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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개관

국명 : 팔레스타인 (State of Palestine)
* 2012.11월 UN총회에서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면적 : 6,020㎢ (West Bank: 5,655㎢, Gaza Strip: 365㎢)
* 서안 지역(West Bank)은 경기도 절반 크기, 가자지구(Gaza Strip)는 부산시 절반 크기

기후 : 지중해성 기후 (여름 고온건조, 겨울 저온다습)
수도 : 라말라 (Ramallah: 임시 행정수도)
* 팔레스타인 기본법(Basic Law)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규정

인구 (2020) : 약 510만 명 (서안 305만, 가자지구 205만)
* 이외 이스라엘 내 약 150만,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기타 지역에 600만 명 이상 거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인구는 약 1,300만 명 추정

민족 : 팔레스타인 인
공식 언어 : 아랍어, 영어(상용어)
* 영어도 보편적으로 사용 (통용어)

종교 : 순니 이슬람교(98%), 기독교(1.37%), 기타
자치정부 수반 (2005.1월 취임) : 마흐무드 압바스
(Mahmoud Abbas, 일명 Abu-Mazen)
정부 형태 : 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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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팔레스타인 자치의회(Palestine Legislative Council, PLC)
- 132석 (2006.1월 선거에서 하마스 74석 확보)

팔레스타인 개관

- 의장 :  Abdel Aziz Dweik (하마스계)
- 사무총장 : Dr. Ibrahim Khreisheh
화폐단위 : 이스라엘 신셰켈, NIS ($1=3.2, 2021.8월)
* 팔레스타인은 독자적인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GDP (2020 기준, 세계은행): 155.6억불(명목) / 273.3억불 (PPP 기준)
- 1인당 명목 GDP : 3,239불 / 5,690불 (구매력 평가(PPP) 기준)
실업률 (2019) : 25.3% (서안: 14.6%, 가자: 45.1%)
교역액 (2020) :  81.4억불 (수입 63.8억불 / 수출 17.6억불)
- 무역수지 적자 : 46.2억불
- 최대 교역상대국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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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 지리 및 기후

가. 국토
팔레스타인은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중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음. 팔레스
타인 땅은 서편으로 지중해를, 남쪽으로는 아카바(Aqaba)만과 이집트 시
나이 반도를, 동편으로는 요르단을, 북쪽으로는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하
고 있음.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은 지중해와 접해있는
가자 지구(365㎢)와 요르단과 접경하고 있는 서안 지역(5,655㎢) 일부임.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전 영토의 20% 정도만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이며, 한반도의 1/35정도임.
- 서안 지역은 남북으로 130km, 동서로 40-65km이고, 가자지구는  남
북으로 45km, 동서로는 5-12km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16개의 자치주 및 379개의 지역행정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서안지역 북부의 "산악지대", 예루
살렘에서 사해 지역에 이르는 "경사(slope)지대" (예루살렘 지역은 해발
800m, 사해지역은 해발 -350m) 그리고 요르단과의 접경지대에 펼쳐진
“요르단 계곡 지대”로 구별됨.  

나. 지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간지역에 위
치하고 있어 고대로부터 다양한 인류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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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도시(Jericho 등)가 여전히  도시로
서 기능하고 있고, 지중해와 접해 있는 가자지구는 예로부터 해로의 중심
지로 알려져 있으며, 내륙에는 향료길(Incense road), 족장의 길(Way of

팔레스타인 개관

the Patriarchs) 등이 지나고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부터 강력한 세
력을 꿈꾸는 세력들 간의 각축장이 되어 왔으며 기원전 3,000년 전 이집
트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한 이래 로마,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등이 통치
하였으며, 현재도 국제사회의 주요 분쟁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음.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에서 독립 국가를 수립한 이후
아랍 국가들과의 대립으로 전쟁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1988년 팔레스타인이 서안지역과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독립국가
수립을 발표한 이후, 이스라엘과 영토 경계 획정을 위한 최종지위 협상
을 시도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다. 기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5개의 기후대로 구분되는데, 지중해와 접해 있는 해
안 지역은 해양성 기후대, 남쪽으로는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고, 요르단
지역과 접경 지대에는 평야 기후대가, 그리고 동편으로는 사해로 대표되
는 암반성 반-사막기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지대는 고원 기후대가 펼
쳐지고 있음.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온 건조한 여름과 짧고 습한 겨울로 대표
되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연평균 강수량은 550mm
정도로 우기(11월~2월)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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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도에 따라 기후대가 달라지는 특성도 보이는데, 해
발 800m 정도에 위치한 라말라(Ramallah) 지역은 여타 팔레스타인 지역
에 비해 고원성 기후를 나타내는 반면, 해발 -300m 지역에 위치하는 제
리코 지역은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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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인종, 언어, 종교

팔레스타인 개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510만 명(서안 305만 / 가자
205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인은 약 150만 명 정도임.   
- 팔레스타인의 인구 증가율은 연 2.8%로서 높은 편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따라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에 당시 살던
팔레스타인 인구의 상당수가 난민이 되었으며, 팔레스타인 난민 총 인구
수는 2019년 기준 약 563만임. (UNRWA 통계)
- 팔레스타인 지역 내 난민은 서안지역 약 86만 명, 가자지구 약 146만
명으로 파악
- 그 외에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인접 아랍국가에 약 325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주 중
팔레스타인 인종은 아랍계 인종이 아니라 그리스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서기 7세기 이후 이슬람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변 아랍인들이 대
거 이주해 와서 인종적 특성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팔레스타인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며, 영어도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기본법에서 이슬람교를 팔레스타인의 공식 종교
로 선언하고 있으나, 여타 종교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실제 여타 아랍국가에 비해 이슬람과 기독교 간 공존이 비교적 잘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약 1.37% 정도이며,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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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중은 1917년 11%→1931년 8%→1948년 2.8%→현재 1.37% 로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들 중 3/4가량이 서안지역 베들레헴 및 인근지역
에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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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기

팔레스타인 개관

팔레스타인의 국기는 "아랍의 단결"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1964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 설립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징으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아랍연맹은 1974년
이를 정식으로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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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언까지

팔레스타인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역에 위치하여 오래 전
부터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왔음. 동 지역은 지정학적인 특성과 비옥한
토양 덕택에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강력한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중
요히 여겨 이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지역은 동서로는 지중해로부터 요르단 계곡까
지, 남북으로는 네게브 사막으로부터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지역을 의미
함.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블레셋(Plesheth)은 성경에서도 수차례 언급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셈족도 아랍족도 아
닌 그리스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에 그
리스인들은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Philistine Syria”라고 명명했으
며, 서기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당시 이 지역에서 거주했던 유
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동 지역의 이름을 “Provincia Judaea”에서
“Provincia Syria Palaestina”로 개칭함.
팔레스타인에는 세 번의 중요한 민족 이주가 있었는데, 첫째는 기원전 13
세기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난 유대 민족이 이주해온 것이고, 두 번째는
기원전 12세기 이집트 람세스 3세의 정복을 피해 Crete계 그리스인들이
대거 이주해 온 것이며, 세 번째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에 지중해
의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인종이 이주해 온 것임. 이스라엘 족(유대
인)이 이 지역을 확실하게 지배했던 시기는 기원전 1030-932년 간이며,
이후에는 여러 제국들이 지역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토착적 강
자가 사라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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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30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그리스 문
화 중심의 헬레니즘 시대가 열림. 알렉산더 대왕 사후 동 지역은 다시 분
할되었음.  

팔레스타인 약사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동 지역을 다시 정복하였음. 이후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이 동서로 구분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잔틴 제국의 일부
가 됨.
서기 634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람의 지배에 들어감. 이후 동 지역은
이슬람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는데, 이후 개종, 이민 등을 통해 무슬
림들이 이 지역의 주요 세력이 됨.
1095년 십자군 운동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독교 세력에 의해 재정복
되어 “예루살렘 왕국”이 수립됨. 동 왕국은 1099년부터 1291년까지 계속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1187년 이슬람 장군인 살라
딘에 의해 재정복되었음.   
1516년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함.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동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오스만 지배하에 있었음.
오스만 제국 말기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동 지역으로 본격적
인 이주를 시작함. 1920년에 유대인 인구는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11%
정도였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편에서 추축국으로 전쟁에 참가
하였으나, 패전함에 따라 영국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김. 영국의 알
렌비 장군은 오스만 군을 대파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
을 완전히 장악하였음.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오스만 제국은 팔레스
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상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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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후세인-맥마혼” 각서(1915-1915년)를 통해 아랍 국가들에게 팔
레스타인 땅에 아랍 국가를 수립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1917년 “밸푸
어 선언”을 통해 이 땅에 유대인 국가를 수립해 주기로 이중 약속, 현재 중
동문제의 발단이 됨.
- 영국 점령기 동안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20년에서 1945년 사이 유대인 인구비율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11%에서 31%로 대폭 증가
194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 신탁통치를 포기하고 통치 권한을 유엔에 위
임하였고, 유엔은 “분할안 181”을 마련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2개의 지
역으로 분할, 당시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
인 영토의 55%를 제공하여 독립 국가를 수립해 주는 안을 제안하였음. 유
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에 대
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제안을 거부하였음.
1947~48년 1차 중동전쟁 결과, 유대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거주하다가
여타 지역으로 피난하거나 유대인들에 의해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70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발생하게 됨.
3차 중동전쟁인 1967년 6일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포
함한 서안 지역 전체, 가자 지구를 포함한 시나이 반도, 시리아령 골란 고
원 등 지역을 점령, 영토를 확장함.
1960년대부터 야세르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반이스라엘 저항 운동이 본
격화됨.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침공을 정점으로 저항 운동 분쇄
를 추진함. 1987년에는 외부로부터의 저항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 점
령지역 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저항 운동인 “인티파
다”(Intifada)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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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팔 평화협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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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시작된 1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인티파다)로 인해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피해가 속출할 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정이
심각하게 불안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의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함.
1993년 이-팔 양측은 미국의 중재 하에 협상을 갖고 “오슬로 협정”을 체
결하였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이의 구체
적 실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향후 5년간 평화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하였으
나, ① 예루살렘 문제, ② “팔”난민 귀환 문제, ③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등 3대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과 상호 불신으로 인하여 이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다가, 1995년 평화 협상 분위기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극우파
세력에 의해 Rabin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되고, 1996년 하마스의 테러
가 이어지고, 1996년 Netanyahu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면서 국면이 전
환
2000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Arafat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Barak 이스
라엘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 양측 협상을 중재하였으나,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조건(팔레스타인 영토를 4개의 권역으
로 분할하고, 국경 통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지배권 보장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결렬됨.
국제사회의 이-팔 분쟁 해결 움직임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
하고 있는 와중인 2000.9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의
당수였던 Ariel Sharon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이슬람 성지인 황금 돔과
알-아크사 모스크를 방문함으로써 제2차 “인티파다”(Intifada)가 촉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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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전역에서 “Defense Shield”작
전을 감행, 서안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함.
- 동 작전으로 216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하고, 4,258명이 이스
라엘에 의해 체포됨. 특히 이스라엘은 군 병력을 동원, Arafat 수반을 집
무실에 연금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압박
-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물리적으로 포위하는 분리장
벽 건설을 시작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2002년 말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중동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격 수용하였으나, 이스라엘 측은 14개의 선결 조
건하에 이를 조건부로 수용
2004.11월 Arafat 수반이 사망하였으며, 2005.1월 Mahmoud Abbas (일
명 Abu-Mazen)가 차기 수반으로 당선됨.
- 대표적인 온건파 지도자인 Abbas가 수반으로 당선됨으로써, 이스라엘
과의 평화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
이스라엘은 Abbas 수반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미국 측이 제시한 로드맵
의 1단계 조치, 즉 팔레스타인 내 테러 행위를 근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2005.8월 가자 및 서안 지역 4개의 정착촌에서 일방적으로 철
수하는 “분리 계획(disengagement plan)”을 실시함.  
평화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파타 집권세력의 부패 및 무능력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가 결
집, 2006.1월 팔레스타인 자치의회(PLC)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하마
스가 전체 132석 중 74석을 확보, 파타를 누르고 승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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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 접수하였으며, Abbas 수반은 2007.6
월 하마스와의 공동내각 해산을 선언. 이후 자치정부는 서안 지역을, 하
마스는 가자 지구를 각각 통치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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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2012.11월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
(entity)에서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state)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의 표차로 통과
시킴. (우리나라는 기권)
Kerry 미 국무장관의 중재로 2013.7.29.부터 9개월간에 걸쳐 이-팔 간 최
종적 지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양측의 일
방적 조치들로 인해 2014.4월초 협상이 결렬되었음.
파타와 하마스는 2014.6.2. 7년간의 분열을 끝내고 서안 지역과 가자 지
구를 통치할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제3차 이스라엘-가자 전쟁
(2014.7.8.~8.26, 작전명: Protective Edge)이 발생, 가자 지구가 대파된
이후 하마스가 비밀리에 이스라엘 측에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합정
부가 와해, 2015년 6월 내각이 총사퇴함.
- 국제사회는 2014.10.12. 카이로에서 팔레스타인(가자 재건) 관련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가자 재건에 54억불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가자 재건
은 원조공여국의 이행 저조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가자 지구 봉쇄 및
통제로 매우 더디게 진행
- 우리나라는 가자지구 재건에 250만 불을 기여
※ 제1차 이스라엘-가자 전쟁 (2008.12.27~2009.1.18, 작전명: 캐스트 리드(Cast
Lead)), 제2차 이스라엘-가자 전쟁 (2012.11.14.~22, 작전명: 방어기둥(Pillar of
Defense))

