내용이나 예술적 가치는 그 생산물이 보이콧 대상

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 

 

(2) 이스라엘 공공 기관에서 위탁한 생산물, 혹은 '브랜드 이스라엘' 및 그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에 봉사하는 비이스

라엘 기관이 의뢰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이다. 

 

 

(3)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공모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 행사·활동은 보이콧 대상이 된다. 

 

(4) 이스라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보이콧 대상이다. 

 

(5) 이스라엘, 공모 기관, 국제 로비 단체가 자금을 댄 진실 규명 사절단과 연구단 순방은 보이콧 대상이다. 

                                            
17
 각주 16의 글. 

18
 작품의 제작과 배포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권력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것에 공

모한다면, 내용에 앞서 그 구조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거대자본을 벗어난 창작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의 현

실에서는 특히 어떠한 자본이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지 들여다 보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 
19
 PACBI(2014),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번역, <국제적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중 발췌, 원문 

http://pal.or.kr/wp/?page_id=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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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로 BDS운동에 연대하면서 새로 알게 된 점들이 많다. “보이콧이 손에 잡히는 

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영화나 행사도 보이콧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 보이콧해야 하

나?’ 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의 기술에서 볼 수 있듯, BDS운동의 대상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제도), 이스라엘 국가 이미지 정상화(normalization)에 기여하는 생산물들에 국한된다. 

물론 그 생산물의 이력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20
,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책이/과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관광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아

본다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걸 빼고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팔레스타

인의 평화에 조금이나마 연대할 수 있다. 

 

 
그림 3

21
 

 

BDS운동이 대상물의 내용이나 품질을 불문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서울인권영화제의 경우에도 <제 

3의 성>을 상영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영화 속의 이야기와 구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

이콧 대상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작품의 제작과 배포에 기여한 이스라엘 국가 차원의 주도적 개입

이다. 만약 그 개입이 없다면 언제든 환영하며 상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개입을 통해서, 그 로고 광고

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양성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레 팔레스타인을 지워 나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표현의 자유를 펼쳐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표현, 어떤 생산물을 반대한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성립 불

                                            
20
 그저 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을 다시 주목해주길 바란다. 무지개 빛 ISRAEL 로고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자! 
21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 “한국안의 이스라엘”,  https://www.facebook.com/Israel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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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될 수 없다고,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로서 우리는 말한다. 퀴어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

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를 억압해왔던 표현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 타

인을 억압하는 폭력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해방과 전복의 언어로 다시 ‘표현의 

자유’가 이야기되기를 바란다. 

 

서울인권영화제 

www.hrffseoul.org, hrffseoul@gmail.com 

https://www.facebook.com/SeoulHRFF, https://twitter.com/hrffseoulorg 

 

 

 

 

<별첨1> 

[공동성명서] 

 

서울인권영화제의 <제3의 성(Third Person)>(2015) 작품 상영 취소와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BDS운동을 선언합니다 
 

 

1. 21회 서울인권영화제의 <제3의 성(Third Person)>(2015) 작품 상영 취소 

 

 2016년 3월 31일, 서울인권영화제는 ‘인터섹슈얼(intersexual)’을 소재로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다큐

멘터리 <제3의 성(Third Person)>(2015)을 21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으로 기정한 계획을 전격 취소했

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영화 한 편에 대한 단순한 거절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하는 점령과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점령과 차별에 공모하는 문화 창

작물에 대한 우리의 보이콧 행동을 촉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가 <제3의 성(Third Person)>의 상영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이 영화의 제작·배급에 대

한 다음의 사실들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3의 성(Third Person)>은 이스라엘 정부의 외교·문화·군사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National Lottery, CoPro 재단, Gesher 재단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National Lottery는 이스라엘 정부가 관할하는 복권 사업 기관이며, CoPro 재단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보

조금으로 자국 영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영화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Gesher 재단은 

“유대주의 비전” 아래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이자 민주 국가”로 홍보한다는 사업 목표를 홈페이지

