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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보고서                              2021 년 7 월 9 일 
 

기근 바이러스 대확산: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촉진하는 치명적 요인, 

분쟁과 코로나 19, 그리고 기후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1 년 6 개월이 흐른 지금,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한 사람보다 

많다.1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붕괴와 기후위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미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던 저소득국가들은 가난의 심화와 재앙적 식량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직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근 진원지도 

생겨나고 있다.  

2021 년 3 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가수 지역 인근의 체사코바 이재민 캠프에서 한 실향민이 땅콩을 볶고 있다. 2021 년 방가수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수천 
명의 지역민들은 생존을 위해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다.  사진: Adrienne Surprenant/Oxfam/Marc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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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을 잃었죠. 식료품 가격은 오르는데 일자리를 잃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떤 

날은 다섯 아이가 굶주린 채로 잠들어야만 했죠.” 와파(Wafaa, 38 세), 시리아 북부에 거주하는 여성 

 

지난해 옥스팜은 “기근 바이러스(The Hunger Virus)”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보다 기근 문제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2,000 만 명이 추가적으로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내몰리며 전 세계 55 개국 1 억 5,500 만 인구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2 코로나 19 발생 이후 심각한 

기근 상태에 놓인 인구 또한 52 만 명으로 작년 대비 6 배나 늘었다.3 

급격히 심화된 보건 위기는 식량 위기로 확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의 민 낯을 드러냈다.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식량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촉진하는 치명적 요인인 분쟁, 코로나 19, 기후위기로 1 분마다 11 명이 

사망한다.4 코로나 19 로 인해 매분 7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5 

코로나 19 발생 이래 기근을 야기한 최악의 요인은 분쟁이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23 개 국가에서는 약 

1 억 명이 위기 수준 이상의 식량 불안정에 내몰리고 있다.6 전 세계가 코로나 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만7 실제로 분쟁이 줄어든 곳은 거의 없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에 필요한 재원을 대규모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도 작년 군비는 전 

세계적으로 2.7%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1 년 유엔이 요청한 인도적 식량안보 비용인 79 억 달러의 

6 배도 더 넘는 510 억 달러에 달한다.8 기아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판매가 

급증했는데,9 아프리카 국가 말리의 경우 2012 년 분쟁이 악화된 이후 무기 구매를 669% 늘렸다.10 

 

재앙 수준으로 심화되는 기근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수준의 기근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기근 수준에 처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예멘 

전역에서만 521,814 명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500%나 증가한 

수치인데, 2019 년 말 남수단과 예멘에서 기근 

수준으로 생활하는 주민은 불과 

84,500 명이었다. 재앙적 기근을 경험하는 

국가 대부분은 장기간의 분쟁, 폭력사태, 정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 기근의 두 번째 요인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붕괴로, 이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2021 년 말까지 극빈곤 수준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약 

7 억 4,5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 19 이후 1 억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11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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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말부터 2021 년 6 월까지 수집된  IPC 5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출처 : 2021 년 4 월 GRF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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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이주민, 비공식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27 억 명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공공 재정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12  

하지만 부자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더 부유해졌다. 세계에게 가장 부유한 10 명(9 명은 남성)은 

지난해 4,130 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했다. 이는 유엔이 요청한 2021 년 인도적 지원금의 11 배가 넘는 

금액이다.13 

기후위기는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촉진하는 세 번째 치명적 요인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를 

포함해 약 400 건에 가까이 발생한 기후 관련 재난은14 분쟁과 코로나 19 로 인한 빈곤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북부 주민 수백만 명의 고통을 가중시켰다.15 

본 보고서는 끝나지 않는 분쟁,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충격, 그리고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기근 상태로 몰아가는지 알아보고 신속한 조치 없이는 피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설명한다. 