2015.4월 이스라엘의 극우 연합정부 출범 후, 미국의 개입이 낮아지고,
역내 시급한 사안들로(이란 핵, IS와 시리아 내전, 이라크·예멘·리비아
정세 등) 이-팔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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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월 초부터 정치적 해결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팔레스타인 주민(청소년 위주)들의 대이스라엘 흉기 공격과 시위가 시
작되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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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세

가. 이-팔 평화 협상
1978년 이집트-이스라엘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1993년 오슬로 협정,
2002년 부시 미 대통령의 중동 평화를 위한 로드맵, 사우디 故압둘라 국
왕의 아랍 평화안, 2013~14년간 9개월에 걸친 케리 미 국무장관의 중재
노력 등 지난 30여 년 동안 이-팔 문제 해결 관련 다수의 합의와 미국의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모두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유엔 등 다변화된 국제사회(국제기구 포함)의 지지 확보를 추진 중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포함한 약 500여개에 달하는 국제기구 및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Abbas 수반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팔 분쟁 해결을 위한 기존
Quartet(UN, 미국, EU, 러시아)를 확대하는 다자체제 수립을 추진하
고 있음.

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1988.11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는 알제리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독립 선언 직후 7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이
래 2019.7월 현재 총 140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우
리는 국가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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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월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옵서버 국자기위를 획득할 당시, 138
개국이 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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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파타와 하마스는 2014.6.2.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였고, 2014.9.25 카
이로에서 가자지구 재건 관련 통합정부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합의함.
2014.10.9 가자 지구에서 Rami Hamdallah 통합정부 총리 주최로 2007
년 이후 최초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가자 재건과 봉쇄 해제를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을 표명하고, 통합정부는 서안 지역,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등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정부임을 재확인함.
2014.10.12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카이로 국제회의 이후, 팔레스타인 통
합정부는 유엔 및 이스라엘 측과 협력하여 가자 지구 재건업무를 적극 추
진하려 했으며, 하마스는 통합정부가 국가화합서에 명기된 대로 대선과
총선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Abbas 수반은 2015.8월, 12월에 통합정부의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하마스는 동의하지 않음.
2020년 미국 Trump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소위 ‘deal of the
century) 추진, 이스라엘의 서안 내 영토 병합 압박, 이스라엘과 아랍 국
가(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 관계정상화 등에 따라,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자치정부는 하마스와 내부 통합 논의를 재개하였고, 2020.1월
Abbas 수반은 15년만의 선거 실시 수반령을 발표함.
그러나, 2021.4월 Abbas 수반은 동예루살렘 내 선거실시에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연기 발표를 하자, 이에 대해 팔 주민들
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하마스가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면서, 파타-하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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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는 다시 갈등관계로 전환됨.

라. 가자 지구 무력 충돌 및 재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는 2014년 제3차 가자 지구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데 4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였고, 국제사회는 2014.10.12 카이로 개최 가자 재건 지
원 국제회의에서 카타르 10억불, 미국 4.1억불, EU 4.5억 유로, 쿠웨이트,
UAE 각각 2억불 등 54억불의 원조를 공약함.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액 송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팔레
스타인, 유엔, 이스라엘 측 3자간 합의를 중심으로 가자 재건이 더디게 진
행되어 왔음.
2021.4~5월 예루살렘 내 알-아크사 사원 관련 충돌 및 쉐이크 자라 팔레
스타인 주민 강제 퇴거를 둘러싼 이-팔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하마
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이에 이스라엘
에 대규모 공습에 나섬에 따라 2021.5.10.~5.21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
이집트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2021.5.21. 휴전에 합의한 이후, 가자 지
구 재건 관련 당사국간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음.  

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시민 사회 간 갈등
2021.4월 자치정부의 팔레스타인 선거연기 결정과 2021.5월 하마스-이
스라엘 충돌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하마스의 인기가 높아지
고, 자치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서안 지역 내에서 자
치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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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Abbas 수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을 표명해온 인권 활동가 Nizar Banat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에
의해 체포된 직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후 서안 지역 주요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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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함. 미국, EU, 유엔 등 국제사회
가 나서 자치정부를 비판하자, 자치정부는 재발 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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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제도

가. PLO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를 대
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유일한 대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팔레스
타인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구임. (1947년 UN 및 아랍연맹에서 이를 인정)
- 정교분리 원칙을 지향하는 PLO 방침 및 이스라엘 국가의 인정 문제 때
문에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은 가입
하고 있지 않으며, PLO의 대표성 인정 문제가 파타-하마스 간 첨예한
내부 갈등의 한 원인이 됨.
구성  
①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 PNC (Palestinian National Council)
- 66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각계의 대표가
참석하는 PLO 최고기구
- 팔레스타인 국내·외를 총괄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의회로 인식
- 정책 결정,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구성원 변경, 팔레스타인 National
Charter 개정 권한 등을 보유  
②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NC)에서 선출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PLO 내의 정부기구로서 역할
- 팔 자치정부(PNA) 설립 이후 담당 분야를 둘러싼 논쟁 지속  
- 2015.9월 Abbas 수반은 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을 Saeb Erekat으로 교체
하였고, 동인이 2020.11월 코로나-19로 사망 후 현재 공석

28

PART III.

【 집행위원회 명단 (2021.8) 】
  Mahmoud Abbas (위원장) : Fatah
: Fatah

  Taysir Khalid

: DFLP

  Ali Abu Zahri

: Independent

  Ahmad al-Tamimi

: Indepndent

  Ahamd Abu Holi

: Fatah

  Faisal Aranaki

: ALF

  Ahmad Majdalani

: PPSF

  Saleh Ra'fat

: FIDA

  Ziad Abu Amr

: Independent

  Wasel Abu Youssef

: PLF

  Bassam al-Salh

i: PPP

  Adnan al-Husseini

: Independent

팔레스타인 정치

  Azzam al-Ahmad

※ PFLP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DFLP (Democrat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LF (Palestine Liberation Front),
ALF (Arab Liberation Front), PPSF (Palestine Popular Struggle Front), PPP
(Palestine People's Party), FIDA(Palestine Democratic Union)

  
③ 중앙이사회 (Central Council)
- 130명으로 구성되어 민족평의회(PNC)와 집행위원회를 중계하는 역할
을 하며 12개의 국으로 구성 (정치, 군사, 난민문제 등)
- 각 국의 대표는 집행위원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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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과의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문제도 관장
(유엔, NAM에서 팔레스타인 대표)
※ National Charter : PLO 강령(헌장)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
며, 아랍의 단결을 지지하고 있음.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대해서
도 팔레스타인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국민으로서 평등
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968년 및 1998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음.

나. PNA (Palestinian National Authority)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행정부 참조
※ PLO와의 관계  

- PLO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PNA는 오슬로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치정부로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의 행정
적 관리 책임을 짐.  
-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및 여타 국과의 외교적인 사항은 여전
히 PLO의 권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PNA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음.
- 실제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을 집행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PLO와
PNA의 권한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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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

1964년 설립,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표기구

1993.9.13.워싱턴에서의 이-팔간
임시자치정부에 대한
원칙선언에 의거 설립

의장 (Chairman)
집행위원회 대표

수반 (President)
서안 및 가자지구, 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이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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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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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와 PNA간 관계 】

        

행정

집행위원회
PNC가 선출

내각
의회 다수당에서 구성하고
수반이 임명, 각료 수 최대 24명

입법

Palestinian National Council
(PNC)
669석 망명의회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PLC)
132석 자치의회

군사

Palestine
Liberation Army

Palestinian Security and
Police Forces

다. PLC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자치정부 산하 입법기관으로서, 132명의 의원 중 50%는 직접 선거(지역
대표제), 50%는 정당 선거(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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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안전문제 및 일반적 행정 사항에 대한 입법권
소유
- PLO의 독립적 권한인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권
한 행사 불가
- 수반에 대한 탄핵 권한은 없으나 각료에 대한 불신임 결의 가능
임기
- 4년 임기로서 수반이나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음.
※ 팔 기본법 제 6장에서는 수반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선언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동 기간 중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일부에서는 긴급조치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해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음.

선거 결과  
- 1996.1.2 최초 선거 (파타가 88석 중 49석 확보)
- 2006.1.25 2차 선거 (하마스가 132석 중 74석 확보)
※ 2006년 2차 선거 이후 선거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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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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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 (Palestin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Fatah)
1957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 기구로서 창설되었으며, Yasser
Arafat, Khaled Al-Hassan, Farouq Quddumi, Kalil Al-Wazzir 등이 주도
하였음.
파타의 무장단체인 Al-Assifa는 1965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운동
을 전개하였으며, 이때부터 파타는 팔레스타인 내외에서 대이스라엘 저
항운동의 상징이 되었음.
파타는 1967년 6일 전쟁 당시 PLO에 가담하였으며, 이때부터 Arafat는
PLO 의장이자 파타의 대표로서 대이스라엘 투쟁을 이끎.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 일변도이던 파타 운동은 1970년대 들어 이스
라엘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협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
기 시작함.
파타 구성원의 출신은 다양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필요하다
는 당위성 하에 목적 달성을 위해 무장투쟁을 견지해 오다가 1993년 오
슬로 협정 이후 무장투쟁 포기를 선언함.
- 2000년 Ariel Sharon의 알-아크사 모스크 방문을 계기로 구성된 AlAqsa Martyrs Brigades라는 무장조직을 보유하기도 했음.