에 명시할 정도로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넘는 비유대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노선을 당당히 밝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스라엘 군(IDF)에 장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의 사실에 기초해 서울인권영화제는 <제3의 성(Third Person)> 상영 취소 결정이 점령국이자 인종

차별 국가인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행동의 일환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상영 취소 이유: 팔레스타인의 BDS운동 요청과 그에 대한 응답 

 

 서울인권영화제의 <제3의 성(Third Person)> 상영 취소 결정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압박하기 위해 국

제적으로 조직된 BDS(Boycott·Divestment·Sanctions, 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에 대한 연대 행동

이기도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예루살렘을 무단점령해 군사통치와 식민화

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껏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 가족, 친구,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인들은 한때 자살폭탄 공격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팔레스타인 BDS 민족위원회(Palestinian BDS National 

Committee)’를 발족해 BDS운동이라는 새로운 저항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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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권을 존중할 때까지 이스라엘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위한 행동을 조직해줄 것

을 전세계 시민사회에 요청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요청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은 반식민주의와 비폭

력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에 직접 행동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연대와 진보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제3의 성(Third Person)> 상영 취소 결정은 BDS운동 중에서도 학술·문화 분야의 보이콧에 관한 가이

드라인을 참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술·문화 보이콧을 위한 팔레스타인 캠페인(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PACBI)’이 오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시한 가

이드라인은 이러합니다.  

 

▲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 이

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양상은 침묵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정당화·은폐 또는 그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 적극 가담하는 것까지에 걸쳐 있다. 

 

▲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 이

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양상은 침묵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정당화·은폐 또는 그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 적극 가담하는 것까지에 걸쳐 있다. 

 

▲ 이스라엘 공공 기관에서 위탁한 생산물, 혹은 ‘브랜드 이스라엘(Brand Israel·점령 은폐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

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캠페인)’ 및 그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에 봉사하는 비(非)이스라엘 기관이 의뢰한 문화 생산

물은 보이콧 대상이다. 

 

▲ 이스라엘 공공기관 또는 이스라엘 공모 기관의 후원을 받은 문화 행사∙활동은 보이콧 대상이다. 

 

▲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공모 기관, 이스라엘 관련 로비 단체의 기금을 받은 진실규명사절단과 연구순방은 보이

콧 대상이다. 

 

(전문 링크: http://www.pacbi.org/etemplate.php?id=1047)  

 

 위 내용에 따르면 <제3의 성(Third Person)>은 보이콧 대상 조건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3. <제3의 성(Third Person)> 측과 이스라엘 대사관의 반응 

 

 서울인권영화제가 <제3의 성(Third Person)> 측에 상영 취소 결정을 통보하자마자 이 영화의 배급사와 

제작사는BDS운동에 대한 비난·폄훼와 함께 영화제의 상영 취소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급사 담당자는 “팔레스타인이 여성, 퀴어,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느냐”고 물으며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것은 퀴어나 여성 인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메일에 적기도 

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도 영화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사관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결정 재고를 요

구했고 공관차석과의 미팅도 제안했습니다. 4월 11일 발송한 이메일에서는 “BDS는 아파르트헤이트보다 

더 심한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영문기사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3의 성(Third Person)>을 상

영작으로 선정한 시점에도 대사관은 서울인권영화제의 계획에 없는 감독 초청 행사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배급사, 제작사 그리고 대사관이 영화 한 편의 해외상영을 성사시키고자 이처럼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영화 한 편을 상영하지 않겠단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독해되고 힐난되는 이 상황은 해당 영화

를 반드시 상영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퀴어 인권에 

대한 영화를 적극적으로 상영하는 것이 제작사나 배급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점령과 차별

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4. 이스라엘의 ‘핑크워싱’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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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은 문화 다양성을 장려하는 민주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퍼트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대외정책엔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직접 동원됩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자국 영화

를 해당 나라 영화제들에 추천하면서 이스라엘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동의 유일한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를 꾸미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핑크워싱’으로 불리는 이러한 대외 활동은 이스라엘이 팔

레스타인인들을 점령하고 차별하는 지점들을 흐리게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성소수자 인권과 이스라