2020 년  기근 바이러스 보고서 발간 이후 전 세계 극빈 지역 및 새로운 기근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근이 심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극심한 기근 지역16  

 지역  2019 년 위기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기근을 겪는 

인구수 

(단위: 백만) 

전체 인구 대비  

기근 비율 

2020 년 위기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기근을 겪는 

인구수 

(단위: 백만) 

전체 인구 대비  

기근 비율 

기근 증가율 

(%) 

예멘*  15.9  53%  13.5  45% -15% 

콩고  15.6  26%  21.8    33%  40% 

아프가니스탄  11.3  37%  13.2  42% 17% 

베네수엘라  9.3  32%  정보 없음 NA  NA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17 

 9.0  5%  15.0  7%  67% 

에티오피아  8.0  27%  8.6  16% 8% 

남수단*   7.0  61%  6.5  55%  -7% 

시리아  6.6  36%  12.4  60% 88% 

수단  5.9  14%  9.6  21%  63% 

아이티  3.7  35%  4.1  40%  11% 

출처: Global Report for Food Crises 2021. * 예멘과 남수단에서 위기 수준 이상으로 기근을 겪고 있는 인구가 2021 년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1 년 6 월에는 예멘 1,620 만 명, 남수단 720 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근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는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이 포함된다.  

위 표는 각 나라에서 위기 수준 이상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인구수를 기반으로 기근이 심각한 10 개 국가를 보여준다. 2019 년 말부터 2020 년 

말까지 증가한 기근 비율과 함께 영향을 받은 인구의 비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https://oxfam.or.kr/hungerviru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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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베네수엘라, 

남수단18에서는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붕괴, 분쟁, 기후위기의 복합적인 여파로 4,800 만 명 이상이19 

기근 상태로 내몰렸다(표 1 참조). 

기근의 급증과 함께 코로나 19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신흥 기근 

지역으로 등장하며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기근은 종식될 수 있다. 전쟁 당사자는 우선 평화적 해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는 갈등과 기근을 부추기는 

무기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요구를 해결하고 당장 생명을 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프로그램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 군비 지출 중 하루 반나절 몫만 줄인다면 유엔의 기근 식량안보에 필요한 80 억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20 

기근 위기를 끝내려면 정부는 코로나 19 회복 과정에서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근절해야 하며, 

여기에는 소규모 농업인의 생계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조항을 실천해야 한다: 1)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기금에 재원을 투입한다. 2)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하고 기근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중단한다. 3) 평화 구축에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장려하여 해법을 찾는다. 4) 더 공정하고 유연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마련한다. 5) 코로나 19 

대응과 회복을 여성이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모두의 백신(People’s Vaccine) 캠페인을 

지지한다. 7)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기근을 촉진하는 세 가지 치명적 요인 

분쟁,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붕괴, 기후위기는 전 세계 기근 문제를 가속화하는 주 요인이며21 특별히 

분쟁은 지난 3 년간 기근을 유발한 최악의 요인으로서 수많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다.22  

분쟁 

코로나 19 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며 유엔은 2020 년 3 월 전 세계에 휴전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수그러들지 않았고23 지난해만 2,200 만 명의 기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현재 전 세계 

23 개국 1 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처해 있다.24 기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4,800 만 명이 자국 내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을 피해 실향민으로 살아간다.25 
 

세계 최악의 기근 지역에 속하는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예멘은 모두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다.26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주민 35 만 명은 2021 년 5~6 월 동안 기근 수준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2011 년 소말리아에서 25 만 명이 기아로 사망한 이후 재난 수준의 기근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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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치이다. 7 월부터는 티그라이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74%가 위기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27  

예멘 주민들은 10 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저축해 둔 재원까지 전부 잃었고 상당수는 식량을 

구매할 여력도 없다. 봉쇄와 분쟁으로 2016 년 주요 곡물 가격이 2 배 이상 오르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28 올해는 예멘 주민 1,600 만 명 이상이 위기 혹은 그 이상의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29 

분쟁과 기근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불공정하게 나타난다.30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적은 양을 먹는다. 분쟁과 이주로 인해 여성들은 식량 재배 

시기를 놓치거나 어쩔 수 없이 직업을 포기한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성폭력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굶주리는 가족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분쟁에 시달리는 국가도 “국민들이 단순히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31 전쟁 당사자들은 의도적으로 기근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의 식량과 물을 빼앗고32 

인도적 구호를 방해하며, 시장을 폭파시키고 농작물에 불을 지르며 가축을 죽인다. 