나. 이슬람 저항 운동 (Islamic Resistance Movement, Hamas)
※ 하마스 : 이슬람저항운동의 아랍어 표기인 “하라카트 알무까우마 알이슬라미야”
의 두문자어(Ac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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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차 인티파다 발발 이후 이집트 내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영향 하에 이슬람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는데, Sheikh Ahmad Yassin이 이를 이끌며 하마스를 설립
함. Yassin은 2004년에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었으며, 현재는 Ismail
Haniyeh가 정치국의 대표로서 하마스를 주도하고 있음.
1988년에 발표된 하마스 강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聖戰)을 다짐하고 있
음. 하마스는, 정교 분리를 추구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PLO의
기본 강령에 반대하여 PLO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PLO가 팔레스타인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봉사활동, 교육지원 활동 등을 통해 인기
를 얻었으며 특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
하고 있음.
- Izz Eddin Al-Qassam Brigades라는 무장조직을 운용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거부하고 있는데, 1993년
파타가 주도가 되어 체결한 오슬로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996
년 총선에 참여치 않음.
하마스는 2006.1.25 제 2차 의회 총선에 참여, 예상을 깨고 압승함으로
써, 이후 Abbas 수반 및 국제사회와의 갈등 끝에 현재 가자 지구만을 통
치하고 있음.

다. 이슬라믹 지하드 (Palestinian Islamic Jihad, PIJ)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창하는 저항 운동 기구로 팔레스타인의 힘으로 이스
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성전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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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와 같이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평화에 반대하며 오슬
로 협정을 거부하고 있음.
- Al-Quds Brigades라는 무장조직을 보유

팔레스타인 정치

리더였던 Fathi Shiqaqi는 1995년 말타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었으
며, 현재 Ramadan Abdallah Shalah가 지도자로 있음.

라.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1967년 아랍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George Habash에 의해 설립되었고,
1969년에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임.
창립 초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항공기 납치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정치적인 기구로 활동함.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Abu Ali Mustafa Brigades라는 무장조직을 보유
동 조직의 오랜 지도자였던 Abu Ali Mustafa는 2001.8월 이스라엘에 의
해 암살되었으며, 이후 지도자는 Ahmad Saadat이나, 동인은 현재 이스
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임.
- 동인은 Mustapha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극우성향의 Ze'evi 이스라엘
관광장관 암살(2001.11월)을 주도하여 2002.1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이스라엘 군이 동인을 강제로 구인하여 이스라
엘 교도소에 수감
2006.1월 총선에 참여, 4.2%를 득표하여 3석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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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부

가. 기본법 (Basic Law)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한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기본권을 명시한 기
본법은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의회(PLC)에 의해 채택되어 2002.5월 아
라파트 수반이 비준함으로써 발효되었음.
팔레스타인 정식국가 수립 시까지 자치정부의 임시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다원주의 국가를 지향하며 삼권 분립의 원
칙을 천명하고 있음.
Arafat 사망 후 행정수반에 취임한 Abbas 수반은 2005.8.13 동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제한하고, 자치의회 선
거는 매 4년마다 반드시 실시토록 명문화함.
- 또한, 수반이 팔레스타인 보안군의 총 책임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동
안 모호하였던 권한을 분명히 하였고, 자치의회 권한도 보다  분명히 규
정함으로써 입법권, 정부 예산 승인권, 사면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
한편, 동 기본법은 종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를 팔레스
타인의 기본 종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
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폭넓은 기본권을 향유 할 수 있게 되
어 있음. 특히, 종교결사의 자유도 인정되는데, 이는 사회 기본질서를 해
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음.
동 기본법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경제 체제가 시장경제를 추구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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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제도
자치정부와 PLC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기관으로 입법 제청권을 보유함.  

팔레스타인 정치

새로운 법안 제안 시 동 법안은 자치의회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며, 자치의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자치정부 수반
에게 상정됨. 수반은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수반이
거부한 법률이더라도 자치의회가 재적의원 2/3의 표결로 이를 다시 직권
통과시킬 수 있음.
- PLC/수반을 통해 통과된 법은 각료회의에 넘겨져 실행 조치
기본법도 자치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정이 가능함.

다. 팔레스타인 헌법(안)
1988년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가 수립되면 헌법초안 작성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었는데, 1999년 Arafat 수반은 팔레스타인의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 이전이라도 통합 헌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
기, 준비 작업에 착수함.
2003년 팔레스타인 내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팔레스
타인 헌법안을 마련함.
- 1967년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독립, 주권 국가 수립 천명
- 아랍권의 단결 지지
- 여타 기본권 인정 등 기본법과 유사
- 정부, 의회, 헌법재판소 등 제 헌법기관의 권한 서술
- 독립 후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되면 효력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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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부

가. 중앙정부
1993년 이-팔 양측 간에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1994년에   팔레
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됨.
- 이스라엘과 PLO는 가자지구와 서안지역을 총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에 동의하고, 동 정부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 5년 동안 협
의하여 실행시키기로 합의
- 이에 따라 PLO 중앙이사회는 즉각 집행위원회에 자치정부 구성을 권
고하여 Arafat를 수반으로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
구성
① 수반
- 4년 임기 중임제로 팔레스타인 주민(해외 체류 팔레스타인인은 제외)
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
- 보안군 통수권, 법률 제안권, 행정명령 발령권, 법 집행권, 의회가 제정
한 법률 거부권, 총리 임명권 및 각료 구성 요구권 등을 향유

Abbas 행정수반 인적사항

  성

명 : 마흐무드 압바스 (Mahmoud Abbas, 일명 Abu Mazen)

  직

위 : PLO 의장(집행위원회 위원장)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President of PNA), 파타 대표
※2 012.11월 이후 팔레스타인 대통령(President of the State of
Palestine) 호칭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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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1935년생 (만 86세, 갈릴리 Safed 출생)

  학

력 : 모스크바 Oriental 대학에서 법학박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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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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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시리아 이주

- 1959

Fatah 조직 창설 참여(아라파트와 공동 창설)

- 1980

PLO 집행위원회 국제관계 위원장

- 1988

PLO 점령지 문제 담당 위원장 피선

- 1993

Oslo 평화협정에 PLO 대표로 서명

- 1994

PLO 대이스라엘 협상대표

- 1995

팔레스타인으로 귀환

- 1996

PLO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 2003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초대 총리

- 2003

9월 총리 사임 (아라파트와의 불화설)

- 2005.1 4년 임기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 피선
(62% 득표율)
- 2009

팔레스타인 수반 임기 종료 (이후 1년 연장)

- 2014

연장종료 이후에도 계속 수반직 수행(대선 미실시)

② 내각
- 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구성
- 각료임명 제청권, 정부의 실질적 운영권 및 대통령 직보권 보유

39

팔레스타인 개황

Palestine

【 PNA 내각 명단 (2021.08) 】
1. Mohammad Shtayyeh : P
 rime Minister, Minister of Endowment &
Religious Affairs, and Minister of Interior
2. Nabil Abu-Rudeineh

: Deputy PM and Minister of Information

3. Dr. Ziad Abu-Amr

: Deputy PM and Political Affairs

4. Shukri Bishara

: Minister of Finance

5. Riyad Al-Malki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6. Rula Maayah (여)

: Minister of Tourism

7. Mai Al-Kaileh

: Minister of Health

8. Khaled Ossaili

: Minister of National Economy

9. Fadi Al-Hadmi

: Minister of Jerusalem Affairs

10. Ahmad Majdalani

: 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11. Riad Atari

: Minister of Agriculture

12. Mohammad Ziara

: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Housing

13. Ishaq Sadr

: Minister of IT and Telecommunications

14. Assem Salem

: Minister of Transportation

15. Amal Hamad (여)

: Minister for Women Affairs

16. Nasri Abu-Jaish

: Minister of Labor

17. Majdi Saleh

: Minister of Local Government

18. Marwan Awartani (여) : Minister of Education
19. Mohammad Shalaldeh : Minister of Justice
20. Atef Abu-Seif

: Minister of Culture

21. Mahmoud Abu-Mwais :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22. Osama Al-Saada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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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료회의
-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입법제청권 및 법률의 시행권, 행정명령 발령
권 등을 가지며 예산안 작성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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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모두 16개의 자치주(Governorate)로 구분되어
있고, 수반이 임명하는 주지사(Governor)가 책임자로 있는데, 이들 지사
들은 지방행정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
할 지역 내 자치단체(municipalities, local councils, village councils 등)
책임자들과 협조하고 있음.
- 서안 지역(11개) : Jenin, Tubas, Tulkarem, Qalqilya, Salfit, Nablus,
Ramallah, Jerusalem, Jericho, Bethlehem, Hebron
- 가자 지구(5개) : North Gaza, Gaza City, Deir Al-Balah, Khan Younis,
Rafah
시 단위 이하의 자치단체들은 일반 행정사항(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학
교, 도로 건설 및 유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379개
의 단체(124개의 municipalities, 10개의 local councils, 245개의 village
councils)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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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부

팔레스타인의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기본법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서구의 보통법 체제도 수용하고
있음. 팔레스타인 사법체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 : 법관은 법과 개인적인 양심 및 신에 대한 신념
에 바탕을 두고 결정
- 2심제도의 도입 : 초심법원(First Instance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분되어 2심제 보장
- 국가의 소송부담 원칙 :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경우에 따라 패소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
우도 있음.  
- 변호사 수임권리 보장 : 피소인은 자신 또는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변호
를 할 권리를 인정받음.
- 심리 공개의 원칙 :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재판은 과정이
일반에 공개
팔레스타인의 사법제도는 사실 이스라엘의 군 및 민사법, 요르단 법 및
영국 위임통치시대의 행정 명령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성
을 개선하고 근대적 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Abbas 수반은 2005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이러한 서구적 개념의 법제도 뿐 아니라 여전히 이슬람법에 따라 심판하
는 이슬람 법원도 존재하며, 동 법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이슬람 교인이
면 청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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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 Conciliation Court

팔레스타인 정치

- First Instance and Central Courts
- Criminal Court
- Court of Jurisdiction
- Supreme Court
- Islamic Law Court
- Religious Court
- Military Court
- State Security Court    
- Anti-Corruption Court (2010)
- Customs Cou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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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과의 관계

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1948.5.14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
엘’을 건국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권과 충돌하게 됨.
이후 4차례 중동전쟁 (‘48 독립 전쟁, ’56 시나이 분쟁, ‘67 6일 전쟁,  ’73
욤키푸르 전쟁) 및 팔레스타인의 대 이스라엘 테러 행위가 계속되면서
이-팔 분쟁은 중동 문제의 핵심 과제로 대두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Intifada)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여 이-팔 분쟁이 지속 악화됨.
※ 아랍어 인티파다(Intifada)는 ‘펼쳐내다’, ‘잠에서 깨다’ 등의 뜻을 지님. 정치적으로
는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의 민중 봉기를 의미함. 제1차
는 1987.12월 가자에서, 제2차는 2000.9월 Ariel Sharon 리쿠드 당수의 성전산 구
역 진입으로 인해 발생함.

이-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논의로서 1991.10월에 있었던 마드리드 평화
회의, 1993.9월에 맺은 오슬로 협정, 그리고 Quartet (미, EU, UN, 러)에
의한 중동평화 로드맵(2003.4월)이 이-팔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
의 토대를 제공함.
- 1991년 마드리드 평화회의 : 이스라엘-이집트 간 평화조약 체결(1979)
이후 중동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결과, 1991년
미국과 소련의 후원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이 참
가한 가운데 마드리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은 이후 중동
평화를 위한 양자, 다자간 협상의 기폭제가 됨.
- 1993년 오슬로 협상 : 이스라엘과 PLO가 오슬로에서 수개월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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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끝에 팔레스타인에게 가자 지구와 서안 지역에서 자치정부를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칙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DOP)이
1993.9월 워싱턴에서 서명됨. 원칙선언에 앞서 Arafat와 Rabin 총리는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서신 교환을 통해  ① PLO는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PLO 헌장에서 이스
라엘의 존재를 부인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② 이스라엘은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표기구로 인정하기로 함.

