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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구금된 어린이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체포되었나? 

지난 50년 동안 약 45,0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억류됐다. 출처: 군사법원감시단 

(MCW)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2000년 이래 억류된 숫자만 12,000명에 이른다. 그 중 

많은 수가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이다. 심지어 6세, 7세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군사 법원에서 기소한다. 그리고 다른 수백 명은 체포됐다가 기소되지 

않고 석방된다. 

이스라엘에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어린이 숫자는 월 평균 200~300명이다.  

출처: No Way to Treat a Child, Military Court Watch, Save the Children, Addameer 

 

 

 

http://www.militarycourtwatch.org/files/server/MCW%20ANNUAL%20REPORT%20-%202016%20(FINAL).pdf
http://www.militarycourtwatch.org/files/server/MCW%20ANNUAL%20REPORT%20-%202016%20(FINAL).pdf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dcipalestine/pages/4931/attachments/original/1510680502/NWTTAC_004_Leglislation_Factsheet_10NOV2017_%281%29.pdf?1510680502
http://www.militarycourtwatch.org/files/server/MCW%20ANNUAL%20REPORT%20-%202016%20(FINAL).pdf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sites/default/files/documents/5720.pdf
http://addameer.org/the_prisoners/children


 

 

체포된 아동들은 어떻게 다뤄지나?  

구금된 어린이들과의 인터뷰, 비디오 자료, 변호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군은 어린이들을 

체포하고 억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한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불안전하고 학대에 가까운 환경 속에 아이들을 구금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출처: 휴먼라이트워치 (HRW) 

폭력적인 체포 과정 

많은 어린이들이 한밤중에 집에서 자다가 중무장한 군인들에게 잡혀 간다. 이스라엘군은 섬광탄을 터뜨리며 

요란하게 들이닥쳐 가족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겁에 질렸었다고 증언한다. 가구와 유리창이 깨지는 와중에 군인들은 아이에게 

적용된 혐의를 윽박지른다. 아이는 강제로 끌려나오고 잠옷을 입은 채 밖으로 쫓겨난 가족은 “아 이이는 

우리와 함께 간다. 나중에 돌려보내겠다”는 불분명한 말밖에 듣지 못한다. 아이를 왜, 어디로, 얼마나 오랫동안 

데려가는지 설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처: 유니세프 (UNICEF) 

그 (집에 쳐들어온 군인)가 우리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 녀석을 데려와라. 아니면 총을 쏘겠다” 

Y.H., 17세에 구금.  출처: Save the Children 

 

 

https://www.hrw.org/news/2016/04/11/palestine-israeli-police-abusing-detained-children
https://www.unicef.org/oPt/UNICEF_oPt_Children_in_Israeli_Military_Detention_Observations_and_Recommendations_-_6_March_2013.pdf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sites/default/files/documents/5720.pdf


 

 

다른 아이들은 집밖에서 놀다가, 또는 교문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체포된다. 그 과정에서 발로 차이고, 

맞고, 목을 졸리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군은 플라스틱 수갑을 아이들의 손목에 상처가 날 정도로 단단히 

채운다. 어린이들은 눈이 가려진 채  손이 묶여 이송되고,대다수는 체포되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한다. 출처: 디펜스포칠드런 인터내셔널(DCI) 휴먼라이트워치의 보고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 국경 경찰은 

라시드(11 세)라는 어린이를 체포하면서 섬광탄(빛과 소리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눈이 부시도록 만들고 균형을 

잃도록 하는 비살상 폭발 장치)을 터뜨리고 팔로 목을 졸랐다. 출처: HRW 

 

 

 

트라우마를 남기는 불법적 심문 과정 

이스라엘 보안군의 심문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 주 동안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구금된 어린이의 부모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백을 받기 위한 협박과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정황도 뚜렷하다. 아이들은 

심문을 받는 동안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지속되는 심문은 아이들의 손과 등,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죽거나 얻어맞고, 독방에 감금되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에 시달린다. 

심문관들은 아이들에 긴 범죄 혐의 목록을 들이민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한 압박을 못이겨 자백하게 된다. 

일단 자백을 하고 나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는데, 아이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서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또한 체포된 

아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구 밖의 이스라엘의 감옥으로 옮겨져 부모들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제네바 

협약 제 76조에 위배된다. 출처: 유니세프 

http://www.childreninmilitarycustody.org.uk/wp-content/uploads/2012/03/Children_in_Military_Custody_Full_Report.pdf
https://www.hrw.org/news/2015/07/19/israel-security-forces-abuse-palestinian-children
https://www.unicef.org/oPt/UNICEF_oPt_Children_in_Israeli_Military_Detention_Observations_and_Recommendations_-_6_March_2013.pdf


 

 

독방 감금 

일부 어린이들은 심리를 앞두고, 그리고 선고를 받은 후 짧게는 이틀부터 길게는 한 달 동안 독방에 감금된다. 

고립은 아이들을 위축시켜 자백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수단이다. 많은 경우 어린이들은 독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게 된다. 이런 압박은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는다. 어떤 아이들은 자백한 일을 자신이 실제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헛갈려 하기도 한다. 출처: UNICEF 

보고된 다른 종류의 학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구금 중에 일어난다. 