유엔 결의안 2417 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기아와 분쟁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인도적 원조를 차단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민간인, 작물, 

가축, 수자원에 대한 공격은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수이 지역의 농부 하세이나 틴돔비(Housseina Tindombi)는 전쟁을 피해 

2021 년 1 월 집을 떠나야 했다. 가족과 함께 실향민 캠프에서 한 달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과 

논밭은 모두 약탈당한 뒤였다. 그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가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전했다. 

코로나 19 이후 국민의 절반 이상인 240 만 명이 심각한 영양 및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3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지난 12 월 대선 이후 분쟁이 

격화되면서 토지를 포기하거나 재배 시기를 놓친 농부를 포함해 약 34 만 명은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34 

수입 물자의 약 80%가 운반되는 방기와 카메룬 사이의 주요 도로도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폐쇄되면서 

식량 공급과 인도적 지원이 전례 없이 중단되었다. 농사 장비의 부족은 수확 식량과 가축 공급의 급락을 

가져왔고 농부들의 수입은 급감했다. 

그 결과 최저 장바구니 물가가 평균 11% 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0%까지 상승했다.35 전체 인구의 

13%만이 저렴한 상품을 적절하게 비축하고 있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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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붕괴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1 년 반 이상 이어진 국경 봉쇄와 폐쇄 조치로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과 

시장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면서 기근이 급증했다. 세계 경제 활동은 3.5% 감소했으며 

빈곤은 16% 증가했다.37  

2020 년 전 세계적으로 3,300 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 19 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2019 년 세계 GDP 의 4.4%에 해당하는 3 조 7 천억 달러가 노동 소득에서 사라졌다. 주로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17 개국에서는 4 천만 명 이상이 기근 위기에 처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 천 

4 백만 명 증가한 것이며38 비율로는 70% 상승한 셈이다.39 코로나 19 발생 전에도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했던 30 억 명은 제외한 규모이다. 이 수치는 올해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40  

작년 이후 식품 가격은 지난 10 년 기준 최고 상승률을41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40% 가량 상승했다.42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방해하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국경 폐쇄 및 봉쇄가 이와 같은 현상을 

주도했다.43 식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식량을 구할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 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특히 예멘과 아이티와 같이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가격 조정 시스템 또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식량 가격의 상승이 식량 생산자에게 반드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종자와 비료를 

구매하거나 수확물을 시장으로 운송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농민은 배제된다. 적절한 저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농민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부르는 가격에 팔거나 작물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난 8 월 조사에 참여한 나이지리아 농부 88%는 코로나 19 유행 기간 중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44  일용직으로 농경을 돕는 인부들도 밭에 갈 수 없어서 수입이 

사라졌다.45  

코로나 19 는 역사상 불평등 문제를 최대로 심화시켰다.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소득은 줄었지만 상위 

10 대 식음료 생산기업의 수입은 2019~2020 년 100 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해당 기업의 수입 

증가분만으로도 2021 년 인도주의 식량안보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46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여성 

시리아는 세계 최악의 기근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시리아 국민 60%에 달하는 1,240 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처해 있으며47 이는 전년 대비 88%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48 10 년간의 분쟁 

가운데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현지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고, 12 개월 만에 

평균 장바구니 물가가 313% 상승했다.49 또한 분쟁으로 시리아의 주요 농업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농민들의 수입과 식량 생산에도 타격을 입었다. 

시리아의 여성과 소녀는 기근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쟁으로 더 많은 여성이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었으며 상당수가 양질의 일자리와 합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이들이 버는 빈약한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 옥스팜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장 가구가 기근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극단적인 식비 감소와 끼니를 거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50 

일부 가족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를 일찍 결혼시키는 방법에 의존해야 했다.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mega-rich-recoup-covid-losses-record-time-yet-billions-will-live-poverty-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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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남부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 리나(Leena, 32 세)는 “3 년 가까이 마을에 갇혀 있었어요. 

작물과 저축했던 재원을 전부 잃어 소를 팔아야 했지요. 아이들에게 고작 삶은 풀밖에 줄 수 없는 심정을 

아시겠어요? 굶주린 배를 잡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라고 전했다. 