< DOP가 규정한 팔레스타인 자치 4단계 >
(1단계)로 1994.5월 가자 지구와 여리고에 팔레스타인 자치 인정
(2단계)로 1994.8월 서안지역 내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직접세, 관광분야에 있
어 팔레스타인에게 권한과 책임 이양
(3단계)에서 양측은 1995.9월 이-팔간 잠정합의에 서명한바, 팔레스타인이 내부
문제를 관할할 자치의회를 선출, 서안지역 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
라 팔레스타인 의회가 1996.1월 최초 선출됨. 한편, 잠정합의에 따른 서안지역
내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음.
•지역 A : 군사, 공공질서, 행정 관련 권한 및 책임을 팔레스타인이 짐.
•지역 B : 팔
 레스타인은 공공질서, 행정 분야에서 책임을 갖고, 이스라엘은 이
스라엘 시민들의 안전, 테러 등 안보 분야에서 책임을 짐.
•지역 C : 정
 착촌과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행정, 안보, 공공질서
까지 책임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관할권을 제외한
행정 부문에만 책임을 짐.
(4단계)는 1996년 5월 시작되어 난민, 정착촌, 안보, 국경, 예루살렘 등에 관한 최
종지위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
※ 1996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하마스 요원들에 의해 자행된 자살폭탄 테러는 평
화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고, 이후 회담은 3년간 중지 상태에 있
다가 1999.9월 샴 엘-쉐이크 평화협정(Sharm el-Sheikh Memorandum)을 계기로
재개됨. 또한, Clinton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Barak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Arafat 수반은 2000.7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47

팔레스타인 개황

Palestine

- 2003년 Quartet (미국, 러시아, EU, UN)의 로드맵 : 2000.9월 Sharon
총리의 예루살렘 알-아크사 모스크(성전산) 방문을 계기로 유혈 폭동이
발생하여 최종지위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고, 테러 발생과 그 진압 과
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Bush 미대통령은 2002.6월 ① 팔레스
타인 민주개혁을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 ②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③ 팔레스타인 임시 국가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동 평화안을
발표함.
※ 상기 평화안은 사실상 Arafat의 축출을 의미하는 팔 지도부 교체를 전제로 하고
있고, 평화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2002.9월 중동평화를 위한 Quartet 외무장관 회담에서 2005년까지 팔
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키로 하는 기본 방안에 합의

< 2003.4.30 Quartet이 발표한 중동평화 로드맵 >
(1단계, 2003.5까지) : 테
 러와 폭력 종식, 정착촌 건설 동결, 불법 전초기지
(outpost) 철거
(2단계, 2003.12까지) : 팔
 레스타인 헌법 제정, 임시국경과 주권을 가진 팔레스
타인 국가 건설
(3단계, 2005년까지) : 국
 경,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문제를 포함한 항구적 지
위 협정 체결

※ 로드맵의 제1단계 의무사항인 테러와 폭력의 종식 및 정착촌 건설 동결 및 불법 전초
기지(outpost) 철거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예루살렘, 정착촌 등에 관
한 문제를 다룬 제네바 합의가 2003.12.1 발표됨. 이스라엘 Sharon 정부는 로드맵이
실패할 경우에 일방적 분리 정책(Disengagement)을 취하겠다고 2003.12.18 발표

2004.11월 Arafat 전 수반의 사망에 따라 2005.1월 실시된 수반 선거에
서 보다 온건한 Mahmoud Abbas PLO 의장이 62%의 압도적 지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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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2005.2월 Sharm-El Sheikh 중동평화회의(이스라엘, 이집트, 팔
레스타인, 요르단)가 개최되어 이-팔 대화가 재개됨.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2005.3월에는 팔레스타인 내 제정파간 회의를 통해 대이스라엘 휴전
유지에 합의하고, Sharon 총리가 2005.8월 가자 전역 및 서안 일부 지
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시키는 분리 정책(Disengagement
Policy)을 시행하였으며, 간헐적인 자살테러 발생에도 불구, 이-팔 간 대
화의 모멘텀은 유지됨.
그 러나, 2006.1월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무장 정파 하마스
(Hamas)가 압도적 승리(총 132석 중 74석 차지)를 거두어 정권을 장악하
게 되면서, 이-팔 간 전면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
2 006.6월에는 가자 지구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Popular
Resistance Committee, 하마스 무장 분파 등)에 의한 이스라엘군(IDF) 부
대 공격 및 병사 1명 납치 사건이 발생,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팔레스타인의 간헐적인 로켓 공격 등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양
측 간 대화 재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짐.
2007.3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가 출범하였지만, 2007.6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함으로써 통합정부는 와해되고, 팔레스타인은 파타
(Fatah) 중심의 서안 지역 정부 및 하마스(Hamas) 중심의 가자 지구 정부
로 분열됨. 미국, 이스라엘, 온건 아랍 국가들은 Abbas가 이끄는 팔레스
타인 자치정부를 지원하고,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은 하마스를 지원
하여 중동지역 내 온건 세력과 과격 세력 간의 대립 구도가 팔레스타인에
도 투영되게 됨.
2007.11월 Bush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들이 참
여한 가운데 Annapolis 회의를 개최, 이-팔 평화협상을 2008년 말까지
완료키로 하였으며, 이후 이스라엘 Olmert 총리 및 팔레스타인 Abba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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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간 수시 접촉을 통해 “두-국가 해법” (Two-State Solution)에 바탕을
둔 최종지위 협상에 일정한 진전을 도출하였으나, 2008.9월 Olmert 총리
가 부정부패 혐의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고 가자 군사작전이 2008.12월
발생함으로써 평화협상이 중단됨.
이스라엘은 2008.6월 하마스와 체결한 6개월간 휴전합의가 종료된
2008.12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향해 발사되는 로켓공격을 차단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 가자 지구 내 하마
스 군사력에 타격을 입히고 난 후, 2009.1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함.
2009.1월 취임한 Obama 미 대통령은 포괄적인 중동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팔 평화를 추진하였으나, 보수ㆍ우익 성향의 이스라엘
Netanyahu 정부와 팔레스타인 Abbas 수반 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
은 상황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2010년 들어 Netanyahu 정부는 서안 내 신규 정착촌 건설 허가를 9개월
간 중지하고, 미국의 중재로 이-팔 간 근접 협상 (proximity talks)에 이은
Netanyahu 총리와 Abbas 수반 간 직접 협상이 2010.9월 개최되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서안 지역 정착촌 건설을 재개하고 팔레스타인이 서안
지역 및 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 중지를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삼
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기초한 이스라엘과의 협상만으로
는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스라엘
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기구 가입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함.
2012년 초 요르단의 중재로 이-팔 간 직접협상 재개를 위한 5차례의 실
무회담(exploratory talks)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됨.
2012.11.29. 유엔 총회 결의안 67/19에 의거 유엔 옵서버 국가 지위
(non-member observer state status)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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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2021.8월 현재 총
140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2013.1월 Obama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Kerry 미 국무장관은 이-팔 문
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Kerry 미 국
무장관의 중재로 2013.7월부터 9개월간에 걸쳐 최종적 지위에 관한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양측의 일방적 조처들로 인해
2014.4월초 협상이 결렬됨.
이스라엘 정착민 소년 3명 납치 및 살해로 초래된 긴장 악화로 2014.7.8.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 약 2,100명과 이스라엘 측 군인 67
명, 민간인 6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제3차 가자 전쟁이 발발하였고,
2014.8.26 양측이 정전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종결됨.
2015.4월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행위와 2014년 3차 가자 전쟁 관련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ICC에 청원함. 이스라엘은 ICC 회부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외교적으로 강력 대응 중임.
2015.8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국기 게양 요구에 대해, 유엔총회 결정
(찬성119, 반대8, 기권45)으로 팔레스타인 국기 게양이 승인됨.
2016.12.23. 유엔안보리는 결의 2334호를 통해, 동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
착촌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flagrant violation)임을 확인하고 두-국가 해법
에 따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미국(기권)을
제외한 14개국 모두 찬성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동 결의안 통과에 대해 강력
하게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 Obama 행정부를 비난함.
2017년 취임한 Trump 미국 대통령은 약 40년간 견지해온 미국의 이팔 정책 기조를 변경함. 2017.12월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후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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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였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양자 지원과 팔레스타인 난민지원
기구인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워싱턴 주재 PLO 대표사무소를
폐쇄함.
2020.1.28. Trump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소위 “세기의 합의 (Deal of the Century)”를 발표함. 동 평화안은 예루
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서 분할되지 않을 것이고, 서안 지역 내 유
대인 정착촌과 요르단 계곡 및 사해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국경지대도 이스
라엘로 병합된다는 내용을 포함함. Abbas 수반은 확고한 거부 입장을 표명
하였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시위를 개최함.
2020.1월 Trump 중동 평화안 발표 이후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동
평화안에 근거하여 2020.7월 중 서안 지역 일부(약 30%)에 대한 병합안
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팔레스타인은 이를 존재론적 위
협으로 간주, 오슬로 협정을 포함 이스라엘과의 모든 합의 중지를 선언
(5.19)하고,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도 중단함. 아랍 및 EU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도 국내 정세를 감안 신중론으로 선회함. Netanyahu 총리
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초점을 서안 지역 병합에서 아랍국가와의 관계정
상화로 전환함.
2020.8.13. 미국 Trump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UAE간 완전한 관계 정상
화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함. 팔 자치정부는 동 합의
를 아랍평화구상을 비롯한 기존 합의의 파기이자 팔 민족의 권리를 관계
정상화와 바꾼 것이라 강력 비난함. 이후,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도 이스
라엘과 관계정상화를 하였으며, UAE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시 강력
반발했던 팔레스타인은 점차 비난 수위를 조절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2021.1월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자치정부는 Trump 행정
부 하 경색되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고,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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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과의 협력 재개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2021.5.25 Blinken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을 방문, Trump 대통령 시기 주이스라엘 대사
관으로 흡수되었던 예루살렘 총영사관 재개관, 팔레스타인(75백만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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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WA에 대한 지원(32백만불) 재개를 발표함.
2021.6.13. 이스라엘 Bennet 총리 취임 이후 팔 자치정부는 절제된 반응
을 보이면서도 Netanyahu 총리 시절 지속 악화되어 왔던 이-팔 관계 개
선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함.
2021.4~5월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에서 알-아크사 모스크(성전산)에
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군경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동예루
살렘 쉐이크 자라 지역 거주 팔 주민의 강제 퇴거 관련 이-팔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됨. 이런 가운데, 2021.5.10. 하마스가 가자 지구
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대규모 로켓을 발사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대규
모 공습을 단행함에 따라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2021.5.21. 이집트의 중
재 하에 휴전에 합의할 때까지 지속됨.
2021.5월 가자 충돌 이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 약화, 자치정부 강
화” 기조 하에 자치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가자 지
구 재건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2021.8.29. Gantz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행정수도 라말라를 방
문, Abbas 수반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스라
엘 각료급 이상 각료와 Abbas 수반 간 면담은 2010년 이후 첫 사례임.

