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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이주민소식 창(窓) 제142호 2018년 6월 18일 발행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SM빌딩 5층

☎ 051) 802-3438~9, Fax : 051) 803-9630
E-Mail: somi3438@daum web: www.somi.or.kr

닫힌 사회를 여는

창
2018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팔레스타인에도 닿기를 바라며 (사)이주

민과 함께 부설 아시아평화인권연대에서 ‘2018 정의와 평화 캠페인 –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4시~6시

2. 장소 : 서면 쥬디스태화 앞  

3. 목적 :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림 

         한반도의 평화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촉구

         주한 미국대사관 및 이스라엘대사관 항의서한 서명 참여    

4. 주요 슬로건 :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팔레스타인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을 요구 합니다!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불법점령과 민간인 학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 미국은 예루살렘 대사관을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 한국정부도 이스라엘의 학살범죄와 미국 대사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 프로그램

  전시 : 현장 사진 및 설명 판넬

  캠페인 진행 :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설명자료 배포 

                서명하기 :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항의편지  

                버튼 나누기 및 평화실천 포토존 

 6. 문의 : (사)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정지숙 

           ☎ 051) 802-3438 / H.P 010-479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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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우리의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한창이던 5월 14일, 우리는 두 

장면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이스

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열린 

축제 같은 기념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

카가 환히 웃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팔레스

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지역에서 이스라

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총기 사격과 최

루탄 살포로 진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강제로 빼앗고 건국을 

선포한 건국기념일이고, 다음날 15일은 빼앗긴 나라와 고향을 되찾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정한 ‘대재앙(나크바)의 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옥입니다. ‘수인’은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

람들, 이스라엘은 11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여 가자지구 사람들은 식수와 전기, 의료 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인구의 80%는 구호물품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은 2020년이면 가자지구에서 생존

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생존 위협 앞에, 그리고 수천 

년 살아온 터전을 이스라엘에 빼앗기고 인간 존엄을 짓밟힌 가자지구 사람들이 역사적 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고향 땅을 향해 대규모 행진,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을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지구-이스라엘 접경지역에 천막을 

치자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조준 사격과 탱크 포격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0여명이 다쳤습니다. 2014년 ‘가자 학살’ 이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럼에

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희생을 치러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풍요로운 팔레스타인 대지와 가을 추수, 마을 결혼식과 노랫소리, 올리브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 모든 순간들을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희생

은 우리 삶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러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아이들이 돌아갈 그 순간을.”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051) 818-4749 / Fax : 051) 803-9630  

e-mail : somi3438@daum.net / web : www.sopra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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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진행 행사 (6월 8~15일 진행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