리나처럼 가족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가정이 많다. 시리아 최대 상업 도시 알레포 지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직업을 잃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일부는 코로나 19 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옥스팜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시리아 취약계층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2 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농부들에게 종자와 장비를 제공하고 관개망을 재건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식량과 필수품을 구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비공식 노동자, 도시 빈민, 비공식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 19 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남성의 비율은 3.9%인 반면 

여성은 5%였다. 이로 인해 2020 년 전 세계 여성의 소득 손실이 최소 8,000 억 달러에 달했다.51 

2021 년에는 4,700 만 명의 여성이 추가로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으로 추정된다.52  

코로나 19 로부터 배운 교훈 중 하나는 현금 또는 식량 지원 등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기근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 억 명 이상이 작년에 어떠한 

사회보호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53  

기근을 부추기는 백신 불평등 

제약사의 독점과 부유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코로나 19 백신의 불평등한 공급과 접근은 경제 회복을 

늦추고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지금의 백신 불평등이 9 조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 기근 국가는 잠재적으로 GDP 의 27%인 7,860 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54  

미국과 같은 부유국은 백신 출시 이후 기근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55 저소득국가의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옥스팜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백신 

접종률로는 저소득국가의 국민이 모두 접종을 마치기까지 57 년이 더 소요된다.56 추가로 1 억 3,200 만 

명이 코로나 19 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고 건강이 악화돼 영양실조에 걸릴 위협을 받고 있다.57 

또한 기근과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은 코로나 19 를 포함해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58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19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인 전 세계 인구 70% 접종을 

달성하려면 백신 110 억 회분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 제조법을 공개하지 않는 한,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해법은 기술력을 갖춘 제조사가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모든 정부가 

코로나 19 의료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에 신속하게 동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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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지난해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 재해로 500 억 달러의 피해를 기록했다(온두라스 

피해액만 60 억 달러 규모).59 이는 15 개국 약 1,600 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근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60 그럼에도 각국 정부는 코로나 19 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는 

미루었다. 

기후 온난화는 폭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기상 관련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록상 지난 

7 년은 가장 따뜻한 시기였으며 2020 년은 가장 더운 해 중 하나였다.61 1980 년 이래로 기상 재난은 

매년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는 매주 극심한 기상 이변이 기록되고 있다.62  

기후위기 충격의 63%는 농업과 식량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63 기후 변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친 취약하고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작년 사이클론 암판이 인도 동부를 

강타했을 때 농민과 어부는 농작물과 배에 피해를 입으며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64 

마찬가지로 작년 동아프리카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사이클론은 전에 없던 사막 메뚜기떼 창궐을 

유발해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혼선이 일으켰고 아프리카 동북부와 예멘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이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65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강도는 지금도 힘겹게 충격을 버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은 빈곤과 기근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 

중앙아메리카 건조 지역의 기근을 심화시키는 기후와 코로나 1966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충격과 더불어 반복되는 가뭄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앙아메리카 건조 지역에서 기아가 급증하고 있다.67 2021 년에는 해당 국가의 약 800 만 

명이 급작스럽게 기근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2018 년에 비해 220 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68 이들 중 

170 만 명은 심각한 수준의 기근 위기에 놓여 있다.69 

이 지역은 역대급 대서양 허리케인을 겪었다. 2019 년에 18 건에 불과했던 허리케인이 2020 년에는 

30 건이나 발생했다.70 허리케인 로타와 에타에 폭풍 아만다와 크리스토발까지 겹치면서 4 개 국가의 

주요 식량과 환금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20 만 헥타르가 파괴되었다. 여기에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커피 농장 1 만 헥타르도 포함된다.71 

또한 봉쇄 조치로 비공식 무역과 농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72 2020 년 코로나 19 유행 기간 중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자리 약 830 만 개가 

사라졌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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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기근 지역  

예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저희에게 청천벽력이었죠. 남편은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고 

저는 몸이 안 좋았어요. 아이들을 시켜 음식을 구걸하거나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져온 음식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 예멘 하자 지역으로 이주한 여덟 아이를 키우는 

바흐자(Bahjah) 

예멘은 콩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16,500 명 

이상이 기근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다.74 2021 년 6 월에는 그 수치가 3 배 증가해 47,00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75  