엘의 성소수자 인권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팔레스타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부각시키는 행태입니다. 즉 ‘핑크워싱’은 점령국의 불법적·비인도적 이

미지를 세탁하려는 이스라엘의 허울이자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가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데 선진적이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다음의 간단한 사실로 

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관광부는 자국 LGBTQ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290만 달러를 

‘핑크워싱’을 위한 대외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장려하는 핑크빛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LGBTQ 커뮤니티에서도 자

국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를 점령과 인종차별에 이용하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핑크워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참고기사: http://972mag.com/did-the-israeli-government-just-admit-

to-pinkwashing/119691/) 

 아울러 이스라엘 사회가 설사 팔레스타인 사회보다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고 그와 관련해 더 

좋은 영화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점령국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은 피점령지인 팔레스타인 내부의 인권 

실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판 시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회와 정치 현실을 스스로 

논쟁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현실을 재차 정당화하는 수단이기 때

문입니다.  

 

 

5. 이스라엘식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제3의 성(Third Person)> 상영 취소가 ‘아파르트헤이트보다 더 심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한 이스라

엘 대사관의 당당한 발언은 BDS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옹호 주장을 더

욱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성소수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혐오 표현 사례들이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한층 정교화하고 재구성할 필요를 알렸듯이 말입니다. 

 먼저 강조할 점은, 문화예술 분야의 BDS운동이 창작자 개인의 정체성(시민권, 인종, 젠더, 종교 등)에 

근거하는 보이콧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작자 개인의 성취와 자질뿐 아니라 창작물 자체의 예술적 가치 

또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BDS운동은 단순히 몇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보이콧이 아닙니다. 창작자 개인이나 창작물 

자체의 내용이 아닌 그 창작물이 생산되고 지원·지지를 받는 권력 구조에 대한 반발이며, 그것에 주목

하자는 의지의 요청입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작품이라도, 그것의 제작과 배포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

들의 목숨을 빼앗는 권력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것에 공모한다면, 내용에 앞서 그 구조

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자본을 벗어난 창작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의 현실에서는 특히 

어떠한 자본이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가 <제3의 성(Third Person)>

을 상영 취소하기 위해 제작에 들어간 지원금 출처에 주목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자본 권력은 문화 창작물의 제작·배급 과정에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는 문화 기획의 주요 실행자로서 그동

안 한국의 몇몇 영화제들에 이스라엘 영화 추천 목록을 보내고 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 부담까지 약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떨까요? 창작 및 해외행사 참여 비용을 외교부의 지원 사업으로 충당하

려는 이스라엘의 예술가, 작가, 문화 노동자들은 지원금 수급과 함께 자신이 “문화예술을 통해 이스라

엘의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정책상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기대 역

할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단하게 최상의 직업 서비스를 외교부에 제공할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상의 현실에서 BDS운동, 그리고 서울인권영화제의 <제3의 성(Third Person)> 상영 취소 결정은 팔레

스타인인들의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차별, 박탈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운동의 방법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대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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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서울인권영화제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활동 원칙을 고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증진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점령과 인종차별을 정당화·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표현의 자유’ 개념을 멋대로 가져다 쓰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좌

시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제3의 성(Third Person)> 측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수차례 접

촉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인권영화제를 설득하거나 협박하지 못한 것도 서울인권영화제가 지켜온 ‘표현의 

자유’를 와해시키기엔 그들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가 단지 거대한 폭력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으

며, 온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우리의 약속과 연대 요청 

 

 이스라엘식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며, 서울인권영화제의 이번 <제3의 성(Third Person)> 보이콧을 

시작으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BDS운동 요청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영화제·문화제에 대한 지원과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정책

에 기여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영화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 공공기관 또는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기관의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국제법에 명시된 피점령국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균형과 동가라는 잘못된 전제

에 근거해 이 둘이 ‘분쟁’에 똑같은 책임을 지닌다고 가정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 프로젝트, 행사, 생산물을 거

부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국 사회에 BDS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연대를 확장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위의 약속은 우리가 호응한 팔레스타인인들의 BDS운동 선언이 이스라엘에 촉구한 다음의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모든 아랍 땅에 대한 점령과 식민화를 끝내고 ‘분리장벽’을 해체할 것 

