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대한 승인이다.
- 우리는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점령의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2017년 12월, 트럼프 미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 선언했다. 이로
써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미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돌연 위태로워졌다. 1967년 팔레스타인 전역을 군
사점령한 이스라엘은 이후 동예루살렘을 자국 영토로 불법 병합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오랜 유예상태를 깨뜨렸다.

트럼프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상징적 승인이다. 
트럼프 선언 후 이스라엘 집권 여당은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예루
살렘에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영주권을 쉽게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했고, 서안지구의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하는 결의안을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국과 FTA 협상에서도 서안지구의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하라며 불법 영토 병합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찢기고 빼앗기는 건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선언에 반대
하는 시위대를 살해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
로 청소년들을 군사법정에 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금조
차 끊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이스라엘 군사 지원금은 늘렸다. 오랜 '교착상태'를 
깬 트럼프의 선언은 팔레스타인 민중에게만 무거운 희생을 강요하며 이들의 삶
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선언을 규탄한다. 그러나 트럼프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유엔총회가 트럼프의 선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법적 효력도 
없을뿐더러, 언젠가 독립국가를 세우게 해 줄 테니 군사점령 하에 계속 살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실행하지 않은 약속의 연장에 불과하다. 약속이 지연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점령과 식민화를 강화해 왔다. 당장 지난 10년간만 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을 고사시키면서도 세 차례 대규모 침공으
로 4천명이 넘는 가자주민을 살해했고,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추가 건설했다.

이스라엘이 군사점령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미국의 중동 정책에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가 휘둘리는 상황은 언제든 다시 올 것이다. 더 이상은 팔레스타인 민중
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어떤 약속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그런 다음에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점령의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이
미 수백 개의 유엔 결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스라엘이 스스로 점령을 그만
두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화와 협상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도록 만들 강력한 연대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군사점령으로부터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팔레스타인 민
중에게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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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인종청소 자세한 내용은 팔레스타인평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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