코로나 19 와 무관하게 6 년 동안 분쟁이 지속되면서 2020 년 말 기준 1,350 만 명이 급성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1 년 6 월까지 약 300 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76 인구의 70%인 약 

2,100 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100 만 명, 5 세 미만 어린이 

230 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등 영양실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77 이 아이들 중 40 만 

명은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에 놓였으며78 86% 이상은 빈혈 증상이 있다.79 

유엔의 휴전 요청에도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80 예멘 인구 8 명 중 1 명에 달하는 400 만 명 이상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다. 작년에만 17 만 2 천 명이 전쟁으로 실향민이 되었고81 그 결과 이재민 67%가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전쟁으로 작물과 가축이 죽임을 당하면서 인구 절반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82 

연료 수입에 대한 계속된 갈등과 규제를 겪으면서 연료 수급의 위기를 초래했다. 발전기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피난 캠프의 식량 지원과 물 분배 트럭의 운용이 지연되고 의료 서비스가 늦춰졌다.83 유가 

상승으로 식품 운송비가 상승했고 2020 년 3 월 이후 식품 가격이 26% 급등했다.84 밀과 밀가루 등 주요 

식량 가격은 작년 동 기간 대비 최대 40%까지 치솟았고 쌀 가격은 2016 년 이후 167% 상승했다.85  

현지 농부들은 물을 공급하는 펌프에 연료를 채울 돈이 없고, 어부들은 배에 연료를 공급하기 힘들다고 

옥스팜에 호소했다. 알투하이타 호데이다에 거주하는 어부 자이드(Zaid, 35 세)는 “우리가 잡는 모든 

것이 연료비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패들을 이용하지만 큰 물고기가 있는 

먼바다로는 갈 수는 없어요.”라고 전했다. 

가뭄과 적은 강수량 등 기후위기는 높아진 연료비와 살충제 가격으로 이미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86 2020 년 홍수로 인해 30 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대다수는 소득과 

거주지가 없는 이재민이었다. 사막 메뚜기떼는 2 억 2,200 만 달러 상당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87 

줄어드는 원조는 인도적 단체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기아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인도적 

대응에 필요한 금액인 33 억 8 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인 19 억 달러만 지급되었다. 올해는 유엔이 예멘 

원조를 위해 요청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 지원되었다.88 결과적으로 2021 년 5 월, 500 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이 삭감되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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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2020 년 4 월부터 현금 지원과 생계 보조금으로 9 개 주의 15 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 훈련을 진행하여 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대신 차라리 코로나 19 에 걸려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 헤라트 구자라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코로나 19 가 발생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극심한 기근은 17% 증가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예멘에 

이어 세 번째로 최악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로, 전체 인구의 42%에 달하는 약 1,320 만 명이 

극심한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작년 이후 굶주린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인구가 200 만 명 증가했다.90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4 년 만에 6 배가 되었다.91 

아프가니스탄만큼 코로나 19, 분쟁, 기후위기의 타격을 받은 국가도 없다. 미군이 철수하고 폭력 사태가 

급증한 가운데 코로나 19 의 2 차 유행까지 덮치면서 사업장의 대규모 손실, 비공식 일자리 퇴출, 대규모 

이주, 송금의 급격한 감소 등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라니냐까지 발생하면서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고 평년보다 식량이 부족해졌다.92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주요 식품 가격은 평균 20%나 치솟았다.93 그 결과 

사람들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특히 임시 노동자와 목축업자는 코로나 19 기간 중 일당을 벌지 

못했으며 송금의 감소로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2020 아프가니스탄 종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채를 지게 된 주요 원인은 식량 구매(53%) 때문이었다.94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기근 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프로젝트(Dastarkhwan-e-Meli )를 착수했지만 

식량키트 구성(밀가루 50kg, 기름 5kg, 콩 5kg)이 빈약한 탓에 가구의 최소 요구사항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지원금이 감소하면 정부 사업도 축소되며, 인도주의 기금으로 

필요한 총 1 억 2,350 만 달러 중 24%만이 확보된 상황이다.95 

옥스팜은 2020 년 3 월부터 헤라트, 디아쿤디, 난가하르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 10 만 명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량을 살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인식 