▲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 

▲ UN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재산권을 존중·보호·촉진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의 영화제들이 서울인권영화제가 처음 <제3의 성(Third Person)> 섭외를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상영 결정을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서울

인권영화제의 이번 상영 취소가 영화의 내용뿐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를 함께 논의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영화를 선택하는 행위가 그 영화가 만들어진 구조를 승

인하고, 또 그 영화의 제작자 및 제작공간의 프로파간다를 널리 배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

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과 해외의 모든 영화제들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요청한 BDS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계에 이스라엘의 점령과 인종차별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들이 자라나는 것

을 함께 막아낼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2015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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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딜레마? Not in our name: 이스라엘 핑크워

싱/팔레스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1 

 

친구와 함께 

2016 년 시애틀 프라이드에서 있었던 일이다. 각국에서 온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출신 국가의 

국기를 흔들며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을 장식하였다. 나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교포 분

들이 반갑게 알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걸었다. 

 

하지만 평소 밝은 성격의 팔레스타인 친구 E 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다행히 팔레스

타인 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E, 괜찮니?” 물어보았다. E 가 대답했다. “이 깃발이 

무슨 의미겠니. 어차피 나는 나라도 없는 사람인데.”  

 

‘아, 이런 기분이구나.’ 상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어렴풋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

았다. 모두가 레인보우 깃발을 들며 우리의 삶을 축하하는 행진 속에서도 결코 웃을 수 없는 

팔레스타인 성소수자의 마음을 느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015 년 7 월 서울인권영화제의 <제 3 의 성> 상영취소와 BDS

연대, <핑크워싱(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s Back!)>의 무대가 되었던 시애틀에서 

2016 년 6 월 팔레스타인 활동가 E 와의 만남을 통해, 막연하게 복잡한 국제정치학과 슬픈 

역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넘어, 내게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일로 

다가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 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도 불리운다. 유엔

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결의안은 정말 많다. 하지만 이 상태의 유래는 몇 세기가 아니라 최

근 1 세기의 일이다.  

 

이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은 1967 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국가가 

국가를 세워 다툼을 종식하자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두 국가 해

                                                        
1 minhee.ryu@hopeandlaw.org 



법이 포함된) 결의안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행해져야 한다는 데 완전한 합의가 있었

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서안 지구의 정착인구 증가세 (출처: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간 서안 지역의 불법정착촌은 자꾸만 들어

만 가면서 과연 해법이 실행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재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제 국

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치적 고착 상태가 유지되

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없는 가운데 현지의 삶은 불안정하기만 했다. 

 

BDS: 남아공의 기억으로  

그러던 2005 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국제시

민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ycott, Divestment, Sanctions)에 참여

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요청하였다.2 이는 성공적인 국제연대로 평가되는 남아공에 대한 반아

파르트헤이트 운동(Anti-Apartheid Movement)에 착안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크게 3 가지 국제법적 의무 – ‘이스라엘의 1967 년 전쟁부터 팔레스타인 영토 점

령을 끝내고 아파르트헤이트 벽을 허물 것’, ‘이스라엘의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의 완전한 권리

를 인정할 것’, ‘유엔 결의안 194 대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경제적 보이콧과 제재를 하는 것이다. 

 

BDS 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특정한 정치적 해법(두 국가 해법 vs. 한 국가 해

                                                        
2 국문 번역본은 팔레스타인 연대 홈페이지. http://pal.or.kr/wp/?page_id=16 



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에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행동을 요청(Call for 

Action)하고 있다. 한편 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팔레스타인 시민에게는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살면서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단체는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의 

우산 하에 있거나 이스라엘 정부에 법적으로 등록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BDS 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위험하거니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지역 정부에서 불법점령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이통과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학회, 단체들이 아카데믹 보이콧에도 동참하였다. 한편 이러한 BDS 를 ‘반유

대주의’로 보고 불법화하거나 제재하려는 흐름이 미국 뉴욕 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있기