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아랍” 개념
에 기초한 형제(brotherhood)적 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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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요르단, 레바
논, 시리아 등 주변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함.  
- 아랍 국가들은 형제애에 기초, 단결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팔 난민
들을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것에 합의
- 팔레스타인 측의 양해와 아랍 연맹의 합의에 따라 팔 난민들은 이주 국
가의 국민으로서 흡수되지 않고, 난민촌에 거주  
1964년 PLO가 탄생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노력에 팔레스타인도 자체적
으로 적극 참여하기 시작함. PLO는 아랍 국가들의 단결력에 힘입어 대이
스라엘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됨.  
1967년 6일 전쟁에서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패배하자 팔레스타인
내에서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여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자체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1969년 PLO내 무장단체들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을 선언
이때부터 요르단을 기반으로 한 PLO의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이  본격화
되었는데, 요르단 집권층이 이에 반대하여 1971년 거점을  레바논으로
옮김.
- 1969년 레바논과 PLO는 협정을 체결하여 PLO가 레바논을 거점으로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레바논은 피난 중인 팔 난민
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함.
- 1975년 레바논 내전이 발생하고 1982년에는 이스라엘이 PLO 분쇄를
위해 레바논을 침공함. PLO는 이스라엘, 레바논 및 국제사회의 압력 하
에 튀니지로 망명함.
한편, 1979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랍 국가
들로부터 아랍의 맹주로서 팔레스타인 보호자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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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나,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이-팔 문제 중재자로 재부상 하였으
며 현재도 중재 역할을 수행중임.
-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정권 확보, 엘-시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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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등 이집트 내 정치 상황에 따라 이집트-팔레스타인 관계도 변화를
겪어 왔음.
- 이집트의 영향력은 2021.5월 가자-이스라엘 무력충돌 이후 휴전 합의
과정에서 잘 드러났음. 이집트는 이집트-가자 간 Rafah 국경을 통해 하
마스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
스 간 대화를 중재하고 있음.  
사우디를 비롯한 여타 걸프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
고,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재정적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
으나, 2020년 미국의 중재 하에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
상화하고 이에 팔레스타인이 원색적인 비난을 함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주요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가 경색됨.  
- 1992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팔레스타인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쿠웨이트와의 관계가 경색되었다가, 2014.2월
Abbas 수반이 쿠웨이트를 공식방문, 과거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 사
과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됨. 2014.9월 Sheikh Sabah Khalid Al-Ha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이 1967년 이후 최초로 라말라를 방문
- 2014.10월 카이로 개최 가자 재건 지원회의에서 카타르(10억불), 사우
디(2억불), UAE(2억불), 쿠웨이트(2억불)는 가자 재건 원조에 적극 동참
함. 그러나 Trump 미 행정부 시기 걸프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지원은 급
감하였음. 카타르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5
월 가자-이스라엘 무력 충돌 이후에도 가자 재건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함.
- 사우디는 2002년 아랍연맹이 승인하고 2007년, 2017년 지지를 재확
인한 아랍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는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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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나, 최근 들어 이란 핵문제 관련 우려로 인해 이
스라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부여
하는 우선순위가 낮아졌음. Bin Salman 왕세자 즉위 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까지 제기
- 2020.8월 UAE, 2020.9월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자, 팔레스타인은 강력한 비난 어조로 반응함. 이로 인해 이들 국
가뿐 아니라 사우디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Abbas 수반은 관계 정상
화에 대해 유화 반응으로 입장을 선회
시리아는 반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천명하며 대이스라엘 투쟁에 협조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을 남부 시리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거리가 있음.
- 이러한 갈등 관계로 인해 1983년 PLO와 친시리아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으며, Arafat는 다마스커스에서 추방되었
고, 시리아는 PLO 및 파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

다.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팔 문제에 있어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후 11분 후에 이스라엘을 독립국가
로 승인함.
- 대체로 공화당 행정부 보다 민주당 행정부가 정착촌 확대 반대, 인권 및
인도지원 수요 지원 등 보다 중립적 입장을 보여 옴.
- 여러 행정부에서 이-팔 평화협상 중재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
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미 국내적으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은 1991년까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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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유엔총회가 이-팔 분쟁의 모든 관계자를 초청하여 개최하고자
했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UN의 평화 노력 회의”에 PLO를 초청하
고자 하였으나 미국 측의 반대로 회의 개최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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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미국은 당시 UN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Arafat PLO의
장에게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
1991년 PLO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자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태도를 일부 변경, 튀니지에서 대화를 가졌으며, 같은 해 열린 마드리드
국제회의에는 팔레스타인의 참가를 수락함.
1993년 이후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
여 왔으며, 1993년 이후 2011년까지 약 43억불을 인도적 지원 등으로 제
공함.
Clinton 대통령은 이-팔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등 중동 문제에 깊이 관여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미국의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팔레스타인
을 방문함.
Bush 행정부는 당초 팔레스타인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으
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이-팔 평화문
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됨.
미국은 미 국내법상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하마스가 2006.1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래 하마스와의 일체 접촉을 금지함.
Obama 행정부 때에 이르러 Abbas 수반은 2009-10년에 걸쳐 3회 백악
관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됨. Obama 대통령은 2013년 3월
Clinton 대통령(1994년~1998년 간 4회 방문)과 Bush 대통령(2008년 2
회 방문)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함.
2013.1월 미국의 Obama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Kerry 미 국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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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 2013.7월부터 9개월간에 걸쳐 팔레스타인
과 이스라엘이 최종적 지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하
도록 중재하였으나, 양측의 일방적 조처들로 인해 2014.4월초 협상이 결
렬됨. 2015.11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Kerry 미 국무장관은
이-팔 분쟁 해결 관련 더 이상의 아이디어가 없다고 밝혔고, Obama 대통
령은 2015년 말 자신의 임기 중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다
는 비관적 견해를 표명함.
Obama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 지역 내 정착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
장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미국 관세청은 2016.1월 서안 내 정착촌에서 생
산되는 이스라엘 제품은 Made in Israel로 표기할 수 없고, Made in West
Bank로 표기할 것을 요청함. 이런 배경 하에서 2016.12.23. 이스라엘 정
착촌이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 2334호에 대
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
2017.1월 취임한 Trump 대통령은 2017.12월 소위 ‘예루살렘 선언’을 발
표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UNRWA에
대한 지원 중단, 워싱턴 주재 PLO 대표사무소 폐쇄, 서안 내 정착촌에 대
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압박하였으며, 2020년
1월 Trump 평화구상(소위 “Deal of the Century”)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
방적으로 유리한 이-팔 분쟁 해결 구상을 발표함.
2021.1월 취임한 Biden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이-팔 평화협상 문제에 즉
시 착수하기보다, Trump 대통령 시기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추가적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팔 양측을 독려하는 등 상황관리를 하면
서, 중장기적인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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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조직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가. 팔레스타인 외교부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일부로서 청사는 라말라에 위치

나. 해외 외교망
1964년 PLO 창설이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PLO 해외사무소   설치
에 동의하여, 다수의 PLO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었음. (레바논이 가장 먼저
PLO 사무소 인정)
- 1974년 PLO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이후 PLO는 유일한 팔
레스타인의 대표로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1988년 알제리 회의에서 팔
레스타인 독립을 선포한 이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PLO 사무소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대우함.
※ 2020.8월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 : 총 140개국

아시아 (47)

아프리카 (46)

유럽 (21)

중남미 (26)

Afghanistan

Algeria

Albania

Antigua and

Azerbaijan

Angola

Belarus

Belize

Bahrain

Botswana

Bosnia &

Costa Rica

Bangladesh

Brunei

Bulgaria

Cuba

Benin

Burkina Faso

Cyprus

Dominica

Bhutan

Burundi

Czech Republic

Dominican

Cambodia

Cape Verde

Georgia

El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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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entral African

Hungary

Grenada

Comoros

Chad

Iceland

Honduras

DPR Korea

Congo

Malta

Nicaragua

DR Congo

Cote’d Ivoire

Montenegro

St. Vincent the

India

Djibouti

Sweden

Haiti

Indonesia

Egypt

Poland

Grenada

Iran

Equatorial

Romania

Argentina

Iraq

Gabon

Turkey

Bolivia

Timor-Leste

Gambia

Ukraine

Brazil

Jordan

Ghana

Serbia

Chile

Kazakhstan

Guinea

Slovakia

Ecuador

Kuwait

Guinea-Bissau

The Vatican

Guyana

Kyrgyzstan

Kenya

Russian

Paraguay

Lao People’s DR

Lesotho

Holy See

Peru

Lebanon

Liberia

Uruguay

Madagascar

Libya

Venezuela

Malaysia

Malawi

Suriname

Maldives

Mali

Colombia

Mauritania

Mauritius

Saint Kitts and

Mongolia

Morocco

Nepal

Mozambique

Oman

Namibia

Pakistan

Niger

Papua New

Nigeria

Qatar

Tunisia

Syria

Uganda

Tajikistan

Senegal

Timor-Leste

Sierra Leone

Thailand

Tanzania

Togo

Somalia

Sao Tome and

South Africa

KSA

South Sudan

UAE

Zambia

Seychelles

Sudan

Uzbekistan

Zimbabwe

Vanuatu

Rwanda

Sri Lanka

Ethiopia

Vietnam

Sahrawi Arab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Swaziland

PART IV.

Philippines

Yemen

1993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가 설립되었으나, PLO 해외사무소가
자치정부의 대외창구(재외공관)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연관성은 없고 외
교사절을 파견하고 접수하는 자치정부의 권한도 오슬로 협약에는 명시되
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자치정부는 2003년 팔레스타인 자치법에 의해 외교사절의 접
수 및 파견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였고 이를 이스라엘 정부가 묵인함으
로써 PLO 해외사무소를 실질적인 재외공관으로 활용함.
- 자치정부 수반인 Abbas는 PLO 의장(집행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 수반과 PLO 해외 사무소간 연락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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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외교망 현황 (2021.8월)
◆ 아시아 (37)

구분

소재지
Afghanistan(비상주), Azerbaijan, Bahrain, Bangladesh, Brunei(비상주),
Cambodia(비상주), China, Timor-Leste(비상주), India, Indonesia, Iran,
Iraq, Jordan, Kazakhstan, DPR Korea(North), Kuwait, Kyrgyzstan

대사관

(비상주), Laos(비상주), Lebanon, Malaysia, Maldives(비상주), Oman,
Pakistan, Philippines(비상주), Qatar, Saudi Arabia, Sri Lanka, Syria,
Tajikistan(비상주), Thailand(비상주), Turkmenistan(비상주), UAE,
Uzbekistan, Vietnam, Yemen

기타
외교사절

Japan, R.O. Korea(비상주)

◆ 아프리카 (38)

구분

소재지
Algeria, Angola, Benin(비상주), Cape Verde(비상주),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비상주), Cote’d Ivoire, Egypt, Eritrea(비
상주), Ethiopia, Gambia(비상주), Ghana, Guinea(비상주), GuineaBissau(비상주), Kenya(비상주), Lesotho(비상주), Libya, Malawi(비상

대사관

주), Mali, Mauritania, Mauritius(비상주), Mongolia(비상주), Morocco,
Mozambique, Namibia(비상주), Niger(비상주), Nigeria, Sao Tome and
Principe(비상주), Senegal, Seychelles(비상주), South Africa, Sudan,
Swaziland(비상주), Tanzania, Tunisia, Uganda(비상주), Zambia,
Zimbabwe

기타
외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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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38)

소재지

팔레스타인 대외관계

Albania, Belarus, Bosnia & Herzegovina, Bulgaria, Cyprus, Czech
대사관

Republic, Finland, Hungary, Iceland(비상주), Ireland, Malta, Poland,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Slovakia, Sweden, Turkey,
Ukraine