캠페인과 함께 위생키트와 손 세정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남수단 

“피보르로 피난을 가면서 집은 침수되었고 염소는 도둑 맞았어요. 몸에 걸친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베르테스를 떠났죠.” - 남수단 수백 가구가 겪는 피난을 경험한 나가치바바(Ngachibaba)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인 남수단의 현재 기근 현황은 2011 년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96 남수단은 

세계에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편으로 인구의 82%가 극빈층이며 인구의 60%에 달하는 720 만 명이 

현재 위기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97 3 개 주의 10 만 8,000 명은 기근에 준하는 상태로 살고 있다.98 



   
 

  11 of 19 
 

5 세 미만 어린이의 15%는 발육 부진이며 가임기 여성 3 분의 1 은 빈혈을 겪는 등 어린이와 여성이 식량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99  

유엔이 남수단을 위해 요청한 인도적 지원금 16 억 8 천만 달러 중 20%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모금되면서 수백만 명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100 

평화 협정은 유지되고 있지만, 조직적인 분쟁과 공동체 간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무장 단체들의 폭력이 

심화되면서 남수단 주민 230 만 명은 인근 국가로 피난을 떠났고,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190 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101 이주해야만 했다.102 분쟁이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식량과 소득의 주요 기반인 농업, 

그리고 기타 경제 활동을 포함한 생계가 중단된다. 

코로나 19 로 인한 봉쇄 조치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비공식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재화의 

흐름이 끊어졌다. 소득이 없는 빈민 가구 상당수는 식량 구매를 위해 다른 모든 비용을 줄여야 했다. 또한 

2020 년 발생한 강력한 홍수로 약 85 만 6 천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으며103 이재민과 작물 손실을 

유발했다. 비정상적인 강우는 향후 농업 활동에 위협이 될 것이다.  

옥스팜은 주요 기근 지역인 아코보와 피보르 지역에서 10 만 2 천 명을 대상으로 물, 위생, 보건, 

식량안보, 보호, 성평등을 포함해 다양한 부문을 지원하며 남수단의 기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이 포함된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는 

기근이 67% 급증했으며10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근이 늘어나는 곳 중 하나이다.105 

부르키나파소와 북부 나이지리아 같이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국가는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기근 비율은 작년 이후 213% 증가했다. 

2020 년 7 월 발간된 옥스팜의 보고서 기근 바이러스 이후 위기 수준의 기근에 직면한 인구가 1,500 만 

명을 돌파했으며106 다가오는 비수기에는 2,200 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어린이 160 만 명을 포함해 여성과 어린이가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107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무력 분쟁이 사헬 지역의 피난과 기근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중부 사헬과 레이크 

차드 유역 인근의108 격화되는 분쟁으로 530 만 명이 강제 이주를 겪었고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109 

피난민 상당수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열악한 지역사회에 정착해야 한다. 정세 불안은 농부와 

목축업자들이 그들 땅에서 고립 되도록 만든다. 

기근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잘 분배해야 하지만 예산은 군사 비용에 사용되었다. 2016~2020 년 기준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무기 수입은 2011~2015 년 대비 각각 83%와 669%로 증가했다.110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잦아지면서 기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5 년 이후 홍수는 

180%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작년 한해만 170 만 명의 거주지와 작물 및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111 

분쟁과 코로나 19 로 인한 충격에 기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가격이 5 년 만에 10%까지 상승했고 

주민들의 생계는 악화되었다.112 

https://www.oxfam.or.kr/hungerviru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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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코로나 19 이후 사헬 지역 취약계층 70 만 명을 지원해 왔다. 파트너와 함께 차드 지역 주민 

6 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과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니제르와 세네갈 주민 28 만 

명을 위해서는 식량, 현금, 깨끗한 물, 위생시설, 위생키트 지원 등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식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시민단체가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가 우려됩니다.”  