도 하였다.3 하지만 수단으로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해도 BDS 의 합법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EU 를 비롯한 많은 정부와 법원들이 판단하였다.4 

 

이스라엘 정부의 BDS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에 대하여 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비난한 바 있으며5 국제인권단체 FIDH 는 표현의 자유로서 BDS 의 권리를 지

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6 

 

BDS 를 수단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부 정부의 입장은 이 보이콧이 이스라엘을 고립시

켜 이스라엘을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대에 올리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질문은 목표와 대의에는 동의하나 수단으로서 효과적

인지에 대한 논쟁이 노먼 핑켈스타인이나 노암 촘스키 등을 비롯한 학자들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들이 정치적 불행동을 하여 현지의 차별과 폭력의 종식에 기여하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국제적 대화를 지속시켜 세계시민들에게 현지의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한 

                                                        
3 “Cuomo And B.D.S.: Can New York State Boycott A Boycott?” The New Yorker. 

http://www.newyorker.com/news/news-desk/cuomo-and-b-d-s-can-new-york-state-

boycott-a-boycott 
4 “EU declares right to boycott Israel is protected by free speech”, The Independent, 

2016. 11. 2. 
5 “Israeli government must cease intimid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 them 

from attacks,” Amnesty International, 2016. 4. 12. 

http://www.amnestyusa.org/news/press-releases/israeli-government-must-
cease-intimidation-of-human-rights-defenders-protect-them-from-attacks 
6 “FIDH suppor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d call for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FIDH, https://www.fidh.org/en/region/north-africa-middle-east/israel-

palestine/fidh-supports-the-right-to-participate-in-and-call-for-boycott, 2016. 7. 20. 



것은 시민사회와 BDS 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BDS 의 범위, 효과성

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는 계속되는 가운데, BDS 는 오랫동안의 고착과 정치적 무기력에 대한 

움직임을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연대 캠페인으로서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이스라엘과 핑크워싱  

이러한 BDS 에 대한 리액션이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대한 고민과 

전략인 ‘브랜드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디어에 비추어지는 오랜 불법점령과 전쟁의 

이미지로 인하여 특히 2000 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

다.7 2005 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마케팅 업체와 함께 18 세와 34 세 남성을 타겟층으로 

한 “브랜드 이스라엘” 캠페인을 시작한다.8  아래는 이스라엘 관광당국의 ‘브랜드 이스라엘’의 

슬로건의 한 예이다. 

 

‘중동에서 언론의 자유?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Freedom of the press in the Middle East? Only in Israel’ 

‘중동에서 동성애자 군인이 복무할 수 있는 국가? 이스라엘만 가능합니다. Where in the 

Middle East can gay officers serve their country? Only in Israel’ 

‘어디가 가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까요? 이스라엘 

Who makes the greenest energy? Israel’ 

 

관광산업을 홍보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외교부와 관광청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브랜드 이스라엘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텔아비브 프라이드 등 게이 투어리즘

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마케팅이다. 2010 년 텔아비브 관광청은 텔아비브를 “국제적인 동

성애자 여행지”로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홍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소수자 영화제 서킷

에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성소

수자 진영도 ‘퀴어 BDS’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핑크워싱(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s Back!)>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브랜드 이스라엘 전략은 10 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0

년 중반까지도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편이었지

만, 현재의 젊은 미국 세대들에게는 서안 지구를 불법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강하

                                                        
7 “Anholt Nation Brands Index: Global Survey Confirms Israel Is the Worst Brand in the 

World”, 2006. 11. 21. 
8 Schulman, S. (2011). Israel and ‘Pinkwashing.’. New York Times, 22.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1/11/23/opinion/pinkwashing-and-israels-use-of-gays-as-

a-messaging-tool.html 



다.9 

 

전세계 유대인의 50%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나머지 45% 정도는 미국에 살고 있다. 이러

한 대화와 논쟁들은 이스라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 서구 등지에서 

일어났다. 아카데믹 보이콧은 미국 대학이나 학회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이다.  