Austria, Belgium, Denmark, Estonia(비상주), European Union,
기타
외교사절

France, Germany, Greece, Italy, Latvia(비상주), Lithuania(비상주),
Luxemburg,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Vatican

◆ 대양주 (3)

구분
대사관
기타
외교사절

소재지
Vanuatu(비상주)
Australia
New Zealand

◆ 미주 (13)

구분
대사관

기타
외교사절

소재지
Argentina, Belize(비상주), Brazil, Chile, Cuba, Ecuador, Nicaragua,
Peru, Uruguay, Venezuela  

Canada, Columbia,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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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 조직의 탄생

팔레스타인 보안군(Palestinian Security Force)은 1994년 팔레스타인 자
치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함. General Security Services(GSS)를 창설, 산
하 보안부대를 통괄하도록 함.
- GSS는 1994년 카이로에서의 합의를 통해 9,000명의 경무장 보안군으
로 정식 창설 (7,000명은 PLO의 군사조직에서 충원, 2,000명은 가자와
서안지역에서 충원)
- 이후 30,000명으로 증원하기로 이-팔간에 합의 (2015년 9월 기준 보유
병력은 65,000명, 7,000정의 개인 화기, 120정의 중화기, 45대의 무장
차량 등 보유)
199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 8조는 가자 및
서안 지역에서의 내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팔레스타인 보안군
을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전히 이스라엘이 외부 세력으로부
터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스라엘의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
해 이스라엘군이 전반적인 치안 권한을 보유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음.
-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내부 치안 유지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무기를 보
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측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함.
- 이처럼 팔레스타인 보안군의 책임과 권한은 상당한 제약 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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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 조직의 개편

팔레스타인 안보조직

2003년 Arafat 수반은 Palestinian National Security Council을 신설하
고 안보 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함.
-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보안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과 더불어 Arafat 본인
의 권력 공고화 의도도 내포
2005년 Abbas 수반은 12개로 나누어져 있는 보안 조직을 3개로 통합하
여 ① National Security, ② Interior, ③ Intelligence로 재편성 하였으며,
대통령의 동 조직 책임자 임명권을 명문화함.
- National Security Force : 정규군 성격으로 정규 보안군 이외에 해안경
비대, 해군경비대 등으로 구성
- Interior Force : 경찰 조직의 성격으로 Preventive Security Force, 대
통령 경호실 등을 포함하는 핵심 보안조직
- Intelligence Force : 정보 업무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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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보안군 지휘체계
수반

총 리

내무장관
정보기관
(Mukhabarat)
국가안보군

경찰조직

민방위청

군정보당국
수반경호대

예방안보대
(Preventive Security)

Abbas 수반은 2005년 Palestinian National Security Council도
개편하였는데, 수반을 의장으로 총리, PLO Negotiations Affairs
Department(NAD) 관계자, 수반실 사무총장, 수반 안보보좌관 및  4명의
각료로 구성하여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수반이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함.
2006년 하마스 선거 승리 이후, 하마스 정부 출범 시 안보 조직에 대한 권
한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가 관심사가 되면서 하마스와 파타 간의 갈등
이 격화됨.
- 하마스는 2006.5월 가자 지구에서 3,000명 규모의 하마스 보안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이는 파타와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 하마스는 2007년 가자 지구를 무력 접수하였으며, 이후 이스라엘과
2008년, 2012년, 2014년 3차에 걸쳐 전쟁을 치렀고, 2021.5월 재차 양
측 간 무력 충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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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보안군 지원

팔레스타인 안보조직

미국은 2005.2월 이-팔 간 회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평화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William Ward 소장을 ‘중동지역 안
보조정관’으로 임명, 파견하고, 보안 분야 전문가들로  ‘안보조정팀 (US
Security Coordination Team, USSCT)’을 창설함.
- USSCT는 책임감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보안 조직이 구축될 경우, 팔
레스타인 내 법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이-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도
기여케 될 것으로 기대
USSCT는 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 관문 보수·확대 ② 수반경호대
(Force 17) 강화 ③ 전체 보안 분야 개편의 3대 과제 이행을 추진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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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GO의 기능

NGO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 온바, 이스라엘의 강제 토지 합병 반대 운동 및 인도적 지원 활동 등에
있어서는 현재도 가장 활발한 활동자로 인식되고 있음.
1960년대 PLO 창설 당시부터 NGO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평가받았음.  
- 1967년 6월 전쟁 이후 NGO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사실상 정부가 수
행해야 할 역할을 NGO 및 시민단체들이 행사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NGO의 위
상과 역할에 변화가 발생함.
- 과거 NGO가 해오던 역할이 자치정부로 이양되고 NGO 활동가의 상당
수가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
- NGO에 자금을 지원해 오던 국제사회는 이제 자치정부를 창구로 삼아
지원하게 되었는데, NGO가 정부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율성,
자발성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따라서 공공재 제공 등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맡고, 이외 민주주의 확산
운동, 교육 진흥 활동 등은 NGO가 집중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이  자연스
럽게 자리 잡게 됨.
2000년 2차 인티파다 이후 재차 NGO들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팔레스
타인 정부와 협력이 공고해짐.
- 역량 있는 분야 : 소액 금융 대출 및 교외 지역 지원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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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O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장치 마련

NGO

2000년 자선단체 및 사회단체의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NGO의
역할, 독립성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
2000년 말에 930개 NGO와 민간단체가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NGO 숫자는 2007년까지 1,500개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말 내무부에
등록된 NGO와 민간단체 숫자는 2,895개로 증가함.
- 대부분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컬 NGO의 경우 사실상 지
역민들의 취업기회로 활용
가자 지구에서는 2007년 하마스 정부 등장 이후 주요공여국의 지원이 중
단되면서 NGO 단체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중단, 매우 까다로운 운영 기준 제시
등으로 애로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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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서안 지역과 가자 지구에는 부존자원이 매우 희소하며, 인구밀도가 아주
높음. 경제에서 농업/어업 및 제조업/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서비
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전력, 수자원,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거의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잦은 충돌, 기초 투자 여건 부실로 투자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자치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정부 재정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으
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공여국 등의 원조자금에 의존해 시민들의 기
초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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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별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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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경제는 특히 국내 정치 상황, 이-팔 관계 및 주변 안보상황에 크게 영
향을 받아 왔음.
1994년 자치정부 출범 이후 초기 2-3년간의 침체국면을 제외하고는 높
은 인구성장률에도 불구, 실질 GDP가 성장하고 고용도 증진하는 등 긍정
적 징후를 보여 왔으나, 2000.9월 제2차 인티파다는 경제 활동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00년 인티파다 이후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기능한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스라엘 측이 안보 우려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훨
씬 빈번한 물자 및 인력 이동 통제를 가한 것
2003년 이후 인티파다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팔레스타인 경제는 다소간
의 회복세를 시현함.
2003-2005년 간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여 팔 경제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2006년 하마스 정부의 출현으로 정치 상황이 극도로
혼란해지면서 경제가 흔들림.
2012년부터 공여국 지원금 및 관세수입 감소로 인해 팔 경제 상황이 악
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됨.
- 특히, 2017년 출범한 미국 Trump 행정부 기간 중 미국의 지원이 중단
되고,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지원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정적 어려움
이 가중, 정부 기능 마비와 경제 붕괴까지 우려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관광
객이 급감함에 따라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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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경제지표

GDP(2020년, 세계은행) : 명목 GDP은 155억 6천만불, 이에 구매력 평가
(PPP) 적용 시 273억 3천만 불
※ GDP의 국가 간 비교 시 구매력 평가 적용 수치인 PPP를 통상 사용

- 연간 GDP 성장률 : -11.5%
2012~2020년 팔레스타인 GDP 추이 (PPP 적용)
연도
GDP(억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9.5 208.8 229.9 254.2 275.3 285.1 295.7 304.9 273.3

1인당 GDP(2020년, 세계은행) : 1인당 GDP(명목)는 3,239불이었으며,
동년 PPP 적용 시 5,690불
고용지표
- 실업률 (2020년 기준) : 27.8% (서안지역 15%, 가자지구 43%)
2013~2020년 팔레스타인 실업률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업률(%)

24.2

27.0

26.0

27.1

28.4

30.8

25.3

27.8

※ 출처: 팔레스타인 통계청 http://www.pcbs.gov.ps/  

- 산업별 고용: 2019년 산업별 고용 비중은 아래와 같으며, 2015년에 비
해 1,2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37% -> 14%) 반면 3차 산업 비중
이 더욱 높아져(63% -> 86%) 서비스업의 고용 집중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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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고용 비중(%)

4.7

제조업·
광업
6.2

건설업

3.3

상업·요식·
숙박업

운송·통신 기타 서비스

22.0

8.6

팔레스타인 경제

구    분

PART VII.

팔레스타인 경제 부문별 고용 비중

55.2

공공 재정 (2019년) : 팔 자치정부는 1억 5천만불 규모의 재정 적자 기록,
총 세출 50억불 중 자본지출 3억불, 경상지출 47억불을 기록
- 팔 자치정부의 총 수입은 44.3억불(세입 31억불, 해외원조 5억불, 기타
7억불)이었던 반면, 45.8억불의 정부 지출 발생
무역수지 (2020년) :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63.8억불과 17.6억불을 기
록, 무역수지적자는 약 46억불에 도달
- 무역수지적자 추이는 2017년 약 48억불, 2018년 약 54억불. 2019년
55억불을 기록,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 46억불 규모로 감소
팔 자치정부는 EU와 특혜 협정(preferential access agreement), 미국
과 특혜 및 무관세 협정(preferential treatment and duty-free access
agreement)을 맺고 있으며, 아랍연맹의 ‘아랍 최빈개발도상국(Arab
Least Developed Countries)’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력 및 물자이동 통제, 이스라엘 기업과 아랍 하청
업자들 간의 관계, 제조업기반 취약, 부존자원 부족, 상대적 고임금 등
으로 인하여 교역 증진이 어려운 상황
- 최대 교역상대국은 이스라엘로서 총수출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며, 여
타 교역상대국은 요르단,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독일, 중국, 미국, 이
집트 및 영국 등
    ※ 현재 이스라엘 항만에서 수출입이 통제되며, 자체 항만과 공항이 없음.

79

팔레스타인 개황

Palestine

1994년 파리 의정서 및 1995년 워싱턴 협정에 의거,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 간에는 “준과세협정”에 준하는 경제 관계가 수립, 유지되고 있음.  
-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생산된 농
산품의 경우, 토마토, 오이, 감자, 계란, 브로콜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이스라엘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
- 파리 의정서에서는 양측 간 노동력의 자유 이동도 보장되어 있으나, 안
전상의 이유로 이스라엘측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이전 조세수익(clearance tax revenues)의 경우, 이스라엘이 이를 대리
징수하여 매월 팔레스타인 측에 이전키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측은 실
제 징수한 세금의 75% 정도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유보하며,
2019년부터는 테러범 및 그 가족에 대한 팔 자치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거쳐 해당 조세수익에 대한 일방적 삭감을 실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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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 원조 규모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협정 이후 팔레스타인의 안정된 국가수립 및
지역평화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원조를 시작, 1993년도
1.8억불 규모에서 2011년 24억불 규모로 크게 확대하였음.
- 당시 국가 간 양자원조는 전체 원조의 63%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
조는 37%를 차지하였으며, 국제기구의 다자원조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원조 전체의 19%를 미국이 지원하였음.
- 주요 공여주체로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등 공여국 및 EU,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아프리카개
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가 있음.