- 옥스팜 파트너 UNIANDES 의 이사장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약 94%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113 2019 년에는 국민의 

3 분에 1 에 해당하는 930 만 명이 보통 혹은 심각한 수준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식량 위기이다.114  

옥스팜의 현지 파트너 코데즈는 베네수엘라 라라, 줄리아, 타치라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민의 50~80%가 끼니를 줄이고 식사량 및 식단의 다양성을 축소하며, 아이들을 이용해 음식을 

구걸하거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구자산을 판매하는 등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15  

학교는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요 공급처였는데 코로나 19 로 폐쇄되면서 기아가 더 악화되었다. 

또한 폐쇄와 제한은 농업에도 영향을 끼쳐 작물 생산량이 줄고 시장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식량 위기는 가혹한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더 악화되었다. 베네수엘라 주민 상당수는 

초인플레이션과 가치 절하된 현지 통화 문제로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었다. 2021 년 

4 월 기준, 월 최저 임금으로는 5 인 가족의 기본 식비를 1%도 충당하지 못한다.116 한 명이 5 인 가족을 

부양하려면 현재 최저 임금의 547 배를 받아야 한다.117 2021 년 5 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저 임금의 

300% 인상을 발표했지만 고기 1kg 조차 살 수 없는 수준이다.118 

옥스팜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4,000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극심한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현지 NGO 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새로운 기근 국가 

브라질 

“직업도 없는데 딸이 미숙아로 태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딸은 퇴원하자마자 아주 비싼 

분유를 처방받았죠.” - 브라질 연방구에 거주하는 25 세 여성 

브라질은 급증하는 세계적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코로나 19 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극빈곤층 비율은 4.5%에서 12.8%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119  2020 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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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 억 1,600 만 명이 일정 수준의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중 

2,000 만 명가량은 기근을 직면하고 있으며120 이런 추세는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흑인, 여성, 지방 

거주자, 원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이었다. 2020 년 말 기준, 여성 가장 가구의 11%는 기아 상태였으며 

흑인 가구는 10% 이상이 기근을 직면하고 있었다. 백인 가구의 비율은 7%였다. 농촌 가구의 기근 

비율이 12%인 반면 도시 가구는 8%에 그쳤다.121  

중산층 가구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일정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겪는 비율이 2018 년 20%에서 

2020 년 35%까지 오르며 2 배 가까이 높아졌다.  

코로나 19 가 사회적, 경제적 붕괴를 야기하면서 기근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 

조치로 사업장이 폐쇄되어 브라질 노동 인구의 절반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2021 년 1 분기 말까지 약 

1,500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122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는데 2020 년 7 월까지 문을 닫은 

사업장 중 40%를 차지했다.123  

브라질 정부는 2020 년 하반기에만 6,800 만 명에게 현금을 포함한 긴급 지원을 단행했지만 이마저도 

중단되어 수백만 명의 국민이 최저 소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절반도 안 되는 규모만이 올해 

4 월 승인된 새로운 긴급 구호의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기아와 빈곤을 겪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2020 년 브라질 옥스팜은 기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헤시피,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지역의 청년과 그 가족에게 식권을 제공했다. 2021 년 3 월부터는 흑인 인권연대와 협력하여 22 만 3 천 

가구를 돕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There Are Hungry People)”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인도 

“올해 3월 코로나19로 하룻밤 사이에 무일푼 실업자가 되었어요. 봉쇄와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재봉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에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 모하메드 일리야스(Mohammed Iliyas) 

인도 또한 수백만 인구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2020 년 약 1 억 9 천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5 세 미만 어린이 3 분의 1 이상은 발육 부진을 겪었다.124 2020 년 렌틸콩과 같은 필수 곡물의 

소비는 64% 감소했고 녹색 채소의 소비는 73% 줄었다.125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식량 섭취량을 줄여야 했다고 응답했다.126  

줄어든 소득,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한 운영, 학교 폐쇄 등은 인도의 기근 문제를 촉진시켰다. 15 개 주 

47,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의 대량 실업으로 

평균 가정 소득이 60% 이상 줄었다.127 2021 년 4 월에만 약 800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128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지원계획의 수혜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10 년이 지난 2011 년 인구 조사 데이터이다. 