 

아무래도 지역적 거리감이라던지 구매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브랜드 이스라

엘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의 성소수자 영화제, 인권

영화제들에서 이스라엘 정부 관련의 지원을 받은 퀴어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성소수자 자

긍심 행사에서 ‘텔아비브 프라이드’를 홍보하는 이스라엘 관광청 부스도 보이기 시작했다. 따

라서 브랜드 이스라엘과 핑크워싱은 아시아 성소수자들에게도 더 이상 먼 주제가 아니게 되

었다. 

 

그동안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대응 

사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오랜 국제연대의 전통이 있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1960 년부

터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인종차별에 동조한 당시 남아공 성소수자 단체

와의 협력관계를 끊기도 하였다. 

 

또 2011 년 IGLYO(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Youth and Student Organisation)의 컨퍼런스를 텔아비브에서 개최하려다가 많은 토론과 팔

레스타인 퀴어그룹의 요청으로 결국 철회한 적이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분리되지 않음을 주

장하는 국제 성소수자 운동으로서 불법점령의 부정의에 눈감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참여하기

는 윤리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제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내

에서 공동으로 LGBTI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힘쓰는 그룹인 ‘LGBTI Core Group’10에 속해있

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9 “While earlier generations of Americans saw Israel as a plucky David battling Goliath, 

younger Americans now see a powerful Israel occupying the West Bank.”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610312-pummelling-gaza-has-cost-israel-

sympathy-not-just-europe-also-among-americans 

 
1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스라엘, 일

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유럽 연합, 유

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휴먼라이츠워치, 아웃 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60 년이 넘게 요청하고 있는 가장 큰 국제법적 의무가 무엇인지

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이 이러한 핑크워싱에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계, 아랍계를 막론

하고 이스라엘 내 성소수자가 그렇게 안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홍보를 위해 텔

아비브 프라이드에 엄청난 자원을 투여했던 것에서 비교해 텔아비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2002 년에 시작한 예루살렘 프라이드는 사건도 많았다. 작년의 프라이드는 극우 유대계 반

대세력의 폭력선동에 대한 우려로 2,000 명의 경찰병력 하에 진행되었다. 2005 년 3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5 년 극우 유대주의자의 칼부림으로 6 명이 부상하고 1 명이 

사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브랜드 이스라엘에 성소수자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까.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도 핑크워싱을 원하지 않는다. 

 

허수아비가 되기를 거부한다. “Not in our name” 

앞서 보았듯이 BDS 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콧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

보고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BDS 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 지역의 

역사와 국제정치를 공부한다는 것은 분명 일정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의 이름이 잘못 쓰일 때 이는 분명히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의제가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우리의 ‘퀴어 딜레마’는 없다. 사람의 정체성이 분리되지 않듯이. 

 

친한 남아공 성소수자 활동가는 “우리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기억이 있어서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러한 ‘핑크워싱’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그린 에너지 위주로 

이야기하는 ‘그린워싱’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깨어있는’ 성소수자들은 이용당하지 

않는다. 

 

 

 

 



 
핑크워싱의 감독/제작자 딘 스페이드, E, 필자(좌부터) 

 

내 친구 E 도 자신이 속한 팔레스타인 사회의 가부장성과 호모포비아로 인한 억압을 겪는다. 

팔레스타인 해방이 바로 퀴어 해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현재 E 의 퀴어 정

체성은 불법점령 상태의 아랍-팔레스타인 억압과 분리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점령, 폭력, 차

별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리가 이용당할 때 E 는 참을 수가 없는 것

이다.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한 시애틀 시장에게 이전 ‘핑크워싱 사태’에 대한 본인의 소회

를 담은 손 편지를 전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

면 좋겠다’는 E 의 눈물을 기억한다. 

 

세계의 성소수자 동지들이 광고홍보영상으로 텔아비브 프라이드의 레인보우 깃발을 볼 때, 

텔아비브의 아름다운 해변을 볼 때, 점령 팔레스타인에 사는 퀴어로서의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게 E 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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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성소수자인권포럼_핑크워싱_발제문_서울인권영화제
	핑크워싱_발제3_류민ᄒ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