나.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 원조 최근 동향
최근, 특히 2013년 이후,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원조는 급감현상을 보
였으며, 최대 원조 국가였던 미국의 원조는 2018년부터 중단됨.
- 2010년 대비 2015년에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 원조는 약47% 감소
하였는데, 주요 원조 감소요인으로는 ① 2011년 이후 아랍의 봄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과 대중동 인도적 원조수요 급증, ② 공여국의 피로도 상
증, ③ 3차에 걸친 이스라엘-가자 전쟁에 따른 피해 등임.
국제사회는 2014.10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카이로 국제회의(가자 지구 재
건)에서 약 50억불의 대팔레스타인 원조를 공약했으나, 2015. 9월까지
집행된 원조액은 12.29억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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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미국과 EU의 원조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미국은 2015.4월 팔
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2015년
원조액을 집행하지 않다가, 2018년 Trump 대통령은 양자 및 UNRWA
에 대한 원조 중단을 선언
- EU의 원조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난
민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
- UNRWA는 2018년부터 미국의 UNRWA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심각
한 재정난에 처했으며,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한바, 우리 정부는
2018.3월 로마 특별회의를 통해 비정규기금 1백만 불을 지원
- 2021년 미국 Biden 행정부 출범 후 원조 재개 기대가 높아졌고, 2021.5
월 Blinken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방문 계기에 양자 및 UNRWA에
대한 원조 재개를 발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예산보조 원조(Budget Support)와 개발 정
책에 대한 원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대비 2014년 자치정부 예산보조 원조는 42% 감소한 반면, 팔
레스타인 인구는 22.4% 증가해 자치정부 예산을 압박
- 자치정부의 국가 개발 정책을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재건 및 개발
계획을 위한 다수 공여국 신탁기금(the Palestinian Recovery and
Development Plan Multi-Donor Trust Fund, PRDP-MDTF)’의 경우
2008년 대비 2018년 원조 규모가 10분의 1 이하로 감소
※ 팔 자치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8년 3월 세계은행이 설립한 후, 호주, 캐나다, 핀
란드, 프랑스, 일본, 쿠웨이트,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등이 참여, 2020.8월까지
총 16억불 규모의 원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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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9년 PRDP-MDTF를 통한 원조 규모 추이 (백만 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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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47.6 102.9 202.3 223.1 161.9 199.9 157 125.8 59.9 43.9 20.0 43.6
※ 출처: https://www.worldbank.org/

국제사회의 원조가 감소하자, 팔 자치정부는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와 파
리선언에 포함된 원조 효율성 제고 요건 충족 등을 통해 국제사회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83

팔레스타인 개황

Palestine

5.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경제 현황
최근 수년 간 국제사회의 원조 감소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던 중, 코로
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 팔레스타인 경제 11.5% 위축됨. (IMF)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일방적인 이전 조세수익의 삭감하
여, 2020년 5~11월 기간 동안 조세 수익의 전달이 중단되어 자치정부 재
정난이 가중됨.
※ 이전 조세수익(clearance tax revenues): 1994년 체결된 파리 협정(The Protocol
on Economic Relations)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팔 자치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팔 자치정부 측에 전달하도록 합의. 현재 이전 조세수익은 세금 팔 자치정부
의 재정 수입의 약 2/3 차지

2020년 4월 이래 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
업률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11.5%) 및 소득이 모두 급감함.

나. 경제 전망
2021년 상반기 현재 코로나 백신 공급 차질로 코로나 이전의 경기 회복
은 더딜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 재정 적자와 낙후된 물류 체계로 백신 공급 및 유통 난망
※ 2021.4월 기준, 전체 인구의 3.3%만 1차 접종 완료 (EIU)

2021년 팔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상됨. (IMF)
-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재개, 이-팔 국경통제 완화로 팔레스타인 노동자
들의 이스라엘 내 고용이 회복되며 내수경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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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원조 재개, 내수 부분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 정부예산 적자는 2020년 GDP대비 2.5%에서 2021년 1%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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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분쟁 및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은 잠재적 위험 요소임.
- 지난 4월 Abbas 수반의 차기 선거 연기 및 5월 발생한 하마스-이스라
엘 간 무력 충돌 이후, 팔 내부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집트가 중재한 휴
전이 장기화되지 못하는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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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계상 총 5,101,152명 (2020년 기준)
- 이스라엘 내 아랍계 팔레스타인 약 150만 명 거주
구 분

서안 및 가자

서안 지역

가자 지구

전체 인구(2020)

5,101,152

3,053,183

2,047,969

출산율(2020, 1000명당)

29.9%

27.5%

33.4%

인구 증가율(2020)

2.5%

2.2%

2.9%

인구밀도(Km2당, 2019)

826

528

5,435

남녀 성비(2020)

103.4

103.9

102.7

평균 연령(2018)

19.6세

20.6세

18.1세

평균 수명(2018)

73.8 (남 : 72.7, 여 : 75)

-

-

※ 출처: 팔레스타인 통계청,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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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지의 팔레스타인 인구

제3국에 체류하는 팔레스타인 인구는 602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아
랍 국가들에 534만 명, 기타 지역에 68만 명이 거주 중임.

3. UNRWA 등록 난민 현황 (2019년 기준)

서안 지역 가자 지구
등록 난민 수

요르단

858,758 1,460,315 2,272,411

시리아

레바논

전체

562,312

476,033 5,629,829

2018 대비 증가율

1.7%

3.3%

1.8%

0.6%

1%

1.7%

난민촌 수

19

8

10

9

12

58

24.3%

41.6%

17.4%

30.2%

50.6%

28.7%

난민촌내
난민 등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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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공공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이며, 여타 아랍권
국가와는 달리 남녀에 구별 없는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됨. 공교육
(UNRW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과 사교육으로 대별됨. 초등, 중등, 고등
(인문, 기술), 대학교육으로 구성되며, 2016년 문맹률은 3.1%(15세 이상
여성 4.8%, 남성 1.6%; 서안지역 3.2%, 가자지구 2.8%)에 달하는 등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
기본교육 기간은 12년으로 10년간의 초등교육과 2년간의 고등교육을 받
게 됨. 11학년 때 학생들은 이과 또는 문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며 12학
년을 마치면 국가 학력평가시험인 Tawjihi를 쳐서 그 성적에 따라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이밖에 전문 교육훈련도 활성화되어 있음.
2017-18학기를 기준으로 초등 및 고등학교가 2,998개, 학생 수는
1,253,238명, 교사 수는 56,668명임.
2017-18학기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는
222,774명임. (여학생 134,287명)
2021년 현재 기준 4년제 대학교는 20개이며, 2년제 전문대학교는 18개
가 있음.
- 20개 대학교 중 18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수여
학급당 학생 수 (2017/18학기)                                    
UN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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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

사립

전체

학생 수

서안

가자

서안

가자

서안

가자

서안

가자

(천명)

4.2

271

562

252.4

101.7

17.8

711.9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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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간접자본
주택·건설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4.8%임.
- 민간부문 주택 신축이 건물 신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
교통·창고업 부문은 2017년 기준 전체 GDP에서 1.3%를 차지하고,
2015년 기준 노동인구의 5.8%가 교통·통신·창고업에 종사 중임.
- 총 포장도로 연장거리는 2017년 기준 3,786.3 Km이며, 2017년 신
규 등록차량은 32,920대로 그 중 한국산 차량은 10,214대 (서안 지역
325,638대, 가자 지구 72,886대)
통신은 오슬로 합의에 따라 독자적 통신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현
재 서안과 가자 모두 이스라엘 통신시설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부터 3G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자치정부가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는 Jawwal이 독자적 통신망을 구
축하고자 점차 통신라인을 늘려가고 있으며, Ooredoo (구 Wataniya
Telecom)이 두 번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
- 정보통신 분야는 2015년 2/4분기 기준 전체 GDP 5.8%를 차지
- 2021.8월 말 Gantz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말라를 방문, Abbas 수반
과의 만남에서 팔 영토 내 4G 통신망 운용 계획을 처음 논의
전기는 대부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며, Nabulus, Jenin, East
Jerusalem 만이 소형 발전시설로 소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99.9%의 가정이 전기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단전이 자주
발생하며, 가자 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은 매우 제한적
수자원은 이스라엘과의 주요 분쟁 요인의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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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팔레스타인 지역 수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 점령군 사령관에게 부
여하고 허가 없는 새로운 수자원의 개발을 금지함.
- 오슬로 평화협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측에 매년 1.18m3의 수
자원을 공급하게 되어있으나, 2012년의 경우 1.04m3만을 공급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는 8개의 수자원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 4
개(Tiberias, Western Galilee, Carmel, Negev Basins),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전
체 또는 부분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North-Eastern, Eastern, Western, Coastal
Aquifer) 내에 위치하고 있음. 총 이용 가능한 수량(약 26억 3천 4백만m3) 중 이
스라엘에서 약 89%를 통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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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가자

전체(평균)

가구 수 (2017년)

594,458

334,710

929,168

핵가족(%)

85.3

82.5

83.3

대가족(%)

7.5

14.1

10.1

독신(%)

5.6

3.2

4.7

가구 구성원 수 (2017)

4.8

5.6

5.1

사촌 간 결혼(2014,%)

42.2

47.9

44.3

결혼(2017,%)

58.8

59.6

59.1

일부다처(2014, %)

3.2

5.84

4.3

평균결혼연령(2014, 남/여)

25.1/20.4

24.7/20.2

24.7/20.3

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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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생활환경

무슬림 98%,
기독교 1.37%

※ 출처: 팔레스타인 통계청, Palestin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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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의 지위
2017년 기준 팔레스타인 인구 내 여성의 비율은 49.1%임.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2%로 남성의 71.6% 대비 약 세배 이상 낮은 참
여율을 보임
여성은 정부 부처 및 의회 등 고위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20명의 각료 중 3명이 여성 장관
-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PLC) 선거에서 12.9%가 여성에게 할당
되었음. 2017년 기준 의원의 11.3%가 여성
- 2017년 기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공무원은 총 88,266명으로 이중  
43.4%인 38,723이 여성
20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여성이 가장인 비율은 10%(서안 10.4%, 가자
9.4%)에 달함.  
2017년 기준 사회 여러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아래와 같
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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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비 율

직 종

비 율

일반 의사

17%

외교관(PLO 산하)

5.8%

치과 의사

34.8%

공무원

43.4%

간호사

48%

판사

18.3%

약사

60.2%

검사

19.5%

변호사

26.5%

경찰

3.4%

엔지니어

24.8

자치의회 의원

21.2%

언론인

33.3%

장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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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인사 교류 현황

1994. 11 박동순 대사, 아라파트 PLO 의장 면담
1996.  1

공로명 외무장관, 아라파트 수반 회동 (파리 국제원조 회의시)

1996.  1

팔레스타인 자치선거 참관단 파견
- 유정렬 한국 중동, 아프리카 연구원장 등 4명

1997. 11 N. Shaath 대외협력장관 방한
1997. 11 권오기 통일부총리, 방이중 아라파트 수반 면담
1999. 12 Hikmat Zaid 팔 농업장관 방한 (가나안농군학교 초청)
2000.  6

Ali Qawasmi 팔 교통장관 방한
(현대자동차 초청, 김윤기 건교부장관 면담)

2005.  6

반기문 외교부장관 팔레스타인 방문

2006.  8

General Delegation 수준 외교관계 합의

2005. 11 라말라 대표사무소 개소 (초대 마영삼 대표 취임)
2005. 11 Al-Kidwa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방한
2006.  1