그 결과 식량 배급이 절실한 1 억 명이 지원에서 누락되었다.129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57%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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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는 기근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전 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1 억 2 천만 명인데, 학교 폐쇄로 더 이상 음식을 배급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급식 프로그램 상당수가 중단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던 

공급원이 사라졌다.131     

인도 옥스팜은 2020 년 16 개 주 92 개 지구의 423,800 명을 대상으로 건조식품으로 구성된 

식량키트와 조리된 식사 패키지를 제공했다. 코로나 19 의 2 차 유행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옥스팜은 

델리와 마하라슈트라 지역까지 식량 배급을 확대하는 한편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가 정부의 구호 

패키지와 기타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칸다 지역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19 까지 겹치면서 비정규 일자리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기근은 현실입니다.” – 자메카 치비(Zameka Chibi) 

한때 식량 안정 국가 중 하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132 기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 년 말 

기준, 2,400 만 명이 극심한 혹은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다.133 코로나 19 이전에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람이 1,370 만 명 수준이었다.134 

2020 년 5~8 월에 진행된 1 차 봉쇄 기간 중 인구의 23%가 기근을 겪고 있었으며,135 2020 년 

3 분기까지 긴급 수준의 기근 2%를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구의 14%가 위기 수준의 기근에 

처했다.136 

코로나 19 와 봉쇄 조치로 일자리와 소득 손실이 급증하면서 수백만 명이 식량을 구매할 여력을 잃었다. 

2020 년 말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이 식량을 구매할 수 없어 굶어야만 했다.137  

코로나 19 로 인한 식량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아이들이다. 상당수는 이미 적절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였다. 팬데믹 이전에도 5 세 미만 어린이 4 명 중 1 명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었다.138 해당 연령대 어린이 최대 40 만 명이 코로나 19 로 인해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39 또한 학교 폐쇄는 900 만 명의 어린이를 위한 국가 급식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어졌다.140 

기후위기는 식량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과 이스턴케이프 지역 일부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량과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렸다.141  

남아프리카공화국 옥스팜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이스턴케이프와 웨스턴케이프에 무료 급식소를 열고 

요하네스버그 도심의 노숙자를 위해 식료품 보급을 동원했으며 웨스턴케이프로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 로 심화된 기근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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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사항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기근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끝내지 않는 한 기근은 종식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가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기아 위기를 멈추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1.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즉시 긴급 지원한다: 공여국 정부는 유엔의 글로벌 식량안보 요청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확인한다. 

수혜국 정부는 글로벌 사회보장기금을142 포함해 사회적 보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 

농업인과 목축업자가 다음 수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인도적 접근을 허용한다. 원조가 차단될 경우 국제 사회는 기근이 전쟁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 분쟁 당사자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쟁국의 시급한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 

지도자는 청소년, 여성, 소수민족 등을 평화 구축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휴전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곳에서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143  

4. 더 공정하고 유연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국 정부는 10 월에 개최되는 유엔 

세계식량안보위원회(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회의에서 공정하고 

성평등적이며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19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소규모 농업과 생태학적 식량 생산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최저 생산자 가격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생산자가 공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코로나 19 해결 과정에 여성 리더십을 장려한다. 붕괴된 식량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포함해 

코로나 19 대응 및 회복과 관련된 결정을 여성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토지, 

시장, 정보, 신용, 농업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성 식량 생산자가 직면한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6. 모두의 백신(People’s Vaccine)을 지원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보건과 경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G7 정부는 제약사의 코로나 19 백신 독점을 저지하고 개도국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백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7.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올해 12 월 예정된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를 앞두고 부유한 오염 배출 국가들은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한다. 지구 온도가 

1.5 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영세한 식품 생산자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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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According to Johns Hopkins University'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the average 

daily number of confirmed COVID-19 deaths during the week from June 14, 2021 to June 20, 2021 was 9,967. 
This is equivalent to 7 deaths per minute. Source: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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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e World Bank (20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 Washington, DC: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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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xfam International (2020). “Shelter from the Stor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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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s. (Last accessed 22 June 2021) 
15 https://www.noaa.gov/media-release/record-breaking-atlantic-hurricane-season-draws-to-end 
16 GRFC 2021 p. 29-32  

http://www.ipcinfo.org/fileadmin/user_upload/ipcinfo/docs/ch/CH_Regional_Acute_Food_and_Nutrition_Insecurity
_2020MarAu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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