● 식량과 물 부족 

● 60%의 어린이가 옷을 벗은 채 수색을 당함 (출처: MCW) 

● 추위에 반벌거숭이로 바깥에 세워짐 

● 잦은 이감으로 아이들을 지치게 하고 친척들이 찾아오기 힘들게 만듦 

● 전기 충격 (출처: 가디언) 

● 성적 위협 

● 목을 조름 

●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음 

 

출처: UNICEF, Delegation of British Lawyers funded by the United Kingdom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이스라엘은 왜 아이들을 체포하나?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구 일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 군정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집회, 우물 파기,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과 관련한 

팔레스타인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규는 점령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착촌 확장과 

이중적인 법규제는 국제인도법 및 여러 UN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출처: UN 

https://www.unicef.org/oPt/UNICEF_oPt_Children_in_Israeli_Military_Detention_Observations_and_Recommendations_-_6_March_2013.pdf
http://www.militarycourtwatch.org/files/server/BRIEFING%20PAPER%20-%20OCT%202017%20-%20FINAL.pdf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2/jan/22/palestinian-children-detained-jail-israel
https://www.unicef.org/oPt/UNICEF_oPt_Children_in_Israeli_Military_Detention_Observations_and_Recommendations_-_6_March_2013.pdf
http://www.childreninmilitarycustody.org.uk/wp-content/uploads/2012/03/Children_in_Military_Custody_Full_Report.pdf
http://www.childreninmilitarycustody.org.uk/wp-content/uploads/2012/03/Children_in_Military_Custody_Full_Report.pdf
https://www.un.org/press/en/2016/sc12657.doc.htm


 

 

인권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의 자국 정착민 보호를 위해 정착촌 안팎에 많은 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마찰과 시위, 폭력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2016년 MCW가 기록한 총 127건의 

어린이 체포 사건 중 125건(98%)이 정착촌 또는 정착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평균 1.02㎞ 거리 안에서 

발생했다. 출처: MCW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의 이스라엘 점령지 유지는 군대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율이 이 

지역 팔레스타인 공동체, 특히 점령을 거부하는 공동체에 강제적으로 부과됨을 의미한다. 1967 년 

이스라엘이 첫번째 정착촌을 건설한 이래 약 80 만 명의 팔레스타인 인들이 억류됐다. 산술적으로 모든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적어도 한 명은 이스라엘군에 잡혀간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군 구금 시스템은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일부이다. 출처: 

팔레스타인 연구소 

 

 

 

이스라엘은 어린이들을 체포하는 이유가 이 어린이들이 언어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하거나 도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돌을 던졌다는 이유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불법  단체에 속해 있거나 불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씌우기도 한다. 

하지만 99%의 유죄 판결,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강압적 심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한 재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http://www.militarycourtwatch.org/files/server/BRIEFING%20PAPER%20-%20OCT%202017%20-%20FINAL.pdf
http://www.palestine-studies.org/jps/fulltext/165582


 

 

설령 어린이의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다루고 보호해야 한다. 질서 유지나 

공동체 안전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당국이 ‘범죄 행위’라 판정해 처벌하는 경우라 해도, 이스라엘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 

체계를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과 정부는 차별적인 법 

제도를 시행한다.  팔레스타인인에게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법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다. 

 

아이들은 어떤 결과에 처하는가? 

억류된 미성년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폭력, 긴 시간 동안의 구금 같은 즉각적 결과 외에도, 심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증언에 의하면 불면증, 잠자리에 오줌싸기, 사회적 불안, 학업 부진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 

2015년 이래 시위 도중 돌을 던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는 최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어린이의 가족에 대한 사회 복지 수당을 끊을 수 있다. 출처: HRW, Addameer 

 

 

https://www.hrw.org/news/2016/04/11/palestine-israeli-police-abusing-detained-children
http://addameer.org/the_prisoners/children


 

 

이스라엘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은 합법적인가?  

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나? 

1967 년 요르단강 서안과 가지지구를 점령한 이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군법을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체포되면 일반 법률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법에 따라 구금되고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국제법에 따르면 군사 법원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을 기소하는 데만 이용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전시의 시민보호에 관한 제 4차 

제네바협약, 그리고 구금된 어린이에 대한 

특별 보호를 명시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아이들을 군사 

법정으로 밀어 넣는 유일한 나라다. 출처: 

DCI, UNICEF. 이스라엘 점령지의 OHCHR 

사무소장 제임스 히난(James Heenan)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체포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아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돼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체포, 구금, 심문 상황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위 두 협약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약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어린이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자신이나 남에게 당장 시급하게 위험이 될 때에만 체포되어야 한다. 심문하는 동안 변호사나 부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이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구금, 억류는 최대한 짧아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심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권고하고(대부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영국과 

유니세프가 학대를 기록하고 그것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는 수십 년 간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스라엘 정부가 일부 개선 노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디펜스포칠드런(Defense for Children)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구금된 어린이 수는 증가했다. MCW 는 어린이 체포와 구금 시설에서의 학대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제도화되어 있다”는 유니세프의 2013년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했다.  

출처: MCW, H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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