김진표 교육부총리, 팔 교육부 방문

2006.  4

박원섭 제2대 팔레스타인 대표 부임

2007. 11 송민순 외교장관, 팔레스타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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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Riad Malki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방한

2008.  6

Samir Abdullah 팔레스타인 계획부장관 방한

2009.  5

박상윤 제3대 팔레스타인 대표 부임

2010.  3

박정남 제4대 팔레스타인 대표 부임

2011.  6

Jarbawi 계획개발부 장관, Zeid 인사위원회 장관 방한

2011.  8

여성준 제5대 팔레스타인 대표 부임

한-팔 양자관계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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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13. 11 김규현 제1차관 팔레스타인 방문
2014.  8

박웅철 제6대 팔레스타인 대표 부임 (초대 상주 대표)

2014. 12 윤병세 외교장관 팔레스타인 방문
2015.  2

Riad Malki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방한

2015.  4

Khawla Shakshir 팔레스타인 교육장관 방한

2015. 11 Allam Mousa 팔레스타인 정보통신부장관 방한
2016.  2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2016. 11 최영삼 제2대 대표사무소장 부임
2017. 11 Mousa Hasan 중앙인사위원회의장
(2017.11월, KOICA 공무원 연수원 설립 사업 관련)
2018.  2

Nabeel Shaath 수반 외교정책보좌관

2018. 11 김동기 제3대 대표사무소장 부임
2018. 12 문희상 국회의장 팔레스타인 방문
2020.  7

송시진 제4대 대표사무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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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관계

가. 교역 추이
(우리나라 기준, 단위: 천불)

연  도

교역액

수  출

수  입

2014

46,870

46,255

615

2015

83,216

82,135

1,081

2016

91,498

90,296

1,000

2017

103,975

102,167

1,807

2018

71,142

69,336

1,806

2019

50,715

48,963

1,752

2020

40,897

39,951

946

※ 대팔레스타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중고 자동차 포함),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
며, 수입 품목은 석재, 올리브유 등임.

나. 우리기업 진출 현황
진출기업 없음.
주로 이스라엘 및 요르단 주재 지사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관할함.

다. 투자,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 수주현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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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진출 전망
아직은 국가수립 이전 단계이나 향후 국가수립을 겨냥, 사업수행을 위한

한-팔 양자관계

발판 마련이 필요함.
독립국가 수립 시 원조공여국의 원조자금과 해외주재 팔레스타인 자금,
우수인력을 이용한 다수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평화협상 진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가자 항구 및 공항 (가자)
- 요르단 계곡(Jordan Valley) 경제개발 프로젝트
- 가자-서안 지역 간 지하터널 또는 전용도로 건설
- 상하수도 건설 등
정세안정 시 가자공업지구(GIE)지역에 섬유, 신발, 전자 등 중소기업이
진출, 값싼 노동력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여, 특혜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
유럽 등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최근 팔레스타인 내 IT 분야 전문 인력 증가로 이스라엘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NVIDIA 등)이 원격으로 팔레스타인 내 IT 인력을 고용하여 이스라
엘 내 사무소와 연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기업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021.1월 미국 Biden 행정부이 출범하고, 2021.5월 가자-이스라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 약화, 자치정부 강화”를 전략적으
로 추진하면서 서안 지역 내 경제여건 개선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
고, 요건을 갖춘 팔레스타인 생산 업체에 한해 검문소 통과 간소화 등의
시범 사업(예: Door to Door Program)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서안 지구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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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팔 지원현황

가. 개발협력 중점 지원 목표 및 방향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와 협의 하에 팔레스타인 국가개발과제
에 부응하여 아래 교육, 보건, 행정제도 분야 중심으로 국가지원계획
(Country Plan)을 수립하고, 개발원조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분야

교육

보건

행정
제도

분류

내용

프로그램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방향

저임금 노동력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혹은 주변국으로의 취업
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난민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
련 및 직업역량개발 기회 제공

기대성과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
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 고용창출과 빈곤퇴치에 기여

프로그램

취약계층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추진방향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보건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존 인
프라 및 의료진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대성과

약물중독 및 분쟁 피해자의 치료여건을 개선하고, 정부의 제도 정
비를 지원하여 재정부담 저감 및 보건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지식기반 정부 행정역량 강화 지원

추진방향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전환으로의 지원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성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적인 정책개
발 지원
▼

“인적자원 개발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통한
정상국가 전환 및 평화 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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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對팔레스타인 개발협력 지원 실적(1994년-2020년) : 총 7,296만 불
우리나라는 1994년 팔레스타인 원조를 시작한 이래 주로 KOICA를 통해

한-팔 양자관계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지원 규모
(단위 : 만불)

연도 '9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원액 3,052 320

516

438

253

405

513

579

407

575

'20
(잠정)

계

238 7,296

사업형태별 지원 실적
사업 형태

지원 규모

프로젝트

5,528.7만불

물자지원

692.7만불

긴급원조

399.1만불

국내초청연수

511.4만불

민관협력(NGO)

137.3만불

봉사단

12.1만불

국제기구협력

15.1만불

계

7,296.4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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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사업내역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 팔레스타인 행정수반 청사건립 (‘96-‘98/ 224.53만불)
• 팔레스타인 초등학교 (‘97-‘99/ 20.87만불)
• 라말라시 도로건설 지원 사업 (‘98-‘04/ 136.39만불)
• 팔레스타인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04-‘11/ 243.41만불)
• 팔레스타인 IT직훈센터 건립사업 (‘04-‘15/ 192.09만불)
• 제닌시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 (‘07-‘13/ 230.81만불)
• 팔레스타인 경제개발연구소 건립사업 (‘08-‘11/ 228.24만불)
• 제닌 지역 기초보건서비스 강화사업 (‘09-‘11/ 300만불)
• 헤브론 지역 학교 및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09-‘10/ 600만불)

프로젝트
(18건)

• 팔레스타인 쿠프르니마 기술고등학교 건립사업
(‘10-‘14/ 370만불)
• 라말라 테크노 ICT센터 건립사업 (‘11-‘14/ 320만불)
• 가자 및 서안 지역 내 학교 컴퓨터 실습실 지원 사업
(‘11-‘12/ 100만불)
• 팔레스타인 국립 약물중독 치료센터 건립사업 ('13-'17/ 500만불)
•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13-'18/ 360만불)
• 팔레스타인 바이오 연구센터 설립사업('13-'17/ 300만불)
• 팔레스타인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15-'19/700만불)
• 팔레스타인 공무원교육원 설립사업('14-'19/700만불)
• 팔레스타인 외교부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네트워크
구축사업(‘18-’20/ 220만불)

소규모무상원조

51건 692.69만불

긴급구호

7건 399.14만불

연수생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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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명 511.49만불

민관협력

8건 137.29만불

국제기구 협력

2건 15.09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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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RWA 기여금 등 인도적 지원
◆ 2009년~2021년간 지원 실적 : 약 1,314만불 지원

지원액

2009년

230만불

한-팔 양자관계

연도

비고
▵ICRC 30만불, ▵WFP 150만불, ▵UNICEF 50만불
▵양자 100만불, ▵UNRWA 50만불, ▵UNDP 30만불, ▵

2014년

318만불

UNOPS 20만불, ▵ICRC 50만불, ▵UNICEF 50만불, ▵재
난대응(양자) 18만불

2015년

100만불

▵UNRWA 80만불, ▵UNOPS 20만불

2016년

96만불

▵UNRWA 95만불

2017년

100만불

▵WFP 100만불

2018년

100만불

▵UNRWA 100만불

2019년

150만불

▵UNRWA 50만불, ▵WFP 50만불, ▵ICRC 50만불

2020년

120만불

2021년

100만불

총계

1,314만불

▵CBPF 30만불, ▵코로나19 현물지원(진단키트) 20만불
▵UNRWA 70만불
▵UNRWA 100만불(이-하마스 충돌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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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약황
2021.8월 현재

일반사항
수  도 : 라말라 (Ramallah: 임시 수도)
인  구 : 510만명('20)  
면  적 : 6,020㎢ (남한 면적의 약 16%)  
언  어 : 아랍어, 영어
종  교 : 이슬람교(98%), 기독교(1.37%)

정치현황
정부형태 : 이원집정부제
의회구성 : 팔레스타인 자치의회(132석)
주요인사
- 자치정부 행정수반 : Mahmoud Abbas
(압바스)
- 총리 : Mohammad Shtayyeh (쉬타예)
- 외교장관 : Riad Al-Malki (말키)
경제현황

교역량 : 4,090만불('20)
- 수 출 : 3,995만불
- 수 입 : 95만불(석재, 올리브유)
교민현황 : 약 20명('21)
주요인사 교류  
- 방문 인사
05. 6
07.12
14.12
18.12

- 방한 인사
05.10
08. 5
10. 2
14. 5
15. 2
15.10
16. 2
18. 2

GDP : 156억불('20)
1인당 GDP : 3,239불('20)
교역규모: 총 82억불('20)
- 수 출 : 18억불(석재, 청과류, 채소류)
- 수 입 : 64억불(식품, 소비재, 건축자재)
화폐단위 : New Israeli Shekel
(1$=3.2 NIS)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 없음
- '95.11 우리 외교관의 '팔' 관료 접촉 허용
- '96. 8 '팔' 자치정부 발급여권 인정 및 동
여권 상 비자발급 허용(96.8)
- '05. 6 일반 대표부 관계 수립  
- '14. 8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상주근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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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장관    
송민순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Al-Kidwa 외교장관
Malki 외교장관
Abbas 수반
Fayyad 전 총리
Malki 외교장관
Mousa 정보통신부 장관
Abbas 수반
Shaath 팔레스타인 수반
외교정책보좌관

우리나라의 주요 對팔 지원 사항
07.12 팔
 레스타인 원조공여국회의(파리)
시 2천만불 무상원조 서약(20082010)
10. 2 압
 바스 수반 방한 시, 2011년부터
5년간 2천만불 추가지원 약속
14. 7 가자사태 관련 1백만불 인도적 지원
16.

 NRWA의 난민 지원사업에 380
U
만불지원

20. 5 가자사태 관련 1백만불 긴급지원

북한과의 관계
 6.4 북경 주재 PLO 사무소가 평양 겸임
6
시작

- 이스라엘은 평화협상 중단선언  

 한은 1988년 팔레스타인 독립 선언 후
북
국가 승인 및 평양 주재 PLO 사무소 개설

14. 7.8-8.26 제3차 가자 전쟁

최근정세
06. 1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 승리
07. 6 하마스가 가자지구 장악
08.12 가자 사태로 인해 이-팔 협상 중단
10. 9 이-팔 직접협상 개최
- 두 차례 면담 후 정착촌 문제로 중단
12.11 UN총회 팔레스타인 국가지위
옵저버결의 채택
(찬성:138, 반대:9, 기권:41)  
13. 7 미국 중재로 이-팔 평화협상 재개
14. 4 파타-하마스 간 통합정부 구성발표

15. 4 ICC 가입 발효
15. 9 U
 N총회 팔레스타인 국기 게양
결의 채택
(찬성:119 반대:8 기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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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주이집트 북한대사가 팔레스타인
북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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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fat 의장, 평양방문(70년대) 6회

17.10 파
 타-하마스 내부 통합 방안 합의
(카이로 합의)
17.12 미
 국 예루살렘 선언 발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18. 5 주
 이스라엘미국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20. 1 미
 Trump 행정부 이-팔 평화구상
("Deal of the Century") 발표
20. 9 이
 -UAE/바레인 간 아브라함 협정
서명
21. 5 이-하마스 군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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